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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함께해서 즐거웠어! 그림책 속 너구리와 여우, 까마귀, 오소리, 곰은 

함께 여러 일을 했어요. 함께한 일이 맞으면 ㅇ표, 아니면 ×표 쳐 보세요.

자전거 
타기

높은 절벽
오르기

그림 그리기 낱말 맞히기

사다리 빌리기 낚시하기 책 읽기 문 고치기

헤엄치기 숨바꼭질
산딸기 
따먹기

지붕 고치기

축구 경기
까마귀에게

말 걸기
호두파이 굽기 달걀 얻기

사과빵 굽기 사냥하기 학교 가기 식사하기

 
 <친구랑 함께한 하루> 독후 활동지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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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친구랑 함께한 하루를 떠올려요. 

그림책을 읽고서, 다음 여섯 장면을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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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초대해요! 

오늘 하루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되어보고 싶어요? 어

떤 친구를 초대하고, 무엇을 하며 놀고 싶어요?

#친구를 초대해요. 

동그라미 안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적거나 그려 보아요. 

동그라미를 더 그려 넣어도 좋아요!

나는 
어떤 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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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친구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많을수록 좋아요!

[예시] 동굴 속 탐험하기, 나무 위에 올라가기. 모래놀이, 딸기 케이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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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이럴 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일도 친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친구가 좋아

하면 나도 덩달아 좋아지거든요. 친구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경험이나 상상, 생각을 적어 볼까요?

예시) 친구가 심심하다고 할 때는?  →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기!

1) 친구 (          )이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가야 할 때, 

나는                                                                   

                                                                     

2) 친구 (          )이가 준비물을 깜빡 잊었을 때, 

나는                                                                   

                                                                     

3) 친구 (            )이가 갑자기 아플 때, 

나는                                                                   

                                                                     

4) 동물 친구 (            )가 배가 많이 고플 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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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작은 일도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더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날

마다 또는 아주 가끔이라도 함께하는 내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그림으로 그리

거나 사진을 붙여 주세요. 그 아래에 친구 이름 등 소개도 해줄래요?

이름 : 오색딱따구리

사는 곳 : 우리 집 뒷산

좋아하는 것 : 곤충과 거미, 호두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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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우정의 꽃 만들기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심심한 날도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위한 우정의 꽃을 만

들어 봅시다. 꽃잎을 예쁘게 색칠하고, 가운데엔 친구 얼굴을 그리거나,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진한 검은 선을 가위로 오리고, 점선을 따라 눌러 접습니다. 친

구와 같이 따뜻한 물에 띄우면 꽃이 피어나지요!

     

 이 그림책의 초등 교과 연계 : 

(국어)  1-1 국어9. 그림일기를 써요 | 1-2학기 국어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2-1 국어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2-2 국어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4-1 국어5. 내가 만든 이야기 | 5-1 국어10. 주인공이 되어

(도덕)  3학년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 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