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지

이상학(해피이선생) 글 / 이갑규 그림

한국경제신문



국어 4-1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도덕 4 3단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국어 5-1 8단원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국어 5-2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과학 5-2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도덕 5 3단원 ‘긍정적인 생활’

도덕 6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 연계표



혼공하는 아이들 – 독서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 * 쉬운 문제 (14문제)

1. 소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빅스타 (12p)
2. 유나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 잠공(잠자는 공주) (26p)
3. 유나의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아빠 (26p)
4. 캠프에 가기 싫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소이 때문에 엄마는 협상을 해야 했다. 이번 캠프에 다녀오면 
무엇을 해 주기로 했나요? / 다음 달에 있을 빅스타 콘서트에 보내 주기로 (36p)
5. 아이들이 간 여름방학 캠프의 대문 중앙에는 어떤 현판이 붙어 있나요? / 산골학당 (38p)
6. 산골학당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처음 만난 날,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000이었다. 커다란 손에 000
을 쥔 남자가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000을 와그작 씹어 먹었다. 000은 무엇인가요? / 고구마 (45p)
7. 산골학당 주인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서은공 (52p)
8. 서은공은 산골 학당 선생님이 되기 전 어떤 일을 했나요? 그의 예전 직업을 쓰세요. / 대학 교수 (62p)
9. 은공쌤은 대학 교수를 그만 둔 후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 가수 (65p)

“그때부터 쌤은 나는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농사였어요?”선우가 물었다.

“아니, 00”

00은 무엇인가요? 

10. 다음의 0000은 무엇인가요? / 다이어트 (115p)

소이 :근데 쌤, 저 질문 있어요! 그 고구마는 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쌤 : 아, 이 고구마? 쌤 지금 0000 중이거든. 

11. 아이들의 단체 공부방은 0000였다. 은공 쌤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좋겠
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넓은 0000에서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0000은 어디인가요? / 대청마루 
(119p)
12. 다음의 000은 어떤 직업인지 쓰세요. / 수의사 (143p)

은공쌤 : 유나는 나중에 000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유나 : 000요? 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거의 꼴등인데요... 

은공쌤 : 쌤한테 동물이나 000와 관련된 책이 몇 권 있는데 한번 읽어 볼래? 

13. 다음의 00은 무엇인지 쓰세요. / 주례 (216p)

산골학당 마지막 날 소이의 소감 : 우선 산골학당에 보내 주신 부모님께 큰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 빅스타 오빠들 노래도 같이 불러 주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

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결혼식 때 꼭 00 서 주셔야 해요.

14. 은공쌤은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무려 (  ) 킬로그램을 뺐을까요? / 4 (220p)



혼공하는 아이들 – 독서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 * 어려운 문제 (14문제)

은공 쌤의 말 : 맞아. 공부 때문이지. 다시 말해서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에. 미래 00을 

1. 찬서는 게임할 때 누가 말 시키는 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다. 그러면 찬서가 세상에서 첫 번째로 싫은 
건 무엇일까요? / 핸드폰을 못보고 잠을 자야할 때 (24p)
2. 엄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빠에게 항의했다.

“괜찮아, 우리 잠공. 공부 못해도 돼. 유나가 좋아하는 거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

유나는 허허 웃는 아빠를 보며 입을 삐죽였다. 아빠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다. 

유나의 최대 고민은... 

유나의 최대 고민은 무엇인지 쓰세요. /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것 (29p)
3.“잠시 뒤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어떤 일이라뇨?”“무슨 일이요?”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0000으로 와글와글 물었다. 0000은 사자성어로‘입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0000은 무엇인가요? / 이구동성 (54p)
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우 :“엄마한테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찬서 : “내가 그랬잖아. 너 싸가지 없다니까?”

쌤 : 찬서는 입 좀 단속하자. 벌점 1점.

찬서 :“네? 벌점 1점이면 벌칙이 뭔데요?”

문제> 벌점 1점이면 찬서의 벌칙은 무엇일까요? 

/ 1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 금지 (81p)
5.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선우에게 소이가“저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니까 너 공부 잘

하겠다. 그치?”선우가 힘없이 고개를 젓자“진짜? 저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그럼 바보 아냐?”소이도 벌점 1점.

소이의 벌칙은 무엇일까요? 

/ 빅스타 노래 1시간 동안 금지 (82p)
6. 다음의 00 000은 무엇인지 쓰세요.

은공 쌤의 말 : 선우는 공부를 무턱대고 많이 해. 공부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게 

되지 않아. 쌤이 보기에 선우는 00 000에 빠져 있어. 한마디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

지. 공부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 학습 무기력 (82p)
7. 다음의 0000는 무엇인지 쓰세요.

은공 쌤의 말 : 너희들이 스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이유는 0000 때문이야. 자신도 

모르게 쌓인 0000를 좋아하는 스타들을 보면서 푸는 거지. 그럼 왜 0000가 쌓일까? 

/ 스트레스 (90p)
8. 다음의 00은 무엇인지 쓰세요.



정확히 세우고, 그 00에 맞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정말 그렇게 재미없을까? 소이가 이 

산골학당에서 찾을 건 바로 그거야.

/ 목표 (90p)
9. 다음의 000에 알맞은 직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쓰세요.

은공 쌤의 말 : 자, 이제부터 우린 한 팀이야.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서

로의 000가 되어 주는거야. 소이야, 000이 뭐하는 사람이지?

소이 :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죠.

/ 매니저 (96p)
10. 산골학당의 구호는 무엇인지 쓰세요. / 산골산골 학당학당, 우리는 한 팀이다, 파이팅! (97p)
11. 다음은 산골학당에서 유나의 10일 계획입니다. A시간 더하기 B시간을 쓰세요.

저는 잠을 줄이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제가 집에서는 낮잠을 ( A ) 시간 이상 잤거든

요. 갑자기 낮잠을 한숨도 자지 않는 건 자신이 없어서 우선 ( B ) 시간으로 줄였어요.

/ 4 + 2 = 6 (104p)
12. 다음은 산골학당에서 찬서의 10일 계획입니다. A는 몇 시간인지 쓰세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핸폰을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핸폰을 하루에 딱 ( 

A ) 시간만 보는 거에요.

/ 3 (106p)
13. 다음은 찬서의 말입니다. 00이 무엇인지 쓰세요.

찬서의 말 : 핸폰 보고 싶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좋

아하는 00책을 읽거나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00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 역사 (106p)
14. 다음은 선우의 10일 계획입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10자 이내로 쓰세요.

저는 무턱대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10일 동안 (        ) 완성하는 거예요.

/ 만화 스토리를 하나 (108p)
15. 다음은 소이의 10일 계획입니다. 00은 어떤 과목인지 쓰세요.

제가 빅스타 오빠 중에 샤인 오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똑

똑한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들 보는 시간에 제 미래를 위해서 00 공부

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다른 과목은 다 싫어해도 00은 좋아하거든요. 

/ 영어 (110p)
16. 다음 0000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세요.

0000은 너희 계획표에 있는 공부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날 공부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

로 다시 써 보는거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다시 책

을 봐도 좋아. 어쨌든 그날 했던 공부 내용을 떠올려서 기록하는 게 0000이란다.

/ 공부일기 (112p)
17. 공부 분량을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분량을 마쳐야 했기에 나흘째부터는 아침밥
을 먹을 때 식탁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있었다. 은공 쌤은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떤 제안을 했나요? /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씩 쌤이랑 동네 달리기를 하자고 (136p)
18. 다음의 대화에 나오는 000이 무엇인지 쓰세요.



유나와 뒷산으로 산책을 간 쌤.

은공쌤 : 쌤이 보니까 유나는 참 차분하고 꼼꼼하더구나. 000도 강하고~,

유나 : 앗, 그런가요?

은공쌤 : 쌤이 보기에 유나는 000이 강하고 누군가를 잘 돌봐.

/ 책임감 (141p)
19. 다음 대화에서 (  )은 무엇인지 3글자로 쓰세요.

은공쌤 :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없애야 능률이 올라. 그래야 짧은 시간에도 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소이 : 옳은 말씀이세요.

은공쌤 : (   ) 금지, 노래 따라 부르기 금지, 빅스타 노래 금지. 소이가 공부할 때 지

켜야 하는 세 개의 금지 사항!

이어폰 (171p)
20. 소이는 자신이 완성하고 있는 첫 번째 번역 노트가 무척 기대됐다. 물론 짧은 동화책이지만, 어쨌든 무
언가를 끝맺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소이는 (   )을 다 번역하면 집에 가서 그 안에 그림을 그
려 넣은 뒤 인쇄해서 책처럼 만들 생각이었다. (   ) 책 이름은 무엇인가요? / 라푼젤 (173p)
21. 다음 대화에서 000은 무엇인지 쓰세요.

은공쌤 : 소이는 1시부터 2시까지 쌤을 따라 밭에 가자. 쌤이 밭일을 하는 동안 000로 

불러 주렴. 

소이 : 000? 

은공쌤 : 쌤은 일하고 소이는 옆에서 마음껏 노래하는 거지. 

/ 노동요 (19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