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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지퍼백 아이>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지퍼백 아이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국어  4. 감상을 나타내요 3-2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1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4-2 국어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활동지 구성 : 최고봉(홍천 오안초등학교 교사)

책과 글쓰기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꽃피는 교실을 꿈꿉니다.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 《잘 익은 교과서 그림책》 (공저) 저자

•전 강원토론교육연구회 회장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강의

•북스타트 초등 부모 원격연수 강의

작가

남유하
추천

평론가

한미화
추천

현직

초등 교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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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다른 부분 찾아보기 어린이용

미션 2 : 제목 추측해 보기
책을 읽기 전에

《지퍼백 아이》 표지를 살펴보고, 아래 두 표지의 다른 부분 네 군데네 군데를 찾아봅시다. (정답은 독서 활동지 7쪽으로!)

《지퍼백 아이》에는 모두 세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각 이야기의 제목을 추측해 봅시다. 

(정답은 독서 활동지 7쪽으로!)

비밀의 아이 가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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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책을 읽기 전에

미션 3 : 이야기 상상해 보기
아래는 《지퍼백 아이》 속 세 이야기의 부분들입니다. 천천히 읽고 이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상상해서 써 봅시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엉덩이에 꼬리가 생겨난 거야. 마치 고양이 까미처럼. 

_〈비밀의 꼬리〉 중에서

“숨 막혀 죽겠어! 나 좀 꺼내 줘!”

엄마 아빠가 코를 골 만큼 깊은 밤이었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 

나는 물을 마시다 식탁 위에 놓인 지퍼백을 들여다보았어. 어떤 아이가 지퍼백 안에서 방방 뛰며 

소리치고 있었거든. _〈지퍼백 아이〉 중에서

엄마는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알고 있을까?

지난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어. 그날 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 

엄마가 내 곁을 떠났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꾹 참아야 할 때가 많아. _〈엄마가 있는 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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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미션 4 : 기억에 남는 문장 어린이용

《지퍼백 아이》를 읽으면서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문장을 적어 봅시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는데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는데,,  

넌 꼬리가 길어지네?넌 꼬리가 길어지네?
- <비밀의 꼬리> 중에서, 《지퍼백 아이》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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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내가 작가라면?
《지퍼백 아이》 중 <비밀의 꼬리> 주인공 재민이는 거짓말할 때마다 꼬리가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어떤 잘못’을 한 주인공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 상상해 써 봅시다. 

어린이용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

꼬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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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어린이용미션 6 : 초성 퀴즈
《지퍼백 아이》에 나오는 낱말을 힌트와 초성을 활용해 맞혀 봅시다. (정답은 독서 활동지 7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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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걸음’의 거센말. 
(《지퍼백 아이》 27쪽 참고)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 

<비밀의 꼬리> 속 검정고양이 까미가 이 위에 서 있었다. (《지퍼백 아이》 24쪽 참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각기 물품을 넣어 둘 수 있게 만든 곳. 
(《지퍼백 아이》 16쪽 참고)

발을 뒤로 떼어 놓으며 걸음을 걷는 일. 

<비밀의 꼬리> 주인공 재민이는 점박이고양이를 보고 ㅇㅇㅇㅇ 쳤다. 
(《지퍼백 아이》 30쪽 참고)

건물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공간. 
(《지퍼백 아이》 58쪽 참고)

뜨거운 음식 등에서 나오는 더운 기운. 
(《지퍼백 아이》 64쪽 참고)

물건 따위를 넣어 두는 장. 

<엄마가 있는 집> 주인공 하루가 이곳에서 둥근 케이크 틀을 꺼냈다. 
(《지퍼백 아이》 68쪽 참고)

경험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꾸 잊어버리는 증상.
(《지퍼백 아이》 48쪽 참고)

어떤 물건, 음식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지퍼백 아이》 39쪽 참고)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가게. 또는 그러한 가게들이 모인 곳.
(《지퍼백 아이》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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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고 나서

어린이용독서 활동지 정답

미션 1 : 다른 부분 찾아보기

미션 2 : 제목 추측해 보기

미션 6 : 초성 퀴즈

비밀의 꼬리 지퍼백 아이 엄마가 있는 집

❶ 총총걸음

❻ 김

❷ 담장

❼ 수납장

❸ 사물함

❽ 건망증

❹ 뒷걸음질

❾ 재료

❺ 베란다

❿ 상가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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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판타지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을 만나 보고 싶다면

불안과 상처, 결핍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나 보고 싶다면

<병구는 600살 시리즈> (전 2권)
이승민 글｜최미란 그림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조 프리드먼 글｜샘 차일즈 그림｜지혜연 옮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1》
심순 글｜경자 그림

《지퍼백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결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교사 및 양육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