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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살의 덩크 슛』 독서 활동지_지우개 지우기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5개를 고르시오.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떡집 무지개떡 연예인 체육관 개그맨

오디션 배우 농구부 PC방 민들레

보물 상자 수학 학원 운동화 딸기 빙수 페어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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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살의 덩크 슛』 독서 활동지_지우개 지우기
(답)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5개를 고르시오.

떡집 무지개떡 연예인 체육관 개그맨

○ ○

오디션 배우 농구부 PC방 민들레

○

보물 상자 수학 학원 운동화 딸기 빙수 페어플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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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살의 덩크 슛』 독서 활동지_내용 정리

※ 『열세 살의 덩크 슛』를 읽고 다음 장면에 이야기를 간단히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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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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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살의 덩크 슛』 독서 활동지_공감하기

※ 주인공이 처한 상황, 감정에 공감해 봅시다.

첫 번째 공감 질문.
하나는 오디션에 탈락해 속상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속상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공감 질문.
하나는 할머니와 계인이가 새로 생긴 떡 카페에서 팥빙수 먹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낍니
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때를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공감 질문.
하나는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던 지수의 진심을 알게 되어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가
까운 사람과 오해가 있었거나, 오해를 풀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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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살의 덩크 슛』 독서 활동지

※ 지수는 농구를 좋아하고, 계인이는 사진을 좋아한다는 말에 하나는 불안합니다. 그런 하나
에게 계인이는 “지금 꼭 뭐가 되어야 할지 정해야 해?”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을 일컫습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잘 하고 싶은 것 등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나만의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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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하나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 평범한 6학년 여학생이다. 하나네 부모님은 이사한 동네에 
하나 이름을 딴 떡집을 개업했다. 하나 엄마는 주변 새로 문 연 떡 카페가 방송에 나온다고 호
들갑을 떨어도 묵묵히 원래 방식을 고수한다. 그런 엄마가 하나는 답답하기만 하다. 키가 큰 하
나는 우연한 기회로 학교 농구부에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농구부 주전인 지수와도 갈등이 생긴
다. 꿈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울림 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