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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_지우개 지우기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6개를 고르시오.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쇠공 족쇄 숨바꼭질 전쟁 원숭이

박수 베트남 운동장 멍에 상아

아이스크림 북극성 총소리 편지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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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_지우개 지우기
(답)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6개를 고르시오.

쇠공 족쇄 숨바꼭질 전쟁 원숭이

○

박수 베트남 운동장 멍에 상아

○ ○

아이스크림 북극성 총소리 편지 빗자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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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_낱말 찾기
※ 다음은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에 나오는 순우리말을 풀이한 것입니다. 알맞은 낱말

을 책에서 찾아 써 봅시다.

쪽수 뜻 낱말

11 더러운 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거나 썩은 물

11 바싹 말라서 배틀어진

15 야단스럽게 떠들며

15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23
날이 새려고 빛이 희미하게 돌아 약간 밝은 

듯하던

46 급히 뛰어 달려감

86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88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게

91 쓰리고 아린 느낌이나 마음

130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139 조금 어둑한 상태. 또는 그런 때

140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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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_낱말 찾기
(답)

※ 다음은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에 나오는 순우리말을 풀이한 것입니다. 알맞은 낱말

을 책에서 찾아 써 봅시다.

쪽수 뜻 낱말

11 더러운 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거나 썩은 물 구지렁물

11 바싹 말라서 배틀어진 아등그러진

15 야단스럽게 떠들며 들레며

15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

23
날이 새려고 빛이 희미하게 돌아 약간 밝은 

듯하던
희붐하던

46 급히 뛰어 달려감 달음질

86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그믐

88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게 흐드러지게

91 쓰리고 아린 느낌이나 마음 쓰라림

130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두런두런한

139 조금 어둑한 상태. 또는 그런 때 어스름

140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아
그러모아



- 5 -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
※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봅시다.

  나는 하늘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곁에 있는 
풀을 뜯어 입으로 밀어넣었다. 풀냄새가 오랜만에 향기롭게 느껴졌다.
  “끄으으응.”
  나는 온 힘을 모아 조용히 일어섰다. 코끝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기운을 끌어모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늑장을 피울 시간이 없었다. 여전히 힘은 없었지만, 걸음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말라
이홍이 무조건 버티라고 했으니, 나는 무조건 버티기로 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했으니, 죽을 
때까지 버텨서 이기고 싶었다. 내 친구 말라이홍처럼.
  꼭 이 숨바꼭질을 끝내고 싶었다. 엄마와 약속한 대로.
  ‘이제 나의 축제를 시작할 거야.’
  나만의 축제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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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독서 활동지
※ 다음 기사를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서울대공원 돌고래 쇼 중단…생태설명회로 전환

서울대공원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돌고래 쇼를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묘기 위주
의 인위적인 돌고래 쇼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대신 서울대공원은 교육적 요소에 중점을 둔 무료 
돌고래 생태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략)

서울대공원 측에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가 4월13일부터 사흘간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
사에서는 ▲돌고래 공연 지속 52% ▲돌고래 공연 폐지 40% ▲모름ㆍ무응답 8%로 공연 지속 의견이 
우세했다. 또 지난달 두 차례 개최된 시민토론회에서는 제돌이 방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지
만, 돌고래 쇼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돌고래 쇼 논란이 
처음 불거진 3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7천283건의 글을 대상으로 한 SNS 여론 분석 결과에서는 
돌고래 쇼에 대한 부정적(폐지) 의견이 56.8%로, 긍정적(유지) 의견 23.2%를 압도했다.

서울대공원은 `제돌이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하루 세 차례(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진행되
는 생태설명회에 제돌이 등 돌고래 5마리를 등장시키되 방사 예정인 제돌이에 대해서는 관람객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생태설명회에서는 제돌이의 귀향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과 돌고래의 소통 장면, 이동 
모습, 먹이 장난 등 생태적 특성을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도 상영된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동물 학대 논란을 계기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동물 행복, 인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장단기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콘크리트 철망으로 상징되는 동물원의 이미지를 흙과 풀, 나무 등 
친환경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공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물윤리복지위원회를 구성, 동물의 도입 
과정에서 사육ㆍ전시ㆍ건강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동물윤리복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내년 중 동물
복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야생동물을 구조해 재활 과정을 거
쳐 방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에서 밀반입된 야생동물을 구조ㆍ관리하는 기능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오는 15일 `제돌이 방사 관련 시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제돌이 방사를 위한 로
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2.5.8, 권정상 기자)

- 돌고래 쇼를 중단한 서울시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와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 7 -

디짜이는 태국어로 기쁨이라는 뜻이다. 어린 코끼리 디짜이는 코끼리 싸움에 끌려가 

다친 뒤로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트래킹을 한다. 싸움 때 다친 발은 주인이 치료해주

지 않아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관광객이 주는 바나나를 잘 받아먹기를 바라는 주인은 

디짜이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디짜이 엄마는 숨바꼭질하자는 말을 남기

고 떠났다. 

강민경 작가는 태국 여행 때 코끼리 트래킹을 했다고 한다. 그때 봤던 코끼리의 애처

로운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이 동화를 썼다고 한다. 인간의 즐거움 때문에 희생당한 수

많은 동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고난 후, 아이

들과 다양한 동물 학대 사례를 찾아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