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2. 할머니 손은 약손!
용궁에서 할머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고통 받는 바다 속 친구들을 치료해줍니다. 할머
니가 바다 생물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림을 자세히 보며 하나씩 찾아봅시다. 

아윤이의 할머니는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해녀예요. 할
머니가 물질하러 바다로 나가면 아윤이는 집에서 할머
니를 기다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아윤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바닷가로 
갑니다. 막 뭍으로 나온 할머니는 바다 속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다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예스24 책소개>

1. 표지 살펴보기(겉표지)
표지(앞뒤, 제목)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1.
2.
3.
4.
5.

쓰레기로 고통 받는 동물 할머니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1. 용왕 거북이 코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뽑아줌
2. (빨간&노란) 물고기
3. (빨간) 바닷가재
4. (가시달린) 쏠베감팽
5. (초록) 물고기
6. 게
7. 새우
8. 해파리
9. 고래



3. 바뀐 그림 찾기 (속표지)
그림책 맨 앞 속표지와 맨 뒤 속표지를 비교해 봅시다. 바뀐 부분을 찾아보아요. 

4. 바다 속 친구들을 위해 우리 함께 쓰레기를 잘 분류해서 버려요!
그림책 앞부분 아윤이가 살던 방 구석 구석 쓰레기가 보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한줄평) 해녀 할머니의 바다 친구들 구하기 대작전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쓰레기로 고통 받는 동물 할머니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10. (갈색) 물개
11. (하얀) 북극곰
12. (검은) 바다표범
13. (갈색) 해달
14. 펭귄(위)
15. 새
16, 펭귄(아래)

맨 앞 (속표지) 맨 뒤 (속표지)
획득 16,870원

→ 바닷 속 생물을 수확하고 얻은 금액
획득 212,327,825,975년

→ (                                   )
획득한 생물

→ 전복, 성게, 소라, 해삼, 군소
미역, 멍게, 조개, 개불

획득한 바다 쓰레기
→ (                                   )

해녀 수칙
→ 1번~10번

추가 된 해녀 수칙
→ (0번.                                )

아윤이 방 쓰레기 버리기 전 주의 사항! 어디에 버리나요?

감자칩 봉지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상자(어린이 어류 도감)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아이스팩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스티로폼(사과)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비닐봉투(빨간색표지)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페트병(물)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정답)

2. 할머니 손은 약손!
용궁에서 할머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고통 받는 바다 속 친구들을 치료해줍니다. 할머
니가 바다 생물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림을 자세히 보며 하나씩 찾아봅시다. 

아윤이의 할머니는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해녀예요. 할
머니가 물질하러 바다로 나가면 아윤이는 집에서 할머
니를 기다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아윤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바닷가로 
갑니다. 막 뭍으로 나온 할머니는 바닷속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다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예스24 책소개>

1. 표지 살펴보기(겉표지)
표지(앞뒤, 제목)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1.
2.
3.
4.
5.

쓰레기로 고통 받는 동물 할머니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1. 용왕 거북이 코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뽑아줌
2. (빨간&노란) 물고기 장갑에 빠져 있는 물고기를 꺼내 줌
3. (빨간) 바닷가재 물통에 낀 바닷가재를 꺼내 줌
4. (가시달린) 쏠베감팽 비닐을 벗겨줌
5. (초록) 물고기 삼킨 플라스틱을 뱉게 해줌
6. 게 집게를 묶은 끈을 잘라줌
7. 새우 삼킨 플라스틱을 뱉게 해줌
8. 해파리 비닐을 벗겨줌
9. 고래 고래가 삼킨 쓰레기를 빼줌



3. 바뀐 그림 찾기 (속표지)
그림책 맨 앞 속표지와 맨 뒤 속표지를 비교해 봅시다. 바뀐 부분을 찾아보아요. 

4. 바다 속 친구들을 위해 우리 함께 쓰레기를 잘 버려요!
그림책 앞부분 아윤이가 살던 방 구석 구석 쓰레기가 보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한줄평) 해녀 할머니의 바다 친구들 구하기 대작전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쓰레기로 고통 받는 동물 할머니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10. (갈색) 물개 뒤집어쓰고 있는 망을 빼줌
11. (하얀) 북극곰 목에 뒤집어쓰고 있는 쓰레기를 빼줌
12. (검은) 바다표범 기름때를 벗겨줌
13. (갈색) 해달 해달을 묶고 있는 끈을 잘라줌
14. 펭귄(위) 펭귄이 삼킨 비닐을 뱉게 해줌
15. 새 부리에 낀 면도기를 잘라 줌
16, 펭귄(아래) 목에 낀 쓰레기를 빼줌

맨 앞 (속표지) 맨 뒤 (속표지)
획득 16,870원

→ 바닷 속 생물을 수확하고 얻은 금액
획득 212,327,825,975년

→(바다 쓰레기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획득한 생물
→ 전복, 성게, 소라, 해삼, 군소

미역, 멍게, 조개, 개불

획득한 바다 쓰레기
→ (알루미늄 캔, 나무젓가락, 종이 우유갑
폐건전지, 유리병, 폐타이어, 스티로폼 그릇

플라스틱병, 일회용기저귀, 비닐봉지)
해녀 수칙

→ 1번~10번
추가 된 해녀 수칙 추가

→ (0번. 무조건 바다부터 살린다)

아윤이 방 쓰레기 버리기 전 주의 사항! 어디에 버리나요?

감자칩 봉지 봉지 안을 깨끗이 비운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상자(어린이 어류 도감) 테이프를 깨끗이 땐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아이스팩 재활용이 되지 않은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스티로폼(사과) 테이프를 깨끗이 땐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비닐봉투(빨간색표지) 봉투 안을 깨끗이 비운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페트병(물) 뚜겅과 테이프를 땐다 □ 일반쓰레기 □ 재활용(비닐) □ 재활용(종이)
□ 재활용(스티로폼) √ 재활용(플라스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