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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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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3-1 국어  10. 문학의 향기

4-1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좀 전에 읽어 준 이야기들은 내가 너만 했을 때 쓴 거야.

난 그 일기장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 놨단다.”

활동지 구성 : 김여진(서울 당서초등학교 교사)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그림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창작이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 (공저) 저자

•《집 안에 무슨 일이?》, 《독자 기르는 법》, 《나는 ( ) 사람이에요》 번역

•서울 · 인천 · 경기 교육청 및 산하 기관 직무연수 다수 출강

•블로그 ‘초록연필의 서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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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책을 살펴봐요 어린이용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적어 봅시다.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①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할아버지는 왜 동물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의 기분은 어떤 것 같나요?

②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제 책을 펼쳐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어 보세요.



글 © 김여진    일러스트 © 에린 E. 스테드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션 2 : 날마다 하는 일

미션 3 : 할아버지가 왜 안 오지?

어린이용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모스 할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동물원으로 출근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일도 빼놓지 않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아래처럼 빈칸에 적어 보고 오늘도 그 일을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없거나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매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세요.)

아모스 할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동물원에 출근하지 못하자, 동물 친구들은

 할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모스 할아버지가 안 오지?” 하고요.

↢ 알림장을 확인한 뒤 가방 싸기

↢ 

↢ 

↢ 

↢ 매일 저녁 아빠와 줄넘기 100개씩 하기

↢ 

↢ 

↢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모스 할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 동물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동물 친구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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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내가 돌보는 것 어린이용

아모스 할아버지는 동물 친구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빈킨을 채워 봅시다.

여러분도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돌보고 있거나 돌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써 보세요.

코끼리 거북이

코뿔소

펭귄

부엉이

· 함께 체스 두기

· 오래도록 고민하는 코끼리를     

   재촉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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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작은 것도 들여다보자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에서는 코끼리, 거북이, 펭귄, 코뿔소, 부엉이 말고도 

작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림책을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책장을 너무 빨리 넘기다 보면 그냥 지나칠지도 몰라요.

어린이용

  어떤 작은 동물들을 찾았나요?  

  그 작은 동물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모스 할아버지와 그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린 이야기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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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어린이용

다 함께 아모스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이 함께하는 방을 떠올려 봅시다. 

할아버지의 아픈 몸과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아모스 할아버지의 방을 자유롭게 꾸며 보세요. 

물감이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색종이나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도 좋아요.

미션 6 : 할아버지의 방

여러분의 취향을 담뿍 담아 꾸민 아모스 할아버지의 방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세요. 

또 친구들은 어떻게 할아버지의 방을 꾸몄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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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알려 주고 싶다면

아모스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책을 만나 보고 싶다면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보고 싶다면 

《리시의 다이어리》
엘런 델랑어 글 ｜ 일라리아 차넬라토 그림 ｜ 김영진 옮김

《책 무덤에 사는 생쥐》
원유순 글 ｜ 윤태규 그림

《내 사과 내놔!》
프랜시스 스티클리 글 ｜ 크리스티나 리튼 그림 ｜ 서남희 옮김

《아모스 할아버지가 버스를 놓친 날》 (근간)

필립 C. 스테드 글│에린 E. 스테드 그림│강무홍 옮김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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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봄
한국어판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