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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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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평범함 #관심 #어울림 #밴드 #대왕밴드 #자존감

교과연계

★ 1-2 국어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 2-1 국어 8. 마음을 짐작해요

★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2 국어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독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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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그림이 그려진 밴드를 좋아하는 규리는 보물 상자에 밴드를 모아

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상자 속의 밴드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

요. 규리는 병아리 친구 감귤이와 함께 사라진 밴드를 찾아서 집 안 이곳

저곳을 뒤져 봤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대왕 밴드가 나타난 거예

요. 대왕 밴드는 규리의 파란 밴드를 먹고 몸이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사

라진 밴드들도 대왕 밴드가 먹어 버린 게 확실해요. 이대로 두면 대왕 밴

드가 밴드란 밴드는 모조리 먹어 버리고 말겠죠? 과연 규리는 대왕 밴드

를 막고 사라진 밴드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 독서활동 목표

● 글의 내용을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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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봐요.

책을 읽기 전에 - 상상하기

1. 표지에 누가 등장하나요?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적어 봐요.

2, 무엇을 하는 장면이지 자유롭게 말해 봐요.

3.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상상해서 말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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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공룡 병아리 로봇 의사 도둑

노란 밴드 파란 밴드 대왕 밴드 약국 경찰

■  대왕밴드를 잡으려면, 대왕밴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대왕 밴드가 어떨지 맘껏 상상해 봐요.

이름 :

나이 :

생김새 :

성격 :

잘하는 것 :

좋아하는 것 :

책을 읽기 전에 - 유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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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리는 그림이 그려진 밴드를 정말 좋아해요. 규리의 밴드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봐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효능

 
■  규리가 밴드를 모으듯이, 규리처럼 좋아서 모으는 물건이 있나요?  

그 물건이 왜 좋은지 말해 보세요.

책을 읽고 나서 - 내용 이해하기

나는  ______________  모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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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  마음 이해하기

■ 다음 그림을 보고 규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봐요.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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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색깔 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살구색 밴드에  

예쁜 그림을 그려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 마음 이해하기

■  대왕 밴드를 잡고 보니, 놀랍게도 대왕 밴드의 정체는 살구색 밴드였어요.  

살구색 밴드는 어쩌다가 대왕 밴드가 된 걸까요? 살구색 밴드가 되어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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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색 밴드처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었나요? 언제 그랬나요?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리 주변에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요.

책을 읽고 나서 - 내 마음 표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