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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치킨 쇼』 독서 활동지_표지 관찰하기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1. 표지의 그림과 색깔 등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봅시다.

2.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3. 앞표지에 등장하는 닭은 어떤 성격일까요??

4. 『천하제일 치킨 쇼』는 어떤 행사일까요?

5. 기대평을 써봅시다.

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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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치킨 쇼』 독서 활동지

※ 『천하제일 치킨 쇼』의 주요 내용을 장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챕터 제목 주요 사건

1. 백한 마리 닭 예) 101마리 닭이 출전하는 ‘황금 닭’ 선발대회에 유이는 심사
위원으로, ‘일공일호’는 후보로 참여하게 되었다.

2. 바삭바삭 프라이드 치킨

3. 매콤달콤 양념치킨

4. 미지의 맛, 닭발과 똥집

5. 쫄깃쫄깃 윙봉

6. 짭조름 간장치킨

7. 고소한 닭강정

8. 겉바속촉 오븐구이 통닭

9. 천하제일 치킨

§ 어느 장의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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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치킨 쇼』 독서 활동지

※ 다음은 『천하제일 치킨 쇼』에 등장하는 멋진 문장들입니다. 각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정리해 봅시다. 또,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법.”(p. 34)
의미: 

“한번 주문한 치킨은 메뉴를 바꿀 수 없어. 이미 배달이 출발했거든. 
선택에 책임을 지고 최대한 맛있게 먹는 수밖에.”(p. 96)

의미: 

“보통 치킨은 뜨거워야 맛있지? 그런데 닭강정은 식어야 바삭하고 고소해.
세상에 정해진 일 따윈 없어. 섣불리 판단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봐.”(p. 118)
의미: 

“꿈꾸는 삶은 결코 후지지 않지. 삶은 생각하는 쪽으로 스며들거든!”(p. 145)
의미: 

마음에 드는 문장:

까닭:

마음에 드는 문장: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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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치킨 쇼』 독서 활동지_독후 활동

※ 이 책의 심사위원들은 “누구나 ‘무용한 것을 꿈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감각적인 방식으로 이
야기한다.”라고 이 책을 평가했습니다. 또, 책의 주인공 ‘일공일호’는 “꿈꾸는 삶은 결코 후지지 않
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말한 ‘무용하다’는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
고 있나요? 그 꿈이 무용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자신의 꿈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나의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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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치킨 쇼』 독서 활동지_독후 활동

※ 이 책의 주인공 ‘일공일호’는 점점 열악해져 가는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
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정리 봅시다.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