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뚱하고 익살맞은 놀이와

그 안에 담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콜라 메롱, 우끼끼 메롱, 트위스트 메롱, 도깨비 메롱……. 메롱박사 찬호는 자기만의 특별한 메롱

을 만들어 ‘메롱 수첩’에 적어 두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었지요. 순식간에 반 아이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롱 수첩이 사라진 거예요. 찬호는 메롱 수첩을 훔쳐 간 

범인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마침내 나타난 진짜 범인! 찬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난감이 없어도,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놀잇감은 많아요. ‘누가누가 빠른가’ 친구들과 달리

기 시합도 재미있고,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은 조마조마하면서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일

에도 곧잘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놉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마음에 쌓여 있던 것들도 어디론

가 씻겨 내려가지요. 아이들에게는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놀

이는 좋은 가르침 만큼이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독후활동 시작하기

Q  찬호의 메롱수첩에는 여러 가지 메롱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떤 메롱

인지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알맞을 답을 써 보세요.

메롱 박사

 

글 김하늬, 그림 장준영 / 책고래

<보기>

콜라 메롱, 우끼끼 메롱, 도깨비 메롱, 따발총 메롱, 스네이크 메롱



Q  찬호는 메롱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내가 찬호라면 어

떤 메롱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예시>를 참고하여 나만의 메롱 방법을 적어 보세요.

(                    ) (                    )

(                    ) (                    )

따발총 메롱 (난이도 : ★)

1. 1초에 열 번씩 혀 내밀기!

2. 따발총 쏘듯이 따따따따 메롱 하기

V주의 :  혀에 쥐가 날 수도!

메롱 이름 :

메롱 방법 :

※주의사항 :

<예시>



주제 활동

Q  ‘메롱’은 찬호네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놀이예요. 친구들과 하는 놀이 중 특별

히 좋아하는 놀이가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와 방법, 좋아하는 이유를 <예시>와 같

이 소개해 보세요.

Q  서준이는 메롱도, 메롱을 만든 찬호도 싫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거

든요. 서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찬호도 오해가 풀렸지요. 속으로 서준이에게 미안했

겠지요?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미안했던 일을 떠올리며 빈칸에 적어 보세요.

<예시>

1. 내가 좋아하는 놀이 : 제기차기

2. 놀이방법
    -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제기를 찬다.
    - 가장 많이 제기를 찬 사람이 이긴다.

3. 좋아하는 이유 : 여럿이 모여 제기를 차면 재미있고, 
운동이 되는 것 같아 좋다.

서운했던 일 미안했던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