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는 밤,

양이 나타나 나를 재워 준다면?

제빵사 공씨 아저씨가 밤마다 찾는 양 이야기예요. 공씨 아저씨는 잠자리에 누워 늘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아저씨를 찾아와 포근한 이불이 되어 주기도 하고, 솔솔 잠이 오는 자장가도 불러 주

지요. 그런데 백 번째 양 두두는 아저씨를 만날 수가 없어요. 두두를 부르기 전에 아저씨는 잠이 들

었거든요. 속상해하던 두두가 마침 재미있는 꾀를 냅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막힌 상상력에 웃음 짓게 되곤 합니다. 아이들 눈에는 세상이 다르

게 보이는 걸까요?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가 되기도 하고, 

흥미진진한 동화가 되기도 하지요. 《백 번째 양 두두》를 읽다 보면 꼭 천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

고 있는 듯합니다. 조잘조잘 자그마한 입으로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인지 책장

을 넘기는 손이 즐겁습니다.

독후 이해 활동

Q  책을 잘 읽어보고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해 보아요.

백 번째 양 두두 

글 박준희, 그림 한담희 / 책고래

① ② ⑤

③ ④

② ③

④

⑤

가로 ① 양들이 공씨 아저씨에게 불러준 노래

② 다리가 많고 줄을 쳐서 먹이를 잡아먹는 

동물

③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기다

란 물건

④ 땅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

⑤ 설악산과 속초 해변이 있는 지역

세로 ① 따르릉 소리를 내며 가는 두발○○○

②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는 것. 책○○

③ 머리를 깎거나 파마를 하는 곳

④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     

⑤ 길쭉하고 아삭아삭한 초록색 채소



Q  두두가 들판에 부른 것들을 찾아 적어 보아요. 내가 두두라면 부르고 싶은 것이 무엇

일까도 생각해 보고 적어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공씨 아저씨처럼 우리도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어 친구를 초대해 보아요.

Q  두는 친구들과 다른 생각으로 아저씨를 들판으로 불렀어요. 아래의 그림을 보고 어떻

게 보이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두두가 부른 것 내가 부르고 싶은 것

재    료: 시중에 파는 컵케이크 가루나 머핀 가루. 계란, 우유, 과일, 

견과류, 생크림 등

 
만드는 법: ① 커다란 그릇에 계란과 우유를 넣어 휘휘 골고루 저어요.

② 풀어놓은 계란물에 컵케이크 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요.

③ 종이컵이나 케이크틀에 반죽을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부풀어 넘치니까 조심조심~

④ 반죽 위에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으면 더 고소하겠죠. 

⑤ 구워진 빵에 과일을 잘라 올리고 생크림으로 장식하면 끝!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왼쪽 그림이 잔으로 보이나요? 

두 사람의 옆모습으로 보이나요?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만나는 십자모양                     
부분이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