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후활동 시작하기   등장인물 소개

Q  1. 다음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의 이름과 특징을 소개해 보세요.

글 : 이송현 | 그림 : 이송현

출판사 : 책고래 | 정가 : 10,000원 | 80쪽

초등 저학년 | 교안 개발 : 이주

책 소개                                              

책고래 아이들 3권입니다. 반 아이들이 함께 물고기를 키

우면서 벌어지는 깜찍한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초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엉뚱하지만 천진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답니다. 

국가대표

물고기 금붕이

인물소개
 1학년 3반 

아이들 마음

이야기내용 

파악

금붕이 마음

채란이 

동찬이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주제1   이야기 내용 정리 

Q  1. 다음은 「국가 대표 물고기 금붕이」 책의 내용 일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기」를 참고

하며 빈칸에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탄탄 초등학교 (           )에 재미있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           ) 선생님이(           )에서 사 온 (           )

지요. 아이들은 햇빛에 비치면 비늘이 (           )으로 빛난다고 해서 물고기에게 (           )라는 이름을 지어 주지

요.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자리도 마련했어요. 금붕이는 그렇게 1학년 3반 아이들의 (           )가 됩니다.

하루는 금붕이가 힘차게 물 위로 (           )를 하는 모습을 (           )가 봅니다. 동찬이는 신이 나서 소리치지요. 

“금붕이 최고다! 꼭 (           ) 같아!”라고요. 동찬이 덕분에 금붕이는 ‘국가대표 물고기’라는 (           )도 

얻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세진이는 (           )를 그려서 (           )앞에 딱 붙여 놓았지요. 금붕이는 1학년 3반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반 아이들이 구경을 왔어요. 그러면 3반 아이들은 

으스대기도 하고 어항을 막아서며 심술을 부리기도 했지요. 그 모습이 샘났던 모양이에요. 금붕이 앞으로 1반 

(           )의 도전장이 날아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왕고래에 맞서기 위한 국가대표 훈련이 시작됩니다. 동찬이와 아이들은 (           )

을 높여 주겠다며 금붕이의 몸에 (           )을 묶어 당기기도 하고, 어항에 (           )을 넣어 휘휘 젓기도 하지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훈련. 금붕이는 더 이상 헤엄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보기」 젓가락 / 수영실력 / 왕고래 / 태극기 / 어항 / 별명 / 조아마트 / 물고기 / 장미 / 

 리본 / 국가대표 / 금빛 / 친구 / 동찬이 / 점프 / 1학년 3반 / 금붕이

이야기 마무리

Q  2. 윗글의 이야기와 내용이 이어지게 책의 결말까지 이야기해 보고 간략하게 글로 써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금붕이가 훈련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맙니다. 과연 금붕이는 왕고래와 승부를 겨

루었을까요?

           

           

           

           



독후활동 주제2   경쟁과 1등

1. 그림 카드는 처음에 행복했던 금붕이 모습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Q  열대어 중에서도 킹콩혈앵무인 ‘금붕이’가 처음에 학교로 와서 행복감을 느낀 적은 어느 때였나요?

           

Q  1반 아이들이 키우는 물고기, 왕고래의 도전장을 받은 3반 아이들은 긴장하며 금붕이를 국가대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보다 빠르고 힘센 물고기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을 목표로 합니다. 

3반 아이들의 이런 생각은 어떤 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Q  왕고래와의 시합을 앞두고 금붕이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과 금붕이에 대해 미안함

을 느끼며 일기를 쓰지요. 그 중에서 채란이가 다섯 군데나 되는 학원을 다니기 싫어해서 학원시간표

를 뜯어 버린 일은 금붕이의 훈련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Q  여자아이들은 금붕이가 사라진 것이 동찬이 탓이라고 합니다. 또 장미 선생님께 일러바치기까지 

합니다. 동찬이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또한 동찬이가 “국가 대표 물고기 말고 우리

랑 재미나게 놀 걸 그랬어.”라고 생각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Q  사실은 동찬이가 금붕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 온 것입니다. 시합에서 1등을 하기 위해 훈련하

다 지쳐 정신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이 떠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독후활동 주제3   학교로 돌아온 금붕이의 그림 일기

1.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온 날, 금붕이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저녁 무렵에 혼자 어항 안에서 가

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금붕이가 되어서 금붕이의 마음과 생각을 일기로 표현해 보세요. 

(준비물 - 좋아하는 색칠도구)

동찬이의 일기 날씨 : 바람이 많이 불었음

  일어난 시간   잠자는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