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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44

말썽쟁이 큐피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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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슬기로운 생활  

7. 동물과 식물은 내 친구 

(기르고 싶은 동물과 식물)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기르고 싶은 동물과 식물을 찾아보아요.

정아 아빠가 꽃밭에 정성껏 가꾼 꽃 이름은 무엇인가요? 

② 동물과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큐피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정아네 가족이 신경 써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큐피는 꽃밭을 망치고,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큐피가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

한 특별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2-2 바른생활 

7. 생명의 소중함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동식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아요.

큐피는 정아네에서 말썽꾸러기예요. 사과도 엉망으로 만들고, 정아 아빠가 애써 가꿔 놓은 꽃밭도 망쳐 놓아

요. 정아네 가족이 이런 말썽쟁이 큐피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②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큐피는 꽃밭을 망쳐 놓은 것에 대한 벌로 개 줄에 묶이고 말았어요. 큐피는 발버둥 쳤지요. 개 줄은 큐피에게 

힘겨운 것인가 봐요. 큐피를 소중히 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업활용 Tip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7. 동물과 식물은 내 친구

•소단원   기르고 싶은 동물과 식물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바른생활 

•대단원   7. 생명의 소중함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2.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단원   시 낭송하기

강무홍 글/ 이소현 그림/ 98쪽/ 7,500원

“이놈, 큐피야아아아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빠의 외침에 정아는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른다. 바로 정아의 

단짝 친구이자 못 말리는 말썽꾸러기 큐피 때문이다. 못됐지만 귀엽고, 말썽쟁이지만 사랑스러운 큐피와 정

아가 펼치는 좌충우돌 우정 이야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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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44

말썽쟁이 큐피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2 국어(읽기)

2. 우리가 꿈꾸는 세상         

(시 낭송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분위기에 어울리게 시를 낭송해요.

「큐피와 참새」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어 보세요.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② 시에 담겨있는 마음을 느껴 보아요.

큐피는 파란 하늘 위의 참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③ 시를 읽고 느낌을 표현해요.

「큐피와 참새」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큐피와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정아의 모습이 참 다정해 보여요. 아파트에서도 정아처럼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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