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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23

영리한 공주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47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국어(읽기)

8. 재미가 새록새록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

는 목소리로 글 읽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해 보아요.

영리한 공주, 마법사 복스, 요리사 앰플, 늙은 시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②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어 보아요.

영리한 공주, 마법사 복스, 요리사 앰플, 늙은 시녀의 말을 읽을 때 어떤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까요?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해 보거나, 이들과 비슷한 인물을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찾아보세요.

수업활용 Tip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8. 재미가 새록새록

•소단원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글 읽기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7. 이야기의 세계  

•소단원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학   년   4학년 1학기

•교   과   도덕  

•대단원   2. 내 일은 내가 하기

•소단원   참다운 생각 참다운 자주 

다이애나 콜즈 글/ 로스 아스키스 그림/ 공경희 옮김/ 98쪽/ 7,000원

“뭐야? 공주가 영리하다고? 공주란 아름답고 영리하지 않으며 고분고분해야 결혼을 잘하는 법! 공주가 결

혼 말고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공주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호통을 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공주는 결

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바느질도 하고 말도 타고……. 세상에 멋진 일이 얼

마나 많은데!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 도서, 중앙독서교육 추천 도서, 쥬니버 오늘의 책, 책교실 권장 도서, 한우리독

서운동본부 추천 도서

인물 어울리는 목소리 비슷한 인물 찾기

영리한 공주

마법사 복스

요리사 앰플

늙은 시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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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23

영리한 공주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해 보아요.

영리한 공주가 마법사 복스의 지하 감옥에서 빠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② 장소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해 보아요.

이야기의 장소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정리하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세요.

 •4-1 도덕

2. 내 일은 내가 하기 

(참다운 생각 참다운 자주)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참다운 생각을 갖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아요.

부자 왕자에게 많은 보석으로 청혼을 받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그대로 배우지 않는 아레트 공주는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도 해요. 여러분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공주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② 자주적인 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아레트 공주는 며칠씩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만약 여러분이 영리한 공주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지 상상해 보세요. 또 

지하 감옥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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