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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두 혹부리가 살았다. 윗마을의 착한 혹부리, 아랫마을의 심통 혹부리가 도깨비를 

만나 각각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옛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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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부리 영감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4. 다정하게 지내요

•소단원   누가 무엇을 하였나 알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57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2 국어(읽기)  

4. 다정하게 지내요

(누가 무엇을 하였나 알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착한 농부와 욕심꾸러기 농부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윗마을 혹부리와 아랫마을 혹부리는 각각 어떤 일을 하였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② “ ”(큰따옴표)와 ‘ ’(작은따옴표)는 다르게 읽습니다.

아랫마을 노래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신나게 노래를 하는 장면과,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혼자 속으

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던 장면을 비교하여 읽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심술 혹부리는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도깨비를 찾아가서 혹을 하나 더 달게 되었어요. 심술 혹부리의 어떤 점

이 잘못된 행동일까요?(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 음악 

일과 음악  

(강릉 모심는 소리 감상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우리 전통 노동요를 불러 봅시다.

노래 혹부리는 모내기할 때 ‘옹헤야’를 부르며 신나게 일해요. 경상도의 대표적인 노동요 ‘옹헤야’를 들어 봅

시다. 

② 전통 민요를 불러 봅시다.

경기 민요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태평가’를 찾아 듣고 불러 보세요. 태평가는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에 

좋으니 상황에 맞게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불러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무서운 도깨비 놀이에 저절로 ‘에헤라디야~~’ 노래를 부르는 노래 혹부리가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

통 민요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을 대표하는 전통 민요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세요.(확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교   과   음악  

•대단원   일과 음악 

•소단원   강릉 모심는 소리 감상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