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술형�활동지



1. 아빠와� ‘나’는� 왜� 육포와� 초콜릿을� 엄마� 몰래� 장바구니에� 담았을지� 써� 보

세요.

2.� ‘나’가� “이것들이� 제� 발로� 걸어왔나?”라고� 하는� 엄마에게� 대답할� 말을� 재

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 딱 걸렸다 ✦



1.� 내가� 금빛�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왕똥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 써� 보세요.

2.� 누가� 1학년� 남자� 화장실� 바닥에� 똥을� 누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 누가 똥을 쌌을까 ✦



1.� 호랑이가� 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써� 보세요.

  

2.� 구멍에� 꼬리를� 넣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 호랑이 꼬리 낚시 ✦



1. '크고� 거칠면서도� 다정한� 손‘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2.� 나도�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서� 써� 보세요.

✦ 큰 손 ✦



1.� 힐아버지가� 경비실에� 들어오겠다는� 깜냥에게� 곤란하다고� 말한� 까닭을� 써�

보세요.

2.�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될까요?”,� “딱� 하룻밤인걸요.� 그럼� 실례할게요.”에서�

알� 수� 있는� 깜냥의� 성격을� 짐작해� 보세요.

✦ 고양이 해결사 깜냥 ✦



1. 이� 글에� 나오는� 요요,� 후우,� 포실이,� 쫑아의� 사이를� 설명해� 보세요.

2.� 요요가� 후우에게� 서운했으면서도� 후우가� 조금도� 밉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인지� 써� 보세요.

✦ 내가 더 잘할게 ✦

포실이와 후우
☞

포실이

요요

후우

쫑아

요요와 후우
☞

요요와 포실이, 
쫑아

☞



1.� 목기린� 씨의� 다리와� 목이� 아픈�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목기린� 씨가� 탈� 수� 있는� 마을버스를�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 � <목기린� 씨가� 탈� 수� 있는� 마을버스>� � � � � � � � � � � � � � � � � <설명>

✦ 목기린 씨, 타세요! ✦



1.�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간추린� 문장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을� 써� 보세요.

  

2.� 내가� 생각하는� ’봄‘을� 대표하는� 꽃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목련은 (       )이 나기 전에 (       )이 먼저 핍니다. 

✦ 꽃이 먼저 피는 나무 ✦



1.� 5� 더하기� 5가� 얼마인지� 알아맞혔을� 때� 수학� 천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써�

보세요.

2.� 내가� 수학� 천사라면�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 써� 보세요.

 수학 천사는                                                   .

✦ 수학 천사를 만난 날 ✦



1.� 이� 글을� 읽고� 김홍도는� 어떤� 사람인지� 써� 보세요.

2.� 김홍도의� 그림� 「서당」에서� 훈장님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아이

에게� 훈장님이� 해� 줄� 말을� 써� 보세요.

김홍도는                                                      . 

✦ 우는 아이 ✦



1.� 이� 글에� 있는� 강아지� 이름을� 생각하면서� 알맞은� 내용을� 써� 보세요.

2.� 내가� 만약� 반려견의�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짓고� 싶은지� 그� 까닭

과� 함께� 써� 보세요.

∎ 내가 지은 반려견 이름:                                          

∎ 반려견 이름을 위와 같이 지은 까닭:                              

                                                                .  

              

   

강아지의 털 색깔을 보고 지은 이름은                          

                                                          . 

✦ 강아지 이름 짓기 ✦



1.� 가라사대� 놀이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 보세요.

 

2.�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놀이� 이름을� 써� 보세요.� 그리고� 그� 놀이를� 잘하는�

방법� 한� 가지를� 써� 보세요.

∎ 하고 싶은 놀이:                                                 

∎ 잘하는 방법:                                                             

                                                                              

✦ 가라사대 놀이 ✦



1.� 반� 어린이들이� 먹은� 음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써� 보세요.

  

 

2.� 학교� 영양� 선생님께� 보내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학교� 식단표에� 꼭� 넣어�

주길� 바라는� 음식� 한� 가지를� 쓰고� 그것을� 고른� 까닭을� 써� 보세요.

✦ 내일은 삼겹살구이다 ✦



1.� 이� 그림지도에� 대해� 설명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 학교� 정문에서� 코끼리� 문방구에� 갈� 때� 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써� 보

세요.

 

이 그림지도는                         를 나타낸 그림지도입니다.

✦ 우리 동네 그림지도 ✦



1.� 성호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내가� 운동회� 때� 하고� 싶은� 경기�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그� 경기를� 고른�

까닭과� 함께� 선생님께� 부탁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 선생님께 ✦



1.�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의� 밑줄� 친� 부분을� 채워� 보세요.

2.� 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우리는                         를 심어야 합니다.

✦ 나무의 일 ✦



1.�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양� 떼� 주위에� 늑

대가� 없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잃은� 소년은� 깊이� 반성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

개를� 숙였습니다.�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써� 보세요.

✦ 늑대가 나타났다 ✦



1.� 젖니를� 흔들� 때� 꼭� 지킬� 일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이� 빼기를� 무서워하는� 어린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지� 써� 보세요.

✦ 젖니가 흔들려요 ✦



1.� 위층� 사람들이� 무심코� 쿵쿵� 뛰면� 아래층�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

지� 써� 보세요.

2.� 위층� 사람들과� 아래층�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다투지� 않을� 방법� 한� 가지

를� 써� 보세요.

위층 사람들이 무심코 쿵쿵 뛰면

아래층 사람은                                        .

✦ 집에서는 조용히 해요 ✦



1.� 동물� 마을에서� 거북� 할아버지가� 나이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

분이� 어디인지� 찾아� 써� 보세요.

2.�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은� 이유를� 써� 보세요.

✦ 누구를 보낼까요 ✦



1.� 철로� 만든� 오리� 동상이� 색이� 변한� 까닭을� 써� 보세요.�

2.� 동네�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 오리 가족 동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