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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는� 정말� ‘나’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지� 써� 보세요.

2.� 내가� 평소에� 약� 올랐던� 경험이� 있으면� 실감� 나게� 써� 보세요.

✦ 코딱지 ✦



1.� 타워와� 찬이가�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타워의� 몸에서� 나는� 빛깔들이� 어떤� 때에� 나타나는지� 짐작해서� 써� 보세요.

 

✦ 비밀의 무게 ✦

파란빛

노란빛

빨간빛



1.� 다음� 글의� 빈칸을� 채우며� 극장에서� 삼총사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세요.

  

2.� 삼총사는� 나중에� 커서� ‘정말� 유명한�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써� 보세요.

풍이, 뚱이, 얌이는 극장에 가서 (        )을 먹고 (          )로 

떠들고 (         )을 찍다 주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지켜

야 할 (          )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스타가 될 거야 ✦



1.� ‘쓰레기’와� ‘재활용’의�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쓰레기:                                                         

∎ 재활용:                                                         

2.�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 � � �

✦ 지구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



1.� 무당개구리는� 적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써� 보세요.

2.� 각� 개구리의� 개성을� 살린� 별명을� 붙여� 보세요.

무당개구리는 적을 만나면                                    

                                                          . 

✦ 개성 만점 개구리 ✦



1. 사방치기� 놀이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 써� 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 글에서� 사방치기� 놀이를� 설명한� 것처럼� 끝말잇기� 놀이를� 설명해� 보세요.

‘사방치기’는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그려 놓고,                  

                                                          . 

✦ 2학년 1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 ✦



1.� 이� 글에서� ‘바늘’을� 표현한� 수수께끼를� 찾아� 써� 보세요.

2.� 교실에� 있는� 물건� 하나를� 골라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수수께끼를� 만들어� 보세요.

수수께끼:                                                ?

답: 바늘

✦ 딩동댕, 정답입니다! ✦

∎ 내가 고른 물건:

∎ 내가 만든 수수께끼:



1.�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를� 도와주려고� 생각한�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도깨비가� 나타날까� 봐� 무섭다’는� 동생이나�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 어두운 밤이 무서워요! ✦



1.� 카레를� 만드는� 방법을� 빈칸에� 써� 보세요.

2.� 우리나라� 음식�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감자, 양파 같은 채소를 넣어 익힌 국물에                     

                                                          . 

✦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해요 ✦

∎ 내가 고른 음식: 

∎ 소개하는 글:



1.�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왜� 울보� 도장을� 받는지� 써� 보세요.

2.� 울보� 도장을� 다른� 도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도장�

이름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나타낸� 까닭을� 써� 보세요.

  

  

✦ 지우개 똥 쪼물이 ✦

∎ 도장 이름:

∎ 까닭:



1.� 집에� 불이� 나는� 원인� 두� 가지를� 써� 보세요.

2.�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써� 보세요.

✦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요 ✦



1.� 봉봉이� 포르포르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

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까닭도� 써� 보세요.

∎ 가장 소중한 것:                                                

∎ 까닭:                                                           

                                                                  

 

✦ 포르포르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



1.� 젊은이가� 말에서� 떨어져� 일어난� 다음,�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버드

나무의� 껍질을� 벗긴�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시험에� 떨어진� 이순신� 장군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써� 보세요.

 

✦ 끝까지 도전한 젊은이 ✦



1.� 지후의� 옷이� 다� 젖은�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말을� 써� 보세요.

 

✦ 지후야, 미안해 ✦

∎ 사과하고 싶은 사람: 

∎ 사과하는 말:



1.� ‘나’가� 미술관을� 관람한� 순서를� 정리해� 보세요.

그림을 봤다. ⇨ ⇨
모래로 그림을 

그렸다.

⇩

⇦

2.�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나’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써� 보세요.

✦ 미술관에서 보낸 하루 ✦



1.� 희재가� 조용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내가� 비� 오는� 날에�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와� 그� 까닭을� 써� 보세요.

 

✦ 비 오는 날 ✦

∎ 비 오는 날에 하고 싶은 일:

∎ 그 까닭:



1.�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적당한� 습도가� 필요한� 까닭을� 쓴�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이�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써� 보세요.�

병아리가 알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 건조하면                    

                                                          . 

✦ 비� 오는� 날 ✦✦ 여름이네 병아리 부화 일기 ✦



1.� 영주와� 엄마가� 공원에서� 읽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공원에� 수레� 도서관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써� 보세요.�

✦ 공원 수레 도서관 ✦

∎ 영주가 읽은 책의 내용:

∎ 엄마가 읽은 책의 내용:



1.� 소년이� 노인에게�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까닭을� 써� 보세요.

2.� 소년의� 말을� 들은� 노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의� 뒷부분을� 짐작해서�

써� 보세요.

✦ 삼 년 고개 ✦



1.� 나팔꽃� 새싹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 서우가� 한� 일을� 써� 보세요.

2.� 어머니가� 나팔꽃� 줄기를� 자른� 까닭을� 써� 보세요.

✦ 뚜뚜 뚜뚜 나팔꽃 ✦



1.� 글쓴이는� 감을� 어떤� 방법을� 땄는지� 써� 보세요.

2.� ‘나’가� 아저씨의� 말을� 듣고� 멋쩍게� 웃은� 까닭을� 짐작하여� 써� 보세요.�

✦ 까치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