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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주인공  호찬이는 달리기할 때면 늘 마음을 졸입니다. 달리기에는 영 소질이 없는 자신 때문에 같은 

팀까지 질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운동회 때, 개인 달리기뿐만 아니라 반 대항 이어달리기

까지 자신 때문에 지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친구들은 호찬이를 엉금엉금 거북이 같다고 놀리지요. 

그런 호찬이 앞에 갑자기 거북이 코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찬이에게 독서 마라톤을 권합니다. 

주제 
독서, 독서 마라톤 대회, 도전

자신감, 용기

교과관련 

3학년 국어 1학기 8. 마음을 전해요

3학년 국어 1학기 10. 생생한 느낌 그대로

3학년 국어 2학기 9, 마음을 읽어요

4학년 국어 1학기 1. 이야기 속으로            

4학년 국어 2학기 2, 제안하고 실천하고

정성현 글 | 오윤선 그림

108쪽 | 값 11,000원 | ISBN 979-11-88240-01-2(73810) | 대상 초등 3, 4학년

나가자! 독서 마라톤 대회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보아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은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찾아보아요.

다음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짧은 글을 지어보아요.

슬금슬금 :

엉금엉금 :

독서마라톤 :

 독서전략을 배워 보아요

 새로운 낱말을 익혀 보아요

1. 호찬이가 놀이터에 앉아 한숨을 내 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2. 호찬이가 독서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독서마라톤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책을 읽고 찾아보세요.

 내용을 점검해 보아요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호찬이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친구들보다 느리다보니 엉금엉금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주눅이 든 호찬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

1.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2.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어떤 일로 놀림을 받나요?

3. 주인공은 거북이를 만나 독서마라톤을 하게 되었어요. 

     호찬이는 거북이를 만나 무엇을 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간추려보아요.

호찬이는 거북이코치의 도움을 받아 꿈터 도서관에서 독서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교내 독서마라톤 대회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깊게 생각해 보아요

1. 호찬이가 놀이터에서 만약 거북이코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 토끼와 거북이 경주이야기를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지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빨리 달리나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자신이 훨씬 빨리 달리자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거북이는…

 다르게 생각해보아요



 나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아요

1. 호찬이는 엉금엉금 거북이라는 별명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답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별명 

때문에 기분이 나쁜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별명을 부를 때, 혹은 다른 친구들

을 놀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보아요.

   나의 별명은 :

   나는 이렇게 하겠다!

2. 마라톤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마라톤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만이 

잘하는 종목이 있답니다. 줄넘기 오래 하기, 책상 정리정돈 잘하기, 발표 잘하기 등 다양하지요. 

서로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답니다. 나만의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요.

나의 특별한 점은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준비물을 잘 챙긴다.

3. 꿈터 도서관에서 만든 독서마라톤대회 포스터를 보고 나만의 포스터를 만들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