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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1. ‘스스로 학교’라는 제목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상상해봅시다.

2.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학교’ 학생이라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봄볕어린이문학

뭘 배울지 내가 결정하는 스스로 학교!



Ⅱ.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1. 아젤리아가 다니게 된 ‘스스로 학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스스로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책에 나온 ‘스스로 학교’의 특징들을 정리해봅시다.

   2) ‘스스로 학교’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3) 아젤리아 가족은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살았어요. 아젤리아가 살았던 곳과 부모님이 했던 일들을 

       찾아봅시다.

2. 아젤리아가 정한 첫 번제 과제는 ‘아빠의 관광버스를 망가뜨린 범인을 잡는 것!’이었지요. 아젤리아가 

    스스로 학교의 과제를 하면서 배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봅시다.

3. 아젤리아 자매가 ‘스스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변화된 가족들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Ⅲ. 책을 읽고 나서

1. 내가 만일 아젤리아처럼 《스스로 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학교’의 수업 시간

표를 만들어 봅시다.

2. 아젤리아의 언니는 스스로 학교의 계획표에 ‘수학’을 넣어 두었지요. 내가 공부하는 과목 중 한 과목을 골라서 

‘스스로 학교’의 과목처럼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 봅시다.



<정답>

Ⅱ.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1. 아젤리아가 다니게 된 ‘스스로 학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생 스스로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교. 

     * 아이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탐색할 자유를 주는 학교 

     * 맞고 틀린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학교  

     * 스스로 학교는 아이가 주도해서 세상을 탐험하는 것

     * 스스로 학교에서는 놀이와 공부 사이에 경계가 없어서 아이들은 별별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곳.

     * 놀이가 공부고 공부가 놀이인 곳.

  2) 탐험하라, 창조하라, 질문하라, 의문을 품으라, 행동하라

  3) 필라델피아 - 반려동물 옷 가게 

     플로리다 주 - 바느질 용품점

     노스캐롤라이나 주 - 뷔페식당

     코네티컷 - 사과 과수원

     포틀랜드 - 관광버스 운전

2 . - 엄마 : 상담 학위를 이용해 상담 일을 시작하면서 인생 설계사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 아빠 : 시작하는 일마다 포기가 빨랐던 아빠는 관광버스를 찾는 손님이 적어지는 비수기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제 일을 하기로 했고, 다시 관광철이 되어도 시간제 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 아젤리아 : ‘스스로 학교’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내고,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배웠다.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내서 일상을 도전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가치 있는 ‘배움’을 해나간다. 

그 외 다양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도 찾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