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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로봇
글 김아로미 / 그림 김은경

《잔소리 로봇》의 지민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의 잔소리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아이이다. 엄

마의 잔소리 없이는 숙제도 못 하고, 준비물도 챙기지 못한다. 어느 날, 지민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 적힌 잔소리 노트를 잃어버린다. 잔소리가 없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지민이는 혼란스럽

다. 마치 하루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미 지민이는 엄마의 잔소리 없

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것이다. 과연 지민이는 엄마의 잔소리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

을까? 지민이의 성장기를 읽으며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 스스로 계획하는 

하루를 보내는 법을 익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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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품명

 잔소리 로봇(김아로미 글, 김은경 그림, 동화, 파란정원 2015)

02 독서 목표

 3, 4학년 국어

  이야기를 읽으며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나누며 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다.

 5, 6학년 도덕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더 나아가 스스

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자주적으로 생활한다.

03  독서 활동

    

독서 수업 개요

내 용

독전활동
(상상 꺼내기)

●표지를 보고 상상하기

   - 표지 그림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기

   - 책명 보고 내용 유추하기

●‘잔소리’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작가의 말을 읽고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글 작가의 다른 책 찾아보기

   - 그림 작가의 다른 책 찾아보기

●차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

독서
(생각 묶기)

《잔소리 로봇》을 읽고 생각 나누기

①  잔소리 노트를 잃어버린 지민이는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②  지민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장래 희망을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③ 지민이는 한율이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민이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④  농장 주인아저씨에게 어미 슴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지민이는 아기 슴새를 보

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독후활동
(생각 펼치기)

●뒷이야기 만들기

●지민이를 응원하며 상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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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기 전 표지를 보고 상상해요. 전체적인 표지 분위기와 책명, 등장인물의 표정, 모습

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해 봐요. 

상상 꺼내기

1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왜 그렇게 느껴지나요? 

2  엄마가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왜 엄마가 도와주어야 했나요?

3  엄마의 잔소리 없이 스스로 숙제를 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할 일을 빠트리지 않을 수 있나

요? 만약 할 수 없다면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4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생각이 자라나는 파란정원 독서지도안 ➍

책을 읽으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주인공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내용을 이해해요. 

온전히 주인공 되어 책을 읽어요.

생각 묶기

1  지민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 적힌 잔소리 노트를 잃어버립니다.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

려 하루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2  지민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장래 희망을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3  지민이의 장래 희망 발표를 듣는 한율이는 지민이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지민이

와 한율이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지민이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농장 체험을 간 지민이는 숲속에서 아기 슴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아저씨에게 

어미 슴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지민이는 아기 슴새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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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도 

생각해 봐요.

생각 펼치기

1  엄마 잔소리 없이 스스로 하기로 결심한 지민이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2  엄마 없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노력하는 지민이에게 상장을 만들어주세요.

상 장
성명 유지민

위 사람은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민이를 응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