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늑대

도서출판 봄볕 ┃엘 에마토크리티코 글  알베르토 바스케스 그림  박나경 옮김

Ⅰ.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1. 책 앞표지에 보이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이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2.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책 소개 글이 있습니다.

   1) 윗글에 나타난 아기 늑대의 모습은 ‘늑대’의 이미지와 어울리나요?  

   2) 삼촌 늑대가 ㉠처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상상하여 써보세요. 

토끼들과 둘러 앉아 샐러드를 먹고, 빨간 망토 소녀와 친구가 되고,

할머니와 다정하게 차를 마시는 착하기만 한 아기 늑대! 

삼촌 늑대 페로스가 ㉠아기 늑대에게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어요. 

아기 늑대는 삼촌이 바라는 대로 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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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1. 《행복한 늑대》에는 여러 가지 옛이야기들에 나오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삼촌 늑대 페로스와 아기 늑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2. 다음은 《행복한 늑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어울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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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책을 읽고 나서

1. 다음은 《행복한 늑대》에서 아기 늑대가 차린 케이크 가게의 모습입니다. 

이 제과점을 숲속에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게를 알릴 수 있는 예쁜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2. 《행복한 늑대》의 아기 늑대는 삼촌 늑대의 ‘사나운 늑대 되기’ 훈련에도 불구하고 제과점을 열어 

자기가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과, <나의 꿈>에 대해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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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Ⅰ.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1. 꼬리가 긴 아기 늑대가 커다란 당근 하나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달려가고 있는데,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인다. 

  

 2. 1) 보통 늑대는 사납고 무시무시한데, 토끼들과 둘러 앉아 샐러드를 먹거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은 

         이전에 알고 있던 늑대의 이미지와 다르다. 

    2) 삼촌 늑대는 ‘늑대는 늑대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늑대가 늑대답지 못해서

Ⅱ.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1. 1) 빨간 망토를 두른 소녀 - 빨간 망토를 두른 소녀를 잡아 먹는 숲속의 사나은 늑대

     2) 아기 돼지 삼형제 -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기 위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부순 무서운 늑대 

    3)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기 위해 엄마 염소처럼 분장한 늑대  

2.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