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룻밤, 이금이>

『하룻밤』은 사계절 저학년문고 시리즈 예순네 번째 책. 
『너도 하늘말나리야』, 『유진과 유진』 등을 펴낸 아동청
소년문학 베스트셀러 작가 이금이가 오랜만에 선보이
는 저학년 창작동화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어린 시절 
추억과 조부모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죽음과 영원함
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동화입니다. 

<예스24 책소개>

1. 우리 집만의 전통이 있다면?
준서와 유나네 가족 아이들은 열 살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가는 전통이 있습
니다. 우리 집만의 전통이 있나요? 매년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빠, 형제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만의 활동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

2. 세 가지 소원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잉어를 살려준 (어렸을 적) 아빠는 잉어가 약속한 세 가지 소원
을 빌기 위해 잉어 공주를 따라 용궁에 가게 됩니다. 용궁으로 가면서 아빠는 세 가지 
소원으로 무엇을 빌까 고민에 빠지는데요. 여러분이 아빠의 상황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
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적어봅시다. 

1) 첫 번째 소원:

2) 두 번째 소원:

3) 세 번째 소원:



한줄평) 마지막이 된 할아버지와의 하룻밤, 그리고 영원한 만남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3. 영원히 사는 방법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이었던 막내 손자와의 밤낚시를 다녀오고 나서 한 달 후에 돌아
가셨습니다. 몸이 아프셨던 할아버지는 손자와의 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는 돌아오
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
억이 있나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나만 아는 비밀이 있나요? 할아버지‧할머니를 떠
올리며 작은 추억이라도 적어봅시다.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 할아버지‧할머니
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 할아버지와의 추억
→

※ 할머니와의 추억
→

4. 옛날이야기
‘하룻밤’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준서와 유나(거실 텐트 속)
2) 아빠의 어렸을 적 이야기(할아버지와의 밤낚시)
3) 용궁에서 공주를 만난 이야기(세 가지 소원)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마치 옛날이야기를 읽어 주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들은 옛날이야기가 있나요? 또는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어떻게 지
냈는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으면 오늘 엄마, 아빠에게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주세요. 어쩌면 엄마, 아빠도 용왕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셨을 지도 몰
라요. 

※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준 옛날이야기가 있다면?
→

※ 엄마‧아빠는 어렸을 적 어떻게 지냈는지, 엄마‧아빠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적어봅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