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미정

<읽기 전>

『오즈의 마법사』

(라이먼프랭크바움/2012/보물창고)

☀ 차례를 읽어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예측해봅시다.

 1.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요? 

 2.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3. 가장 재미있어 보이거나 기대되는 이야기를 골라 표시해보세요. 

 4. 책 읽기 계획 세우기 

 
매일 오전/오후 (    )시에 (    )개의 이야기를 읽는다.

(    )일 동안 이 책을 다 읽는다. 
        <예시> 매일 오후 ( 7 )시에 ( 3 )개의 이야기를 읽는다.
               ( 8 )일 동안 이 책을 다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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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중>               날마다 책 읽기를 실천해요
날짜

읽은 분량

(   쪽 ~  쪽)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장면

(옮겨 적고 쪽수 기록하기)
한 줄 소감

1     /   쪽 ~  쪽

(        쪽)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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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후> 책을 읽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즈의 마법사」 독서 토론
1. 별점과 읽은 소감을 나눠 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오즈의 마법사』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의 특징을 함께 정리해봅시다.  
인물 특징(생김새, 성격, 잘하는 것, 중요한 말이나 행동 등)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

오즈

3.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유도 자세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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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책에는 도로시가 집과 함께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장면에서부터 오즈의 나라에서 집
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까지 모두 2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차례 참고)

5. 허수아비와 도로시는 길을 가다 양철 나무꾼을 만납니다. 양철 나무꾼이 심장을 갖고 싶
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양철 나무꾼은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며, ‘심장이 없는 사람
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심장보다 
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난 심장보다는 뇌를 달라고 할 거야. 바보는 심장이 있어도 그 심장으로 뭘 할지 모
르니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심장을 택하겠어. 뇌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거든.” 

<보물창고판 54~55쪽>

 5-1. 이야기 전체로 보아 허수아비의 ‘뇌’와 양철 나무꾼의 ‘심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2. 여러분은 뇌(       )와 심장(         )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① 허수아비 - 뇌 (                           )
     ② 양철 나무꾼 - 심장 (                        )

6.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다스리는 에메랄드 도시. 그 곳 사람들은 초록색 안경을 씁니다. 에메랄
드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게 없지만 이 초록색 안경 때문에 온통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에메
랄드 사람들은 실제 도시가 초록색이라고 믿고 살아왔지요. 
  6-1. 여러분은 이런 에메랄드 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6-2. 우리에게도 세상을 실제와 다르게 보게 하는 ‘초록색 안경’이 있을까요? 
  6-3. 오즈가 떠난 뒤 에메랄드 사람들은 초록색 안경을 벗었을까요? 벗지 않았을까요? 

7. 『오즈의 마법사』가 100년 넘도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7-1. 이 이야기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7-2. 이야기의 주제를 한 낱말 또는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8. 독서 토론 소감 나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