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미정

<읽기 전> 이야기 예측하기         

『녹색인간』(신양진/2020/별숲)

☀ 표지를 보며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해봅시다. 

 ☀ 위의 질문을 바탕으로 「녹색인간」은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해봅시다. 
   -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하기 

질문 나의 생각 

1 이곳은 어디일까요? 

2 녹색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3 소녀와 녹색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4 소녀가 들고 있는 빨간 구슬은 무엇일까요? 

5 소녀와 녹색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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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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간」 독서 토론 
1. 별점과 읽은 소감을 나눠 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문장을 옮겨 적어봅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말 쪽수 고른 까닭

1

2

 
☀ 「녹색인간」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해봅시다.   

 2055년, 지구에 식량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식물과의 유전자 결합을 통해 

광합성이 가능한 녹색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 후로 세상은 녹색 인간이 사는 풍요로운 땅, 그린

필드와 녹색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리며 사는 땅, 오리진필드로 나뉘었다. 

 (책뒷표지 소개글 中)

3. ‘광합성이 가능한 녹색 인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나요?

4. 책에서는 세상을 ‘그린필드와 오리진필드’로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을 어떻게 보았나요?

5. 오리진필드에 살던 소녀 서린은 그린필드로 가면서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이런 서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서린과 나의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을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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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색 인간만 풍요로운 땅인 그린 필드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녹색 인간이 
되면, 곡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리진필드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린필드
로 가는 허가증인 레드서클을 준다면 그린필드로 떠나겠습니까? 
   ① 그린필드로 떠난다.
   ② 그린필드로 떠나지 않는다.
  
7. 196쪽 마지막 장면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어질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말해봅시다.

 
8.  「녹색 인간」에 담긴 문제, 가치, 미덕을 낱말로 적어 봅시다. 

사랑, 식량난, 유전자조작, 단일품종재배의 위험, 정의로움 등

9. 7번에 쓴 낱말 중 2~3개를 골라 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