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조용하면
서도 단호하게 보여 주는 평화 그림책입니다. 마지막 책장
을 덮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착
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예스24 책소개>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1.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이야기 상상하기
이 책은 제목부터 참 독특합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까요? 제목과 표지의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2.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다시 읽기
이 책은 ‘나’에서 시작해서 주변 이웃, 이웃 나라, 먼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내가 살고 있는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를 다시 읽으며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순 누가? 무엇을 하나요? 어디서?
1 나 라면 먹기 우리 집 방 
2 방울이 하품하기 우리 집 방 소파
3 미미   티비 채널 돌리기 이웃 집
4 디디 비데 단추 누르기 미미의 이웃집
5 유미 바이올린 켜기 디디의 이웃집
6 남자아이 야구방망이 휘두르기 이웃마을 야구장
7 여자아이 달걀 깨기 이웃마을 여자아이 집



순 누가? 무엇을 하나요? 어디서?
8 이웃나라 남자아이 자전거 타기 이웃나라 마을
9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여자아이 아기 보기 바닷가 마을
10 그 이웃나라 여자아이 물 긷기 마을 공동 수돗가
11 그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남자아이 소 몰기 목장
12 그 맞은편 여자아이 빵 팔기 마을

13
그 맞은편 나라의 

산 너머 나라 남자아이
쓰러져 있다. 마을

★ 주의 하며 읽기(아래 두 가지에 유의하며 다시 읽어 봅시다)
1) 배경(장소, 사물, 사람 등)의 변화
2) 등장 아이의 표정 변화

※ 질문) 총 몇 개의 나라가 나오나요? 
→ 7개 나라 (1~7번은 같은 나라, 8~13번은 각각 다른 나라) 
※ 질문) 6번 아이부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내가 이름을 모르는 먼 지역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 9번부터 12번의 아이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예시 답안)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13번 아이는 왜 쓰러져 있는 걸까요?
→ 예시 답안) 배가 고파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 질문) 주인공 아이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 바람

3.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나만의 그림책 새로 만들기
책의 주제를 생각하며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다른 나라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나만의 새로운 그림책 만들어봅시다. 
<줄거리 적기>
*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한줄평) 내가 라면을 먹을 때, 그 흔한 라면조차 먹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아이들을 위해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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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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