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동! 책 탐험대

1. 뒤섞인 글자를 조합하여 온작품읽기를 할 동화책 제목을 맞추기

2. 책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3. 책 제목과 표지, 마인드맵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예상해서 적어보기

4.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가게’에 갈 수 있다면 어떤 가게에 가보고 싶은지 적고, 이유 써보기

『세상에 없는 가게』  

김선정 글, 유경화 그림, 라임
읽기 전 활동

세 상 에 없 는 가 게

내가 가고 싶은 가게 가보고 싶은 이유



■ 핵심 질문에 따른 이야기 및 활동하기

1. 내가 좋아하는 라면 이름과 라면과 관련된 경험 적어보기

2. 엄마의 말을 따를 것인가! 나의 선택은? (가치 수직선 토론으로 학급 친구들의 생각 공유하기)

 - 동화책 10쪽을 읽고 나서 활동하기, 우리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면 10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

3. 부모님이 집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적어보기

4. <목차 1. 처음 본 라면 가게>를 읽은 후, 내 마음과 통한 문장과 이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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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처음 본 라면 가게 / 

7~23쪽)

내가 좋아하는 라면 라면과 관련된 경험

토론 주제 :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음식은 우리 몸에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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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온 문장 나와 통한 이유



■ 핵심 질문에 따른 이야기 및 활동하기

1.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릴레이 말하기 놀이하기

 - 원을 만들어 앉은 후, 돌아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추가하며 말하는 놀이

2.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발표한 후 띠빙고 놀이하기

 - 친구가 부른 단어가 맨 처음과 마지막에 있을 때만 종이를 찢어낼 수 있음

 - 모든 단어가 없어지면 ‘빙고’라고 가장 먼저 외치는 사람이 우승하는 놀이

3. 지구 최후의 음식 적어보기

 - 지구상에 있는 음식이 전부 사라지고 딱 10가지만 남는다면 어떤 음식이 남을지 적어보기

4. 치킨 집에서 만난 여자아이의 정체를 추측하라.

 - 치킨 집에서 만난 여자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적어보고 이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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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치킨집에서 만난 아이 / 

41~57쪽)

라면 치킨 피자 돈까스 쫄면 만두 짜장면 볶음밥

지구 최후의 음식 10가지

1순위 6순위

2순위 7순위

3순위 8순위

4순위 9순위

5순위 10순위

여자아이의 정체 그렇게 생각한 이유



■ 핵심 질문에 따른 이야기 및 활동하기

1. 가게 안에서 환이에게 들리는 의문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추측해보기

2. 81쪽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그림책을 찾아오기

 - 교실 또는 도서관에 있는 그림책에서 찾아서 가져오기

3. 부모님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 리스트 작성하기

 - 평소 부모님에게 궁금했던 점 최소 3가지 이상 적고, 가정에 가서 부모님의 답 적어오기

 
4. 우리 반 고민 상담소 활동하기

 -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엽서에 적어 고민 상담소에 보내면 각자 상담사가 되어 친구의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서 보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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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무서운 아줌마 / 70~82쪽)

(목차 6. 엄마는 나를 좋아해? / 83~92쪽)

의문의 목소리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림책 제목 그림책을 가져온 이유

내가 궁금한 질문 부모님의 답

1.

2. 

3.

요새 나의 고민은?



■ 핵심 질문에 따른 이야기 및 활동하기

1. 마지막 장면에서 진혁이의 눈에 인형뽑기 가게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지 추측해보기

2. 학급 릴레이 이야기 만들기

 - 앞으로 진혁이에게 벌어질 일을 릴레이 형식으로 적어서 뒷이야기 예상하기 활동

 
■ 책으로 떠나는 여행

3. 나도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가게> 

 - 미술 시간과 연계하여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없는 가게> 디자인 해보기

4. <세상에 없는 가게> 읽은 소감 포토스탠딩으로 나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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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 세상에 없는 가게 / 93~99쪽)

읽기 후 활동

인형뽑기 가게가 보인 이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읽은 소감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