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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

  

 핵심 주제 

  • 고양이        • 가족      • 역할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2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3-4학년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도02-01]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표지 관찰하기
•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제 손을 빌려드립니다!

• 내용 정리하기

• 생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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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표지 관찰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제목을 관찰하고 알게 된 점을 써 봅시다.

 ‘양’자의 ‘ㅇ’이 고양이 모양이다.
고양이 발 도장이 찍혀 있다.
고양이 손을 빌려 준다고 한다.

표지 그림을 관찰하고 알게 된 점을 써 봅시다.

 고양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르고 있다.
고양이가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다.
고양이가 사람처럼 요리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예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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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보고, 그 마음을 짐작해서 써 봅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

  끝도 없는 집안일에 지친다.
   고양이는 힘든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

  오랜만에 산책을 해서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다.

  아내가 고양이로 변한 것이 너무 
걱정스럽다. 어떻게 아내를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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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제 손을 빌려 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노랭이가 만든 광고지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생각해 부모님께 보여 드릴 
광고지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떠올려 고등어 대신 받을 용돈을 

책정해 광고지를 만들어 보세요. 

용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액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빌릴 때 

주의사항도 생각해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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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내용 정리하기
  학년  반   번

이름

그림을 보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어느 마을에 아주 바쁜 엄마가 살았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 하던 
엄마에게 고양이 노랭이가 손을 빌려 
주기로 했다.

  노랭이가 집안일을 하자 엄마는 시간이 남아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할 수 있었다.

   하루는 아빠가 집에 와 보니, 아내는 
없고 뚱뚱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다.

  고민하던 아빠가 회사 일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집안일을 하자 
엄마의 몸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석 달 뒤, 아빠가 사랑하던 
엄마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노랭이도 평범한 고양이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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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생각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은 이 그림책과 비슷한 주제의 책들입니다.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봅시다.

     

 주제: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나눠서 하자.

위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친구들과 위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눈 뒤, 내 생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집안일을 온 가족이 적절히 나누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다.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가시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며, 엄마는 집에 가장 오래 계시므로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안일을 엄마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집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집안일을 적절히 분담하여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