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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독서 활동지_상상하기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책 내용을 상상해봅시다.

 1.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2.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

 3. (제목을 공개한 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4. 이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이 독서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지영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독서 활동지_내용 정리

◎ 책을 읽으며 아래 표를 채워봅시다.

차례 어떤 내용인가요
마음에 닿은 문장

혹은 한줄평

1. 꽃을 팔지 않
는 꽃집

2. 만만하지 않은 
꽃집들

3. 빨랫줄에 없는 
아빠 옷

4. 가만히 있어도 
속상한 집

5. 꼭대기에서 지
하로

6.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7. 어쨌거나 우리
는 늘 기록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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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독서 활동지_내용 이해하기
◎ 현성이와 장우네 집에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 40쪽의 ‘우리 집은 무슨 사기로 복잡한데, 장우네는 부모님들이 복잡했
다.’처럼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현성이와 장우는 어떻게 했나요?

◎ 남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일이 생겨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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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독서 활동지_인터뷰 하기

◎ 현성이, 혹은 장우 입장이 되어 이 책에 나오는 어른 한 명을 골라 인터
뷰해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어봅시다.

현성 아빠

현성 삼촌

현성 엄마

장우 아빠

장우 새엄마

그 외

                     

◎ 내 주변 어른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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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독서 활동지_선택 활동

① 현성이와 장우처럼 아지트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 아
지트는 어떤 공간일지 상상해봅시다. 특징이나 사용 방법 등 그림이나 직
접 만들기로 소개해봅시다. 

② 현성이와 장우는 유튜브 채널에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동영상을 올
렸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
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현성이와 장우처럼 아무것도 해보지 않
고 그 경험을 글로 나눠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