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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만나기 이야기 예측하기

1.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봅시다.        

 

2. 차례와 삽화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3. 이 책의 기대 점수를 주고, 이유도 말해보세요.

<차례>

생각보다 재밌는 일 9
엄마를 딱 한 번만 43 

마법 같은 딱 그런 순간 79
우리 셋만 아는 비밀 111

기대점수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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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읽기(1) 생각보다 재밌는 일

1. 「생각보다 재밌는 일」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주인공 (1.           )

주인공의 고민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건 알지만 속상한 건 속상한 거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갔다 오면 (2.         )가 반갑게 맞아주고

 (3.        )가 차려 주는 (4.                )도 먹고 싶다.(10쪽)

행운의 마녀가 

들려준 말

“세 번 만나는 동안 네가 밥이랑 반찬 만드는 거 배우면 되지.”(23쪽)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 (5.     ) 손으로 해 먹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23쪽)

“건강한 (6.        )은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7.         )을 부릴 수 있단다.”(30쪽)

주인공 

아이에게‘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8.

2. 집안일 중에 내가 해보았더니 ‘생각보다 재미있던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나요?

일을 마치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정답: 1. 구해성, 2. 엄마, 3. 엄마, 4. 따뜻한 밥, 5. 자기, 6. 음식, 7. 마법, 8. 요리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정

즐겁게 읽기(2) 엄마를 딱 한 번만

1. 「엄마를 딱 한 번만」을 읽고, 정우의 마음 변화를 정리해봅시다. 

마녀 할머니를 만나기 전 마녀 할머니를 만난 후 

정우의 마음 색깔은                 색입니다.

왜냐하면   

 

정우의 마음 색깔은                 색입니다.

왜냐하면   

 

2. 정우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3. 나에게 마녀 할머니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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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마녀 할머니라면 은지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가요? 

2. 은지처럼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용기 내서 해봅시다. 

즐겁게 읽기(3) 마법 같은 딱 그런 순간

“친구들한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식구들한텐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은지야,  이렇게 해보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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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할머니 인형을 선물해요!

  1. 누구에게, 어떤 마녀 할머니 인형을, 왜 선물하고 싶은가요?

  2. 떠올린 마녀 할머니 인형을 그리세요. 

  3.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즐겁게 읽기(4) 우리 셋만 아는 비밀

     (               )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