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기 수준 : 초등  

키워드       #용기  #거짓말  #솔직함  #감정표현  

수업차시 :   4차시  

연계단원  

국어 1-2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국어 2-1     3. 마음을 나누어요.  
                 8. 마음을 짐작해요.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국어 2-2    1. 장면을 떠올리며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학습 목표 

-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그림책 속 이야기를 이해하고 다시 설명할 수 있다.  
-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책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다.  
- 다른 친구의 마음과 감정을 짐작하고 공감할 수 있다.  

   쟁이가 되긴 싫어  

     이유미 기획  ⎮  김선민 글  ⎮  신혜인 그림  

      
     작성 : 마노컴퍼니  



■도서 소개  

아이의 친구관계를 돕는 마노듀얼스토리북 7권

친구들에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몬디와 평소 친구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 마코의 이야기


“살려줘! 난 수영을 못한단 말이야!

수영을 잘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물에 빠진 몬디를 발견한 마코는 얼른 물에 들어가 몬디를 구해요.

하지만 수영을 잘한다고 거짓말했던 몬디, 오히려 마코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속이 상한 마코, 몬디는 마코에게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까요?


■수업 준비  

‘겁쟁이가 되긴 싫어’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거짓말을 하는 아이와 친구들을 도
와주려 하지만 늘 오해를 받게 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몬디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와 거짓말을 하고 난 후의 감정, 마코가 친구들의 오해를 받는 장면을 유의
해 아이들과 함께 읽는다.   
이 책을 통해 친구 사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를 배우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오해를 풀고 
해결해나가는 용기와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수업준비물 : 마노캐릭터와 나와 닮은 점 다른 점 찾기 활동지, 포스트잇, 노트, 필기구 

■독서 계획 

단계 주요 활동 차시

독서 준비 
- 책표지와 제목 살펴보기  
- 제목과 같은 경험 나누기 1차시

독서

등장인물 이해하기
- 등장인물 성격 파악하기 
- 등장인물과 자신과 닮은 점, 다른 점 찾기  

2~3차시상황 이해하기 
- 그림책 속 상황 나누어보기 
- 상황 이해하기

감정 이해하기 -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 추측하기 

독서 후 
- 각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하기 
- 그림책 속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찾아보기 4차시



독서 준비  

1) 그림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미리 짐작해보세요. 

- 이 그림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 겁쟁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 겁쟁이와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2) 그림책의 제목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두려움, 무서움과 같은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느끼나요? 
- 교실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독서  

- 등장인물 이해하기 
        (마노캐릭터랑 나랑 닮은 점 다른점 찾기 활동지를 활용하세요.)  

1) 몬디와 마코는 어떤 친구인가요? 

- 몬디는                                            친구인 것 같아요.  

- 마코는                                            친구인 것 같아요.  

2) 등장인물과 나의 닮은 점을 찾아보세요.  

- 몬디와 나는                                            점이 비슷해요. 

- 마코와 나는                                            점이 비슷해요. 



3) 등장인물과 나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 몬디와 나는                                            점이 달라요. 

- 마코와 나는                                            점이 달라요. 

- 상황 이해하기 

1) 그림책 속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파악해 보세요.  
(그림책 속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그림 속 장면을 설명해보세요.)  

- 그림책 속 일어난 일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 (                                    ) - (                                    ) - (                                    )  
   - (                                    ) - (                                    ) - (                                    ) 

예시   
(마코는 수영수업을 좋아했지만 몬디는 좋아하지 않아요.) - (몬디는 친구들에게 수영을 잘한다고 거짓말
을 했어요.) - (몬디가 실수로 물에 빠져요.) - (마코가 몬디를 구해줘요.) - (몬디는 자신을 구해준 마코에
게 화를 내요.) - (마코는 혼자 물에 들어가버려요.)  

- 그림책 속 장면을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1. 몬디는 수영을 못한다는 말 대신 뭐라고 말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2. 자신을 구해준 마코에게 몬디는 어떻게 했나요? 

3. 마코는 왜 몬디를 구해주었나요? 

4. 몬디와 다른 친구들이 마코가 몬디를 방해했다고 말하는 걸 듣고 마코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 감정 이해하기 

1) 몬디와 마코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몬디와 마코는 어떤 친구인지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도 생각해보세요.) 

2)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으로 감정사전을 만들고, 감정놀이를 해보세요. 

-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나만의 감정사전’ 에 적고 뜻을 적어보세요.  
    (자신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 포스트잇으로 감정카드를 만들고 감정맞추기 게임을 해보세요.  
    

    감정 맞추기 게임  
     
    감정을 몸으로 설명해요.  
    1. 한 사람이 감정이 적힌 포스트잇을 이마에 붙인다. 
    2. 반대쪽에 선 사람은 감정단어를 보고 몸짓 또는 표정으로만 설명한다. 
    3. 상대의 몸짓, 표정만 보고 자신의 이마에 붙은 감정을 맞춘다. 

    난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껴! 
    1. 감정단어를 말하지 않고, 그 감정을 느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2. 상대방은 상황설명만 듣고 상대가 느꼈을 감정을 맞춘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마코가 몬디를 구했을 때 

몬디가 마코에게 소리쳤
을 때 



✏ 독서 후 

모둠을 만들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몬디와 마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토리가 물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물었을 때, 마코가 물에서 구해줬을 때,  
    몬디가 어떻게 했다면 더 좋았을까요?    

- 화를 내는 몬디를 보고 마코가 그냥 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 몬디가 친구들에게 수영을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친구들은 몬디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몬디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2) 나의 생각을 말해요. 

- 몬디처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고 불안한 적이 있었나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친구와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친구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나요?  
    혼자서 다른 방법을 찾나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