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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친구,	가족들은)	무엇을	하며	놀고	있나?

놀이란 순전히 자발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재미있고 몰두하는

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도 무엇을 할 때 가장 재미있는지 

조사해서 적어 보세요. 

⊙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는 과목과 가장 지루한 과목은 무엇인가요? 

    각각 3개씩을 꼽아 보고, 이유를 적어 보세요.

⊙ 다음 방학에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1~3위를 꼽고,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재미있는	과목	TOP	3 지루한	과목	TOP	3

1위	

이유

1위	:	

2위	:	

3위	:	

하고	싶은	이유	:	

하고	싶은	이유	:	

하고	싶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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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는	마음	들여다보기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떤지 써 보세요. 글로 써 보거나 연상되는 이미

지를 그려 보세요.

놀고 있으면 왠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2장 참조).



3. 공부	vs.	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공부)은 재미있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놀이를 할 때 느끼

는 감정과 기분을 일(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의 경험들과 기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공부를 하거나 성인이 되어 일을 할 

때, 그 감정들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놀이와 일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

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공부)과 놀이는 구분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가 시간조차 일의 연장이 되기 일쑤인 직장인들은 저녁 있는 삶을 꿈꾸고, 출

근길 만원버스에서 휴양지로의 여행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책 속 질라가리 밴드 

아저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 활동을 하며 여가 시

간을 즐기지요(3, 4장 참조).

여러분은 일(공부)과 놀이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일과 놀이가 구분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공부)과 놀이의 균형 있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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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	덕후이다

등장인물 형수는 라이트 노벨 덕후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한 가지 일에 몰두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요? 빈칸을 채워 넣

어 보세요.

⊙ 나는                                                                                  덕후이다.

나의 열정적인 덕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래에 적어 보세요.

98

라이트 노벨 덕후 형수는 자신의 취미를 숨기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취

미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숨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써 보세요. 또, 특별히 성과가 없더라도 단지 좋아서 하는 취미 활동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5장 참조).



5.	소비인가,	놀이인가?

책 속에서 머니뭐니가 친구들과 놀러간 곳은 쇼핑몰입니다. 머니뭐니는 놀 때

마다 돈이 들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 해결사라면, 머니뭐니에게 어

떤 상담을 해주고 싶나요? 머니뭐니에게 상담 편지를 써 주세요(6장 참고). 

1110

머니뭐니에게

로부터

어떤 어른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쏟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쓰면서 놀이를 하고,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나요? 또, 놀이를 하면서 불필요한 돈을 쓴 적은 없나요? 있다면, 아래에 

적어 보세요(6장 참고). 



6.	나쁜	놀이	점검하기

책 속에서 그림 저격수는 친구들을 조롱하는 캐리커처를 “‘꿀잼’이면 ‘좋아

요!’”라는 멘션과 함께 SNS에 올립니다. 내가 재미있다고 느꼈던 일 중 나쁜 

놀이가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나쁜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친구들

이 있나요? 내가 혹은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나쁜 놀이는 무엇인지 적어 보

세요. 왜 그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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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 하위징아는 놀이를 억누르고 노동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면서, 나치스

라는 왜곡된 놀이가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나쁜 놀이를 하면

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써 보세요(7, 8장 참고).



놀면서 우리는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도 하

고, 다투기도 했다가, 울고 웃으며 함께 하는 법을 배워 갑니다. 놀이는 세계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관계 맺는 법, 생각하는 법,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가 있나요? 어떤 점을 느꼈는지 적어 보세요. 

7.	놀면서	배우는	것들

주인공 명수는 친구들과 놀이 공작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고민 상담도 하

고, 영화도 만들어 상영합니다. 놀이 공작단 친구들이 놀면서 느낀 점은 무엇

이었을까요?(8, 9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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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놀면서	찾는	나의	꿈

놀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놀이가 아니기 때문

이지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발

견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한지 떠올려 보세요. 떠오른 것들을 아

래에 자유롭게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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