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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글 작가

그림 작가

이 책의 평가

Survey

☆☆☆☆☆

이 책의 느낌

[책을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해보기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질문 1

질문 2

Read

[책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아보기

1.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2. 내 마음의 핵심 문장을 찾아보거나, 이 책의 핵심 문장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뉴턴의 돈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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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봅시다.
가로의 빈 곳을 채워보세요.

은 동전 및 주화 제조하고 귀금속 제품의 품질 증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초성 힌트! ㅈㅍㄱ

책 속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줄로 연결해보세요.

나는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또다시 가짜 돈을 만드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어요.

뉴턴

“돈을 버는 건 중요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나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조폐국의 감사를 맡고 있어요.

힘찬이

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웃 형의 꾐에 넘어가
돈을 훔치려던 순간 교실지기수염을 만나 특별한 여행을 하며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챌로너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힘찬이는 돈으로 새것을 사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힘찬이가 새 운동화를 신으면 달리기를 잘하고, 새 크레파스를 사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뉴턴의 돈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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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연령

초등학교 2~4학년

도서명 책의 이름을 보고 써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적기 어려워 한다면 부모님이 써주셔도 좋아요.
글 작가 책에서 글 작가 이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해요.

☆☆☆☆☆

이 책의 평가 이 책이 어땠는지 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Survey

그림 작가 책에서 그림 작가 이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해요.

이 책의 느낌 책의 느낌을 쓰거나 책과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색칠해요.

[책을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해보기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이와 상상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시) 제목을 읽어볼까?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책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질문 1

책을 훑어보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질문 2

(예시) 힘찬이는 돈이 많았다면 행복했을까?

Read

[책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아보기

1.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2. 내 마음의 핵심 문장을 찾아보거나, 이 책의 핵심 문장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이 책의 핵심 문장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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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봅시다.
가로의 빈 곳을 채워보세요.
조폐국

은 동전 및 주화 제조하고 귀금속 제품의 품질 증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초성 힌트! ㅈㅍㄱ

책 속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줄로 연결해보세요.

나는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또다시 가짜 돈을 만드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어요.

뉴턴

“돈을 버는 건 중요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나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조폐국의 감사를 맡고 있어요.

힘찬이

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웃 형의 꾐에 넘어가
돈을 훔치려던 순간 교실지기수염을 만나 특별한 여행을 하며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챌로너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힘찬이는 돈으로 새것을 사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힘찬이가 새 운동화를 신으면 달리기를 잘하고, 새 크레파스를 사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돈이 많으면 모두가 더 멋지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도해주고,
돈은 올바르게 벌고, 멋지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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