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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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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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복권에 당첨된 뒤 주인공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엄마, 아빠에게 일어난 일

21~22P

엄마와 외삼촌에게 일어난 일
22~23P

나와 단짝친구 클라라에게 일어난 일

11~13P

주인공 가족이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책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큰 돈을 공짜로

63P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큰 돈을 잘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처럼,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나, 형제자매들이 큰 돈을 어떻게 쓰게 될 지 상상하며 적어보세요.

1
2
3
나와 우리 가족에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보세요.

좋은점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나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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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연령

초등학교 2~4학년

도서명 책의 이름을 보고 써보세요.
작가의 이름을 찾아 써보세요.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주목하며 기록하다보면

글 작가 좋아하는 작가, 그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보면 좋아요.

☆☆☆☆☆

이 책의 평가 이 책이 어땠는지 자녀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Survey

그림 작가

책에서 그림 작가 이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해요.

이 책의 느낌 책을 읽은 소감을 한 마디 혹은 한 문장으로 써보거나
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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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표지에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Read

질문 1

책을 훑어보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질문 2

(예시) 돈을 누구에게 공짜로 주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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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세요.
(예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니깐
돈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기로 한거야.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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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복권에 당첨된 뒤 주인공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엄마와 외삼촌에게 일어난 일
22~23P

엄마, 아빠에게 일어난 일

주인공 가족에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생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보세요.

엄마와 외삼촌이 당첨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어요.

21~22P

-은행, 행정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전화를 걸어 와
돈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빠 엄마가
싸우고 이웃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와 단짝친구 클라라에게 일어난 일

11~13P

게임기를 사서 클라라와 함께 놀았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나 혼자만 하고 싶어져서 클라라가 게임을
하지 못 하도록 화를 냈어요.

주인공 가족이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갑자기 생긴 큰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니 돈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주인공 가족이 고민 끝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자녀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책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큰 돈을 공짜로

받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Review

63P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큰 돈을 잘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생긴 큰 돈으로 인해 주인공 가족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나누어보면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처럼,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나, 형제자매들이 큰 돈을 어떻게 쓰게 될 지 상상하며 적어보세요.

주인공 가족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큰 돈이
생긴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싶은지, 큰 돈을 잘 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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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 가족에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보세요.

좋은점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나쁜점

위에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좋은 점만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이나 이웃들과 오해하게 되는 일이 생기진
않을지, 돈으로 인해 나의 생활이나 습관이
변화되지는 않을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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