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년

월

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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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문구점에 갈 때면 사고 싶었던 물건들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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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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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훈이는 친구 콩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보물섬 가게에 갔다가
평소 좋아하는 외계인 캐릭터의 한정판 인형을 발견하고 고민해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으로 놓치게 되는 것의 가치’를
이라고 해요.

콩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외계인 캐릭터
인형을 사는 것

27P

콩이가 ‘살까말까살까말까얍‘ 마법을 통해 회오리 팽이를 산 뒤, 갑자기 회오리가 시시해보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57~60P

구름이는 가방의 가격을 보고

Review

싸니까

비싸니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근에 산 물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물건 외에도 살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후보 1

후보 2

이 물건을 샀을 때 좋은 점

이 물건을 샀을 때 좋은 점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래의 이유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가족을 위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 물건을 살 계획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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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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말까? 고민한 경험이 있어?

평소 문구점에 갈 때면 사고 싶었던 물건들은 무엇이었나요?
자녀들이 소비를 하는 공간 중 하나인 문구점에서의 경험들을 나눠주세요.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질문 1

책을 훑어보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질문 2

(예시) 가치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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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세요.
(예시) 가치는 사물이 가진 쓸모야.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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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훈이는 친구 콩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보물섬 가게에 갔다가
평소 좋아하는 외계인 캐릭터의 한정판 인형을 발견하고 고민해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으로 놓치게 되는 것의 가치’를
기

회

비

이라고 해요.

용

콩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외계인 캐릭터
인형을 사는 것

27P

콩이가 ‘살까말까살까말까얍‘ 마법을 통해 회오리 팽이를 산 뒤, 갑자기 회오리가 시시해보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상대적 박탈감 개념에 대해 자녀와 나눠볼 수 있어요.

57~60P

친구 팽이랑 비교하니까 자신의 팽이가 좋아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는 가방의 가격을 보고

싸니까

비싸니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모님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근에 산 물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물건 외에도 살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후보 1

후보 2

이 물건을 샀을 때 좋은 점

이 물건을 샀을 때 좋은 점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래의 이유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가족을 위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 물건을 살 계획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소비 경험에 대해 대화해보세요.
그 물건을 살 때 고민했던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지, 후보들 중에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 물건을 살 계획인지를 성찰,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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