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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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제목을 바꾸어 “물가가 내리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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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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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재우의 아빠는 어렸을 때 바나나를 실컷 먹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를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에서도 바나나가
비쌀까요? 책 속에서 들려준 바나나 이야기에 숨겨진 물가의 비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음의 각 상황에 알맞은 것을
25~27P
골라보세요.
1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

2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물건이 많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과자 한 봉지를 사려면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야 했던 적도 있었대요.
아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나요?

나라에서

그런 거란다.

누구나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물건은 얼마 없었거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맡은 곳은 어디일까요?

Review

31P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재우가 아빠의 어린 시절 물가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인터뷰해 보아요!

나의
질문

엄마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던 물건이 있었나요?
당시 그 물건은 얼마였어요?

(엄마아빠의 대답)

(엄마아빠의 대답)
나의
질문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어져요

본 독서 금융교육 자료는 은행연합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pyright 2022. Bankit All rights reserved.

추천 연령

초등학교 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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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시) 책 표지에 타임머신이라고 써있네.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 어디로 가보고 싶어?

책의 제목을 바꾸어 “물가가 내리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른다면 내 삶은 어떨지, 물가가 내린다면 내 삶은 어떨지 상상해보며 대화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친숙한 물건(예: 버스비, 아이스크림값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며 생각을 이끌어줄 수 있어요.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Read

질문 1

책을 훑어보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질문 2

(예시) 물가는 어떤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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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물건의 값이야.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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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재우의 아빠는 어렸을 때 바나나를 실컷 먹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를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에서도 바나나가
비쌀까요? 책 속에서 들려준 바나나 이야기에 숨겨진 물가의 비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음의 각 상황에 알맞은 것을
25~27P
골라보세요.

1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

2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물건이 많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

재우와 아빠의 대화를 통해 물가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녀에게 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물가의
변화를 아이가 먼저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또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 물가를 조절해주는
한국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자녀와 대화해 보세요.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과자 한 봉지를 사려면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야 했던 적도 있었대요.
아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나요?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거란다.

누구나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물건은 얼마 없었거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맡은 곳은 어디일까요?

31P

한국은행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재우가 아빠의 어린 시절 물가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인터뷰해 보아요!

나의
질문

나의
질문

엄마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던 물건이 있었나요?
당시 그 물건은 얼마였어요?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보아요.
(예시)
엄마아빠 어릴 때는 비쌌는데
지금은 너무 싼 물건도 있나요?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어져요

(엄마아빠의 대답)
물가가 우리 삶에 주는 변화에 대해 자녀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어린시절 물가 예시, 현재 물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가족에게 생긴 변화 등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엄마아빠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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