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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글 작가

이 책의 평가

그림 작가

이 책의 느낌☆ ☆ ☆ ☆ ☆

[책을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해보기
Survey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책의 첫 장을 펼치면 다양한 모양의 퀼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퀼트 패턴은 무엇인가요? 
패턴의 제목과 그 패턴을 고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질문 1

질문 2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Question

                 년             월             일            요일날짜

[책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아보기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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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Review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Recite

퀼트 할머니는 “내 퀼트는 가난하거나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부자들에게 팔려고 만든 게 아니랍니다.”

라고 말했지요. 할머니가 누구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는지 책 속에서 찾아보고 그들에게 퀼트를 선물한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던 왕은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나누어 준 후에 웃게 되었어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에는 구멍이 나버렸지만 왕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행복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퀼트 할머니와 왕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기부 계획’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돕고 싶은 대상, 이유,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적어보세요.

기부를 이렇게 실천할래요!

어떻게 돕고 싶나요?

왜 돕고 싶나요?

누구를 돕고 싶나요?

목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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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훑어보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정리해보세요. 

질문 1

질문 2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Question

[책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아보기
Read

책의 첫 장을 펼치면 다양한 모양의 퀼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퀼트 패턴은 무엇인가요? 
패턴의 제목과 그 패턴을 고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해보기
Survey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도서명

글 작가

이 책의 평가

그림 작가

이 책의 느낌☆ ☆ ☆ ☆ ☆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녀와 상상하며 대화해보세요. 

(예시) 퀼트 할머니는 어떤 선물을 했을까? 

책 속에 소개된 다양한 퀼트 패턴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좋아하는 패턴은 무엇인지 대화해보세요.

인터넷이나 집에 있는 퀼트를 자녀에게 보여주며 퀼트를 만드는 과정, 퀼트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 등에 대해

나눠볼 수도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예시)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 퀼트를 만들고 난 후 왕이 선물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 것 같아.

작가의 이름을 찾아 써보세요.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주목하며 기록하다보면 
좋아하는 작가, 그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보면 좋아요.

이 책이 어땠는지 자녀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책에서 그림 작가 이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해요.

책을 읽은 소감을 한 마디 혹은 한 문장으로 써보거나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색칠해요.

책의 이름을 보고 써보세요. 

책을 훑어보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예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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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Recite

이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말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 봅시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던 왕은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나누어 준 후에 웃게 되었어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에는 구멍이 나버렸지만 왕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행복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퀼트 할머니는 “내 퀼트는 가난하거나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부자들에게 팔려고 만든 게 아니랍니다.” 라고 말했지요. 할머니가 누구에게 퀼트를 

나누어 주었는지 책 속에서 찾아보고 그들에게 퀼트를 선물한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Review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퀼트 할머니와 왕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기부 계획’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돕고 싶은 대상, 이유,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적어보세요.

기부를 이렇게 실천할래요!

어떻게 돕고 싶나요?

왜 돕고 싶나요?

누구를 돕고 싶나요?

목표 금액

목표 금액을 모으는 방법

추운 밤에 잠을 잘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라고 퀼트 이불을 선물했어요.

선물받는 것만 좋아하고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던 왕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기부하는 과정(보물을 나누어주었을 때 선물을 받고 기뻐하던 어린이의 표정과 춤을 보면서)에서 

기쁨을 느낀 왕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자녀와 대화하며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할머니가 퀼트를 만들어 나누어준 대상이 누구였는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왜 퀼트를 선물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에 공감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

동굴 속에서 잘 때 머리를 기댈 곳이 차가운 바위밖에 없는 것 같아서 퀼트 베개를 선물했어요. 

곰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하늘을 날던 새가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지쳐보여서

할머니가 입고 있던 보라색 조끼에서 천을 잘라 외투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참새

자녀들이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부하고 싶은

대상, 이유, 기부방법을 계획해 보도록 지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