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등’,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

경쾌한 글과 그림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

《국가대표 물고기 금붕이》는 반 아이들이 함께 물고기를 키우면서 벌어지는 깜찍한 소동을 다루고 있

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엉뚱하지만 천진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요. 유쾌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전개는 읽는 내내 웃음 짓게 합니다. 재치 있는 그림도 눈을 즐겁게 하

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순위를 매기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일등, 이등, 삼등… 줄을 세우고,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하지요. 《국가대표 물고기 금붕

이》 속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붕이를 ‘최고’, ‘국가대표’ 물고기로 만들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훈련을 시키지요. 게다가 그 방법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금붕이가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동찬이와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남보다 앞서고 잘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독후활동 시작하기

Q  [국가대표 물고기 금붕이]의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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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물고기 금붕이

 

글·그림 이송현 / 책고래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같은 날씨라도 다르게 느꼈던 적이 있나요? 등장인물의 일기 속에는 날씨만 보더라도 

마음의 상태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찾아보며 금붕이가 일기를 썼다면 날씨는 어떠했을지 간단한 문장으

로 표현해 보세요.

보기

양준이의 일기 제목 : 금붕이가 사라졌다! 날씨 : 중요하지 않음

채란이의 일기 제목 : 미술시간 날씨 : 내 마음이랑 똑같음

동찬이의 일기 제목 : 금붕아, 미안해 날씨 : 바람이 많이 불었음

금붕이의 일기

제목 : 나는 국가대표 물고기다! 날씨 :

제목 : 왕고래의 도전장 날씨 :

제목 : 국가대표 훈련 날씨 :

제목 : 금붕이의 시간표 날씨 :

(예시) 해와 바람이 싸우다가 화해한 날, 하늘이 울려고 해요, 반짝반짝 해가 웃고 있어요, 바람이 봄을 가지고 왔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싶은 날 등

Q  받아쓰기 100점, 달리기 1등, 그리기 대회 금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남들과 비교

하며 순위를 매깁니다. 때론 부모님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하기도 하구요. 이런 모

습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며, 부족한 것은 노력하고, 몸

과 마음이 건강히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 친구들

은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록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건강을 위해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