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 마음속에 싹튼 풋풋한 사랑

첫사랑의 설렘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관우와 도은이, 규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도

은이는 관우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친구였어요.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관우였지만, 누구보다 도은

이를 위하고 챙겼어요. 비록 서툴기는 했지만요. 도은이도 그런 관우를 차츰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단짝인 규리가 관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몸이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마음의 성장 속도도 빨라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

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라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만큼 부

모님들의 고민도 일찍 시작됩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가르쳐 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전히 아이

들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그저 ‘호기심 어린 장난’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진지’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에 걱정하고 야단치기보다 그 마

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요.

독후활동 시작하기

Q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인물관계도를 정리해 보세요.

동그라미 바이러스

 

글 한유진, 그림 최신영 / 책고래



Q  [동그라미 바이러스]의 주요장면을 보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주제활동

Q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보호입니다. 아기를 섬세하게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입

니다. 상대를 위해 보호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항상 상대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요구에 대해 기꺼이 도와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존경입니다. 사랑의 요소에 존경이 빠진다면 책임은 손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

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으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도 그를 잘 알고 

있다면 그의 분노나 노여움이 일어나는 근원을 알게 됩니다. 그가 비록 화를 내었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가 불안과 근심과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화낸 사람이라기보다 괴로

워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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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랑은 상대에 대한               ,              ,              ,               이다.

2) 다음은 세영이의 말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Like와 Love를 구체적

인 예를 들어 서술해 보세요.

Q  도은이는 관우로 인해 불편해진 마음으로 규리와 가기로 했던 공개 방송에 가지 않습

니다. 대신 규리는 세영이와 함께 갔고, 도은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규리에게 보냈

을 도은이의 답장을 완성해 보세요.

“봐봐,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 우리는 누굴 좋아하는 게 love라도 되니? 

우리는 그냥 like일 뿐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 like. 아니야?”

Like is ~

Love is ~

-도은아, 

우리 다음엔 같이 오자!

규리 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