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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는 아이가 자신감을 얻기까지의 이야기. 뚱뚱해서 잘 달리지도 못하는 

앙리를 아이들은 ‘꿀돼지’라고 부르고 결국 앙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아이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  

♣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17

어디, 뚱보 맛 좀 볼래?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말하기) 

•대단원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소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 살펴보고 내 생각 말하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11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말하기)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 살펴보고 내 

생각 말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 살펴보아요.

앙리는 수영 시간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수영 시간에 앙리는 쓰러지고 말아요. 앙리가 쓰러지게 된 원

인은 무엇일까요? 

②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 변화 따라 잡기

앙리에 대한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앙리의 엄마는 뚱뚱한 앙리가 먹고 싶을 만한 것들, 즉 살찌는 음식들을 앙리의 간식으로  준비해 둡니다. 이

런 앙리 엄마의 행동은 앙리를 위한 행동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아요. (비판적 사고 능

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도덕

4. 너희가 있어 행복해  

(진정한 친구)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친구가 소중한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줄리앙, 파스칼린 등 친구들이 앙리를 뚱뚱하다고 놀릴 때 앙리를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앙리의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② 참다운 친구가 되기 위해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앙리에게 미카엘은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앙리에게 참다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미카엘이 

앙리에게 참다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도덕  

•대단원   4. 너희가 있어 행복해  

•소단원   진정한 친구 

앙리의 행동 앙리를 대하는 친구들의 행동과 말 친구들의 마음 따라 가기 

수영장에서의 모습

줄리앙을 내동댕이치는 모습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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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난 책읽기가 좋아 3단계 17

어디 뚱보 맛 좀 볼래?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도덕

4. 너희가 있어 행복해  

(진정한 친구)

◈ 논리적 생각거리

친구들은 앙리가 뚱뚱하다고 놀려 댔어요. 앙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

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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