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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국어 나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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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국어 가 1. 대화와 공감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읽기만 하면 왠지 아쉬워요. 

  앞으로 나도 슬기롭게 말하겠다는 의지를 불끈 다지며 차근차근 연습해 봅시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말하는 그날을 위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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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을 보며 친구와 연습해 봅시다.

연습 1단계 | 책 따라 연습하기

1. 책의 차례를 보며 내가 자주 겪는 상황을 한 가지 고른다.

2. 친구와 역할을 나눈다. 

3.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고려하며 실감 나게 읽는다.

가. 슬기로운 말을 여러 번 읽는다. 

나. 문장이 길면 끊어서 읽는다.

 예) 미안해.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라서 안 되겠어.

 -> 미안해. 나한테 너무 소중해 안 되겠어.

다. 평소 내 말투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말한다.

4. 슬기로운 말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5. 시간이 남으면 역할을 바꾼다.

< 순서 >

A: 예의 없는 친구  B: 슬기롭게 말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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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의 없이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2. 그 말은 왜 기분이 나쁠까? 

3. 슬기로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4. 슬기로운 말은 효과가 있을까?

1. 친구가 예의 없이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2. 그 말은 왜 기분이 나쁠까?

3. 슬기로운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4. 슬기로운 말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A(예의 없는 역할)에게 묻기

B(슬기롭게 말하는 역할)에게 묻기

▶ 연습이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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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참고하여 나만의 슬기로운 말을 찾아봅시다.

연습 2단계 | 나만의 ‘슬기로운 말’ 찾기

1. 책의 차례를 보며 공감 가는 상황을 한 가지 고른다.

2. 친구와 역할을 나눈다. 

3. 나만의 슬기로운 말을 찾는다. 

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떠올린다(욕 제외). 

나. 전하고 싶은 말을 슬기로운 말로 바꾼다. ※5쪽 주의할 점 참고.

다. 소리 내서 읽고 어색한 부분을 바꾼다.

라. 평가나 비난의 말이 아닌지 확인한다.

4.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한다.

5.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한다.

< 순서 >

A: 예의 없는 친구  B: 슬기롭게 말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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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말을 만들 때 주의할 점

▶ 연습이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 사실만 말하기 

->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2.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기

->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로는”,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하기

3.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 “네가 ~를 해 주면 좋겠어.” 부탁하기

1. 내가 만든 새로운 슬기로운 말은 어떻게 들려?

2. 일어난 상황, 생각이나 느낌, 원하는 것이 모두 담겨 있어?

3. 내가 만든 슬기로운 말은 효과가 있을까?

4. 다른 효과적인 표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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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슬기 말 학습지를 활용하여 슬기로운 말을 찾아봅시다.

연습 3단계 | ‘나의 생활’에서 ‘슬기로운 말’ 실천하기

1. 최근 불편했던 상황을 떠올린다.

2. 당시 주고받은 말을 8쪽 슬기 말 학습지에 순서대로 쓴다.

3. 나만의 슬기로운 말을 찾는다. 

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떠올린다(욕 제외). 

나. 하고 싶은 말을 슬기로운 말로 바꾼다. 

다. 소리 내서 읽고 어색한 부분을 바꾼다.

라. 평가나 비난의 말이 아닌지 확인한다.

4.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한다.

5.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한다.

< 순서 >

 
어제도 내가 
사서 오늘은 

좀 부담스러워. 
우리 각자 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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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이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자 실천해 봅시다.

1. 내가 만든 새로운 슬기로운 말은 어떻게 들려?

2. 일어난 상황, 생각이나 느낌, 원하는 것이 모두 담겨 있어?

3. 내가 만든 슬기로운 말은 효과가 있을까?

4. 다른 효과적인 표현이 있을까?  

1. 혼자 연습하는 방법 

가. 거울을 보며 표정을 본다.

나. 녹음기로 녹음해서 말투가 적절한지 듣는다.

다.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한다.

2. 같이 연습하는 방법

가. 편안한 대상(가족, 친한 친구)에게 상대 역할을 부탁한다.

나.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다. 피드백을 듣고 참고하여 다시 말해 본다.

다현아, 멋지다. 
축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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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말 학습지

1. 최근 불편했던 상황

2. 당시 주고받은 말

3. 내가 생각한 슬기로운 말

4. 내가 선택한 슬기로운 말과 그 이유

A :

B :

C :

D :

후보1. 

후보2. 

후보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