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표지를 그려 보세요.

헨리와 딸기는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요?

1

별을 세면서 번호 순서대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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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상상하고 그려 보세요!
1. 여러분이 그린 용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2. 여러분이 그린 용은 무슨 색인가요?

3. 여러분이 그린 용은 키가 얼마나 큰가요?

4. 여러분이 그린 용은 어디에서 왔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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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똑똑하게 읽어요!

어른들을 위한 팁
이 독서 가이드는 부모님, 유치원・학교・도서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헨리의 상상력』을 읽고 나서 독후 활
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헨리의 상상력』을 아이에게 읽어 주거나 아이가 읽기 전에
먼저 책 앞표지와 뒤표지를 들어 보여 주고, 제목과 글, 그림 작가의 이름을 소리 내어 읽어 줍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아이에게 낯선 단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일러 줍니다.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에게 낯설
수 있는 단어는 잠시 멈추어 의미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책에 대하여
『헨리의 상상력』은 한 꼬마가 잃어버린 토끼 인형을 되찾는 과정에서, 상상력에 담긴 특별한 힘을 깨닫는 이
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열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헨리가 무척 아끼는 토끼 인형 ‘딸기’가 사라지자, 헨리는 사라진 인형을 찾기 위해 온 가족에게 도움을 요
청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토끼 인형을 찾으려면 상상
력을 이용해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헨리의 상상력은 딸기를 다시 돌아오게 할까요? 아니면 딸기는 이대로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4

이야기 나눌 주제

Q1

	여러분은 토끼 인형 ‘딸기’처럼 특별한 장난감을

Q4

가지고 있나요?

	헨리가 딸기와 함께하는 모험을 상상한 뒤, 그날
밤 잠자러 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장난감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할아버지가 헨리에게 딸기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잃어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Q5
Q2

	이 책이 잃어버린 장난감이나 잃어버린 반려동물

	책 속 그림에 대한 느낌을 서로 말해 보세요.
	왜 그림 작가는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 사진들

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나요?

도 사용했을까요?

	있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헨리와 딸기의 모험 장면은 책 속의 다른 장면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잃어버린 장난감을 영원히 찾지 못한다면 이
야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Q6
Q3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에 대해 걱정했었

	무엇에 대해 상상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눠 보세요.

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을

싶었나요, 아니면 조용히 있고 싶었나요?

무섭게 만든 적 있나요?

	걱정을 어떻게 멈췄나요?

Q7
5

	아무리 찾아도 딸기가 나오지 않자, 헨리는 걱정이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가족이 있나요?

생각 넓히기
	그분들은 이 책에 나온 헨리의 할아버지처럼 여러
분에게 특별한 충고를 해 준 적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충고를 항상 받아들이고 따랐나요?

Q8

	헨리가 딸기와 함께했다고 상상한 여러 모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았나요?
	헨리와 딸기를 위해서 다른 모험도 더 상상해 볼

창의적인 글쓰기
 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슬프게, 또는 무섭게
여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글로 써 보세요.
헨리와 딸기를 위해 새로운 모험을 상상하고 무

슨 내용인지 써 보세요.

까요?

창의적인 그리기

Q9

	어떤 장난감이나 상상 속의 인물과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

헨리와 딸기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상상하

고, 몇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보세요.

른가요?
	혼자인 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나을

여러분이 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를 그려 보세요.

까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 또는 친구랑은 못할 일을 장난
감과는 함께할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Q10

	왜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
“상상해 봐.”가 머릿속에 맴돌까요?

우리 가족의 시크릿
가족 중 한 명을 인터뷰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말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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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부터 연습하는 ‘시크릿’,
이제 우리 아이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상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크릿’ 법칙!
아이들에게 상상의 힘이 불러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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