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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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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활동 자료 
청소년 진로와 자기 탐색 



1. 맛있는 건 매일 먹어도 좋잖아

�	우리	동네	‘맛집’을	5곳	이상	알고	있다.

�	친구들이	나에게	모임	장소를	추천받는다.

�	좋은	학용품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꼭	소개한다.

�	선호하는	지우개,	샤프,	펜의	브랜드가	따로	있다.

�	친구가	꼭	마음에	들어	할	선물을	고르는	데	자신	있다.

�	재미있게	본	책이나	영화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26쪽으로 

2. 뭐든 한번 꾸며 보는 건 어때?

�	낙서하는	걸	좋아한다.

�	가끔	교과서에	웃긴	그림을	그린다.

�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	새	공책을	사면	마음이	설레고,	멋지게	쓰고	싶다.

�	예쁘고	근사한	걸	좋아한다.

�	잘	정리된	책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36쪽으로 

3. 그래도 게임은 좋아한다면

�	꾸준히	즐겨	하는	게임이	있다.

�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	

�	게임	스토리에	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한다.	

�	새로	나온	게임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하는	편이다.	

�	좋아하는	게임들이	가진	각각의	매력과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48쪽으로 

준비,

시작!

자기 발견 테스트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발견 테스트를 해 봅시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좋아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3개 이상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세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읽어 봐도 좋

습니다. 만약 3개 이상 체크한 부분이 없다면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며, 공감이 되는 주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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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4. 뭐든 꾸준히 하는 것은 자신 있다면

�	특별히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	

�	공부든	운동이든	중간	정도	할	자신은	있다.	

�	숙제는	밀리지	않고	하는	편이다.	

�	친구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	평범한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	가끔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편하고	좋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61쪽으로 

5. 유행은 따라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	유행하는	맛집이라면	얼마든지	줄	서서	먹을	수	있다.	

�	어떤	옷과	신발이	유행인지	일찍	알아채는	편이다.	

�		지금	음원	차트	1위인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말할	수	있다.	

�		잘	만든	광고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기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친구들과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70쪽으로 

6. 스포츠는 언제나 즐겁지

�	새로운	운동	배우기가	즐겁다.	

�	응원하는	프로스포츠	팀이	있다.	

�	국가	대표	경기는	생방송과	재방송까지	챙겨	본다.	

�	운동선수만큼	벤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	경기의	흐름과	승부를	예측하는	데	재미를	느낀다.	

�	누가	경기를	해설하는지에	따라	보는	재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81쪽으로 

7. 가만히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면

�	화분의	흙이	마른	것을	보고	물을	준	적이	있다.	

�	집	앞에	꽃이	피거나	낙엽이	진	것을	금세	알아본다.	

�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	동생을	돌보는	것이	즐겁다.	

�	친구네	고양이나	강아지와	잘	놀아	준다.	

�	철새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93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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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머릿속에는 우주와 미래뿐이라면

�	사이다를	마시다	탄산의	원리가	궁금해진	적이	있다.	

�	인류는	언젠가	화성에	가야	한다고	믿는다.	

�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소설을	즐겨	본다.	

�	가족	여행	때	별자리	관측하는	것을	좋아한다.	

�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구독	중이다.	

�	신기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나도	언젠가	만들어	보고	싶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105쪽으로 

9. 역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최고라면

�	같은	학년	애들	이름은	거의	다	아는	편이다.	

�	반	친구들이	뭘	잘하는지,	누구랑	친하고	성격은	어떤지	대체로	파악하고	있다.	

�	각기	다른	친구들과의	그룹	대화방이	5개	이상	된다.	

�	가까운	친구들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할	수	있다.	

�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즐겁다.	

�	의견이	다른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117쪽으로 

10. 용돈 모으기가 쓰기보다 신난다면

�	내	관심은	돈이다.	

�	용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다	있다.	

�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한	달	이상	용돈을	모아	본	적이	있다.	

�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하다.	

�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똑같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면	기분이	좋다.	

�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을	팔아	돈을	벌어	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128쪽으로 

11. ‘정주행’ 하느라 밤새운 적 있다면

�	웹소설과	웹툰을	즐겨	읽는다.	

�	지금	방송	중인	웬만한	드라마의	줄거리는	파악하고	있다.	

�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상황을	잘	맞히는	편이다.	

�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편하다.	

�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	

�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3개 이상 체크했다면 140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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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문장을 체크했나요? 내가 체크한 문장을 옮겨 적어 봅시다. 

1. 책 속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나요? 
   혹은 가장 공감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시) 진영(143쪽): 우리 누나가 고3인데, 수험생 공부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서, 

          나도 브이로그에 관심이 생겼다. 진영이처럼 가족들의 영상을 편집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2.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다면 옮겨 적어 봅시다. 

(예시) 153쪽: 너 자신을 탐구할 때 ‘외향적’이라거나 ‘내향적’이라는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역시 마찬가지야. 

  읽는 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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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 속의 형식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적어 봅시다. 

(예시)

<내 노트의 별들> 

우리 삼촌은 대학생인데 연극영화과에 다녀. 영화감독이 되겠대. 그래서 영화를 자주 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영화를 좋아해. 삼촌이 추천해서 핸드폰에 영화 감상 앱을 설치했어. 

처음에는 그냥 본 영화를 기록해 보고 싶어서 하나씩 적어 놓았지.

별점 매긴 영화를 다 세어 보니까 100편이 넘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엄마랑 본 애니메이션들도 새로 추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보고 싶어.

재미없는 영화는 글 없이 폭탄 개수로 기록해.

- 어쩌면 영화평론가가 될지도 모르는 시우

1. 책을 읽으며, 메모해 둔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나와 전혀 다른 것을 좋아하나요? 나랑 비슷한 친구도 있나요? 

  읽은 후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