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국 (분야 : 문학)

내 모자 어디 갔을까?(분야 : 그림책)

(읽기 난이도 하

(읽기 난이도 중

별점: ★★★★☆)

별점: ★★★☆☆)

책 소개

책 소개

엄마의 칼 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거둬 먹인 사람의

그림책은 늘 설렌다.

무심함이 서려 있다. 어머니는 내게 우는 여자도,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많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은 것들이 담겨있다.

여자였다.

곰이 나를 쳐다본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낚시 글

낚시 글

어머니는 이십여 년간 국수를 팔았다. 가게 이름은
’맛나당‘이었다.

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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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키워드

내 모자를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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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니 어린 시절 어머니의 뒷모습은 어딘

여우도 내 모자를 보지 못했고,
토끼도, 개구리도 그리고 뱀도, 거북이마저도 내 모

주제 키워드

# 친구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 엄마

# 우정

큰일 났다.

# 국수

# 성장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내 빨간 모자.

서지정보

그런데 말이지...

서지정보

내 모자 어디 갔을까? /
나,

존 클라센,시공주니어,2012

아까 내 모자를 봤어!

상황별 추천
너지!!!!

타인의 이야기와 상황 그리고

네가 내 모자를 훔쳤지!!!

나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한

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서 종종걸음을 걸었다. 한 입만 먹으라던 엄마의 말
을 좀 들을 걸... 이제서야 그때 내 행동이 조금 후
회스러운가 보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수를 삶다 쓰러졌다.‘

김애란,창비,2018

이곳저곳에 엄마의 모습이 나타난다.
생각보다 엄마가 남긴 흔적이 이렇게나 무거웠나
하는 마음에 더 마음은 무겁다.

함께 먹고 잠들며 살아가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한정 보내줬던 어머니의

엄마가 남긴 흔적 속에서 살겠지.

사랑에 푹 빠지고 싶은 사람

사람

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

이라도 먹이려는 안타까움에 엄마 손은 도마 위에

칼자국 /

상황별 추천

마음의 소리가 궁금한 사람

작성자

# 사랑

가 모르게 의지가 되곤 했다. 등교 전 아침밥 한 술

한줄 발췌
“흑, 내 모자.
보고 싶은 내 모자.”

작성자

한줄 발췌

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

어느날, 어머니는 국수를 썰다 손가락 세 개를 한꺼

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번에 베었다.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지혈을 하며
계속 국수를 썰고 서빙을 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