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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이란? 



• 현은자, 변윤희, 강은진, 심향분 (2004)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고유한 특성의 새로운 장르이다.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6632537


그림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에  
주목하도록 해준다. 

글 

색채나 모양, 형태 등 
글이 결여하고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부여해 준다.  

그림 

상호활성화(Interanimation) 



그림책 읽어주기 



기본 원칙 

• 읽어줄 그림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리 읽어보고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읽어줄지 결정한다.  

• 어린이들이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린이들이 반응을 확인하며 읽는다.  

•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등장인물, 작가, 정보를 간략해 이야기해줄 수 있다.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서 
흥미를 떨어트리지 않도록 한다.  

•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며 읽는다. 책을 보며 어린이들의 질문, 흉내, 평가등의 반응에 대해 수용하며 융

통성있게 읽는다.  

• 교사 자신이 즐기는 태도로 읽어준다.  



읽어주기 전_생각 열기 

• 표지를 보여주며 제목이나 표지의 그림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예측해보도록 한다.  

•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그림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그림책의 장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주인공과 배경을 소개한다.  

•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한다.  



읽는 중_생각 나누기 

•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
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할 때에는 글 내용을 다시 읽어준다. 

• 적절한 시점에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도록 하는 질문을 한다. 

•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상하며 충분히 공감하도록 질문을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읽은 후_생각 펼치기 

• 등장인물에게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연관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읽은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추후활동을 할 수 있다.  

• 읽은 내용을 회상하며 주제에 맞추어 이야기를 나눈다.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요 

평화의 예수님을 준비해요 평화의 예수님을 전해요 평화의 예수님과 함께해요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는 기다립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요 
안돼! 





평화의 예수님을 준비해요 
여섯 사람 





평화의 예수님을 전해요 
작은 기적 





평화의 예수님과 함께 해요 
행복을 나르는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