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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그림책』 시리즈는 재미있게 읽었나요?

도서의 재미를 더해줄 컬러링부터 나만의 책 표지 만들기까지

재미있는 활동 놀이를 함께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 책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장면을 그려서 나만의 책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1)

2)

▶ 내가 원하는 색으로 컬러링도 하고, 배경화면도 그려 보세요.



《노래하는 볼돼지》
《노래하는 볼돼지》 내용 중에서 멋진 불꽃들이 펑펑 터지던 장면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볼돼지라고 상상하며 볼돼지의 행복한 마음을 불꽃으로 표현해 보아요!



유치원에 있는 은비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은비의 신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드디어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 하루 은비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휴대폰 배경화면인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힘을 내 열심히 일하던 아빠, 

볼수록 나를 힘나게 하는 배경화면을 한 번 그려볼까요?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아빠, 아빠! 오늘 언제 집에 와요?"

그린이와 아빠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아빠와 함께 먹는 햄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아빠가 안아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엄마는 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엄마를 지켜보는

미르와 그린이는 무슨 마음이였을까요?



《엄마는 왜?》
오늘 저녁은 아빠가 요리사!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아빠가 달려갈게!》타잔처럼 멋지게 등장한 아빠를 색칠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한다면 어떤 얼굴일까요?  《엄마가 달려갈게!》



설레는 개학 첫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 사귀기》



저번보다 받아쓰기 시험을 잘 본 그린이는 

가족들과 치킨을 먹으러 가요. 
《틀리면 어떡해?》



야호! 아빠와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승리했어요! 《야구장 가는 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린이는 걱정 괴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나 봐요.

걱정 괴물은 그린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걱정이 너무 많아》잠든 걱정 괴물들을 보니 내 걱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설날》
즐겁고 신나는 설날!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할 수 있게 색칠해 볼까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신나는 물놀이가 최고에요!
《수박》



《수박》
그린이처럼 나도 수박을 심는다면

어떤 수박이 쑥쑥 자라날까요?



바다를 보고 있는 그린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린이의 표정도 함께 그려보아요. 《나는 너무 평범해》










	김영진활동북_표지
	김영진그림책_활동부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