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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
마리� 파블렌크� 글� x� 카미유� 가로슈� 그림� x� 이세진� 옮김｜곰곰｜4세� 이상

관련 성취 기준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집필: 이현아(교사, 서울 개일초)



1차시:� 통(通)그림책� 감상법� ‘경•오’

활동(1) 나와 통한 한 장면에 멈추어서 ‘경험’ 떠올리기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에� 멈추어� 보아요.�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경험이�

있나요?� 자유롭게�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떠오르는� 경험이� 있나요?



활동(2) 나와 통한 한 장면에 멈추어서 ‘오감’ 떠올리기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똥이� 등장합니다.�

‘똥’을� 보면서� 어떤� 오감이� 떠올랐나요?� 색깔,� 맛,� 촉감,� 냄새�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떠오르는� 색깔이나� 맛,� 촉감,� 냄새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2차시:� 통(通)그림책� 감상법� ‘생•질’

활동(1) 나와 통한 한 장면에 멈추어서 ‘생각’ 떠올리기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나요?�

이� 그림책을� 읽고� 이전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점이� 있나요?�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나요?�

이� 그림책을� 읽고� 이전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점이� 있나요?



활동(2) 나와 통한 한 장면에 멈추어서 ‘질문’ 떠올리기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에� 멈추어서� 질문을� 꺼내어� 보아요.�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3차시:� 생각� 가지� 뻗어� 나가기

활동(1) 똥, 똥, 똥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에는� 다양한� 동물의� 똥이� 등장합니다.� ‘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자유롭게� 쓰되� 꼭� 10가지를� 써� 보세요.� 처음엔� ‘더럽다’만� 떠오를지� 모르지만�

쓰다� 보면� 다양한� 생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똥,� 똥,� 똥� 하면� 생각나는� 것은?

‘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1.

2. 

3. 

4. 

5. 

6. 

7. 

8. 

9.

10.



활동(2) 똥의 특징은? 똥과 000는 비슷하다?!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똥》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모두� 똥을� 눕니다.�

사람도� 음식을� 먹고� 나면� 꼭� 똥을� 눕니다.� 똥의� 특징을� 자유롭게� 써� 보고�

이� 특징을� 바탕으로� 똥과� 비슷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똥,� 똥,� 똥의� 특징은?

1.� [예시]� 먹은� 대로� 정직하게� 나온다!

2.�

3.�

4.�

5.�

똥과� 000는� 비슷하다?!

[예시]� 똥과� 글은� 비슷하다!

먹은� 것이� 그대로� 똥으로� 나오듯,� 내가� 읽고� 생각하는� 것이� 글로� 그대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