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우아!의

예술 활동과 놀이를

매 호 확인하세요.

<에르베 튈레> 그림책과 함께하는 예술 놀이

낙서가 예술로 바뀌는 순간
프랑스의 미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술의 나라답게, 영유아 시기에

감수성을 통한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이 시기에는

낙서를 통한 각자의 이야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감(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 아이들 개개인이 느끼는 것을 표현의 기본 단위인

‘낙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에르베 튈레>는 아이들의 기본 ‘감정’과 ‘낙서’라는 도구를 통해 예술 활동의

첫 단추를 끼워줍니다.

볼로냐 아동 도서전 논픽션상 수상

Faut Pas Confondre [혼동하지 마요]

뉴욕타임스 베스트 셀러 4년간 선정

Press Here [책 놀이]

"책은 놀이와도 같습니다. 

시각적 놀이, 마음의 놀이,

손가락이나 몸짓,  또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놀이 등

어린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놀이와 같죠."

<에르베 튈레>를 만나다

워크숍

워싱턴

뉴욕

대한민국

미국 의회도서관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등

출간

우아!는 감탄사랍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예술로

바뀌는 소리의 표현이자,

<에르베 튈레>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독창성 있는

예술 프로그램 입니다.

deuxcolours.com

Letter

Herve Tullet

워크숍 열풍의 주역
현장 어린이 교육가, 창의 예술가, 프리스쿨의 왕자



5세
매 호, <에르베 튈레>

그림책과 즐거운 놀이를

집에서 즐겨요.

이렇게 놀이해요.

콕!콕! 동그라미 만들기

아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놀랍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에 우아!하게 빠져 보는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그림책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재료
<책 놀이> 그림책, 풍선 3개, 물감, 종이접시, 물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종이(전지, 스케치북 등)

1. 〈책 놀이〉 그림책을 가족과 함께 읽고,

 책에 나온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2. 풍선에 바람을 불어 묶어요.

3. 원하는 색의 물감을 풍선에 묻혀요.

4. 물감이 묻은 풍선을 종이 위에 콕! 콕!

 우리 가족 그림책을 완성해요.

놀이

방법

<에르베 튈레>의 그림책

그림책 속 지문을 따라 책장을 넘겨봐요!

내가 만들어가는 신나는 그림책 세상으로

우리 가족을 초대해요.

그림책을 흔들흔들, 옆으로도 데굴데굴.

그림책에서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책 놀이

그림책과 함께 놀아주세요.

가족이 함께 놀이에 참여해요.

아이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3가지 중심을 기억해요.

아이중심! 놀이중심! 흥미중심!

※ 아이디어북의 QR코드를 찍어 그림책 감상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해요.

5세

집에서 보내는 한 하루

나도 예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