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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하우스 독후활동지

혼자서도 잘 만드는 종이 미술놀이

교과 연계

바즐슬 1-1 1. 학교에 가면
바즐슬 1-1 2. 도란도란 봄동산
바즐슬 1-1 3. 우리는 가족입니다
바즐슬 1-1 4. 여름 나라
바즐슬 2-1 1. 알쏭달쏭 나
바즐슬 2-1 2. 봄이 오면
바즐슬 2-1 3. 이런 집 저런 집
바즐슬 2-1 4. 초록이의 여름 여행

복잡한 재료 없이 종이만으로 만드는
쉽고, 빠르고, 멋진 만들기 60!

어려운 재료 없이 가위, 풀과 종이만 있으면 어린이 혼자서도 쉽고,

빨리,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 만들기 60가지를 소개해요.

일년 내내 기념일과 사계절 만들기, 그림책과 동화책 독후활동

만들기 등 어린이가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요.  

매기 우들리 지음 윤세라 옮김

비상업적 용도로 독후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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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생활을 자신 있게 하고 싶나요?
<우리는 인기 만점 1학년>을 읽고, 내가 어떤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무지개 하트 노트(90쪽)를 만들어 써 봐요.  

새학기를 맞이하는 만들기

그림책 읽고 연관 만들기 1 우리는 인기 만점 1학년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해서 책갈피(14쪽), 미니 노트(34쪽), 정리 상자(24쪽)를 만들며 학교 갈 준비를 해 봐요.

책갈피(14쪽) 미니 노트(34쪽) 정리 상자(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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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읽고 연관 만들기 2 너에게 주는 말 선물

특별한 날 편지/카드 만들기

소중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
<너에게 주는 말 선물>을 읽고, 펼치고 또 펼쳐지는 재미있는 하트 봉투(98쪽)에 소중한 말을 써서 전해 봐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새해 등에 초콜릿 상자(53쪽), 크리스마스카드(166쪽), 동물 띠 카드(14쪽 활용)를 
만들며 소중한 마음을 전해 봐요.

초콜릿 상자(53쪽) 크리스마스카드(166쪽) 동물 띠 카드(14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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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원, 다짐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나요? 나를 소중하게 가꾸고 싶나요? 
<내 안에 마법을 일깨우는 말 나는!>을 읽고, 내 다짐과 소원을 종이에 적어 행운의 별 팔찌(46쪽)를 만들어요.  

소원을 빌어 주는 만들기

그림책 읽고 연관 만들기 3 내 안에 마법을 일깨우는 말 나는!

나를 멋지게 꾸미는 마법 팔찌(50쪽), 동물 넥타이(58쪽)을 직접 만들어 착용해 봐요 .

마법 팔찌(50쪽) 동물 넥타이(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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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읽고 연관 만들기 4 데이지와 감정 드래곤

그림책 속 캐릭터 만들기

그림책에서 본 멋진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나요?
<데이지와 감정 드래곤>을 읽고, 책 속에 나오는 여섯 드래곤을 입체 양(122쪽)을 활용해 만들고 역할 놀이해요.  

그림책 속 캐릭터를 손 인형(136쪽)으로 만들고 역할 놀이를 해 봐요.

손 인형(13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