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책 꽃]

그림책,  그림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림책이 생겨난 풍경을 그려보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어린이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림책을 바라보는 방식이 됩니다

그림책과 함께, 

어린이들과 

세상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왜 그러한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누고 답할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나누되 답은 각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다른 취향과 신념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자의 중심에서 균형을 이루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1. 그림책

그림책은 책입니다

그림책은 그림으로 세상을 그린 

책입니다

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곧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미와 재미를 담아 책을 만들고

책은 의미와 재미로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림책은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형식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속에서 

행복과 배움을 얻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림책과 함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어갑니다

그림언어, 글언어, 책언어로

사람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권하는 책

「오르비스 픽투스」 요한 코메니우스* / 「도산서원」 라현선, 제소라

토론 : 그림책 abc군 (어린이그림책, 어린이+어른그림책, 소수의 그림책)

  

*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John Amos Comenius, Jan Amos Komensky : 1592- 1670)

코메니올로지 Comeniology

근대교육의 아버지 

범교육 Panpaedia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한다'

그림교과서. 오르비스 픽투스(orbis sensualium pictus)

그림이 있는 교과서. 1658년 초판. 라틴어+독일어

'감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도 지성에서 지각될 수 없다'

150가지 주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신비)에 이르는 지식의 사다리

통일적 지식체계

인문학적 가치

모든 연령에 유익한 깨달음



2.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원형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며

'아름'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힘입니다

아름다움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어서 

늘 새롭습니다.

여러 새로움으로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열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한.아름이 다르기에

나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모든 이의 아름다움을 모으면 우리 전체의 아름다움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끼리를 그리는 장님과 같습니다

섬세함과 성실함으로 모은 것을 함께 나누며 언젠가 보게 될 온전한 코끼리를 향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각자의 바람에 충실하며

다른이의 아름다움도 기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향하고 계신가요


에밀리의 할아버지가 , 온 마을에 꽃씨를 뿌리던 루핀부인이

다정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조금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이라면

열심히 놀거나 일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멈추어 서서 쉬는 것 까지도 모두

아름다움입니다

작은 미소와 함께

나를, 친구를,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름다움입니다


•권하는 책

「미스 럼피우스」 바버러 쿠니 / 「꿈꾸는 동그라미」 김윤이

토론 : 아름다움, 아름다운 그림책

  



3. 재미

나의 흥미가 있는 곳에

나의 재미가 있습니다

나의 취향이 있는 곳에

나의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재미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하는 책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 「지하철은 달려온다」 신동준

토론 : 재미, 재미있는 그림책 **

  

**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방식 - '미치다/이르다'

「프레드릭」 「으뜸헤엄이」 「미스 럼피우스」

「부엉이와 보름달」 「바구니 달」 「소피의 달빛 담요」

「솔이의 추석이야기」 「만희네 집」 「사물놀이」

「도산서원」 「경복궁」 「새색시」

「백두산 이야기」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옛날옛날 관악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생명의 나무」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4. 지구인

함께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도 잘 모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시속 1700km로 자전하면서 초속 30km로 태양을 도는 지구

그 지구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공간으로나 시간으로나 우주 그 이상의 세상전체와 연결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루고 세상이 우리를 이룹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 찰나에 붙잡아 남겨놓은 '지구기록' 

그 모두가 인간이 그린 조각그림, 인문입니다

조각을 맞추어보고. 그것을 다시 조각삼아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살아 숨쉬는 그것이 세

상입니다

한국인이며 지구인이며 태양계인이며 은하계인이며 미지의 우주인인 우리,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권하는 책

「생명의 역사」 버지니아 리 버튼 / 「빨간꽃 초록잎」 탁혜정

토론 : 나의 지구기록

  

5. 그림책 꽃

그림책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꽃이 아름다운가요

어떤 꽃을 모을까요

어떤 꽃을 권할까요

왜. 그러한가요

그림책 꽃을 바라보며

그림책 씨앗을 생각합니다

그림책 꽃을 바라보며

그림책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림책 꽃 속에 있는

나,

너,

우리,

지구,

신비함을 생각합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공간입니까

어떤 어린이가 있습니까

어떤 어른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책 꽃이 피어나면 좋을까요

왜 그러한가요

그림책 꽃으로 세상을 그려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과 / 움직이지 않는 것

실제 있는 것과 / 상상 속에 있는 것(논픽션/ 픽션)

천체/ 지구/ 인간

자연/ 사람

문학/ 개념 언어 철학 과학 사회 기술 인물/ 예술

•권하는 책

「어린이와 그림책」 마쓰이 다다시 / 「나랑 같이 놀자」 마리 홀 엣츠/ 「아름다운 나무」 박 레지나

토론 : 나의 그림책꽃, 픽션/넌픽션, 그림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b1 「사과가 쿵」 과학?

「곰 사냥을 떠나자」 문학?

「코를 킁킁」 과학?

「만희네 집」 개념?

「기차 ㄱㄴㄷ」 언어?

b2 「프레데릭」 철학?

「미스 럼피우스」 사회?

「부엉이와 보름달」 문학?

「고사리손 요리책」 기술?

「빨간꽃 초록잎」 과학?

b3 「이상한 화요일」 문학?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사회?

「하늘을 나는 어린왕자」 인물?

「수궁가」 예술?

「지하철은 달려온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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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그림책 워크샵, 강의, 강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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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도서상, 문화부장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