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생, 그림책이 되다!

시민대학�
93� 미리보는� 데이

(일  시) 2022. 9. 3.(토) 10시 ~ 11시
(장  소) 논산시평생학습관
(주  제) 삶을 담아내는 그림책의 매력

구분 시민공통영역/  시민과 표현1분야
세부 프로그램명 인생, 그림책이 되다!

목표
1.나와 가족, 이웃들의 꿈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내어 스스로의 삶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회복한다. 
2.논산시민으로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의 주체가 된다.
3.그림책 창작과 출판 체험을 통해 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주요 대상 학습자(수) 운영기간 및 총시간 강사

논산 시민
*등록 주소지 기준 15명 2022.9.23. ~ 11.25.(20h)

금 / 10:00~12:00
박선아 회장

(두근두근그림책연구소 
경기지회)

차시             세부 교육내용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차시
(2022. 9. 23.)

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그림책 출판 과정의 이해

내용  그림책의 구성 및 글과 그림의 관계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그림책 읽기

2차시
(2022. 9. 30.)

주제  나의 이야기 나의 그림책

내용
 소재와 주제 찾기
 생생하게 그려낸 나의 삶 이야기로 쓰기
‘나는 OO이다’ 나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그림으로 표현하기

3차시
(2022. 10. 7.)

주제  스토리보드 만들기

내용  이야기 틀에 맞게 대충 그림 그리기
 그림과 그림 사이의 여백 정하기

4차시
(2022. 10. 14.)

주제  그림책 표현 기법 실습

내용  표현 재료에 따른 다양한 그림책 보기 및 감정 이해
 내 이야기에 맞는 재료와 표현 기법 찾기

5차시
(2022. 10. 21.)

주제  원화 그리기

내용  이야기에 어울리는 전체 그림 그리기
 표현할 재료와 기법, 글의 위치 고려하여 그리기

6차시
(2022. 10. 28.)

주제  원화 채색 1차

내용  선택한 재료로 이야기의 전체 그림 채색하기
 글의 위치를 고려하여 바탕색 조정하기

7차시
(2022. 11. 4.)

주제  원화 채색 2차

내용  그림 수정 및 보완 작업
 색, 밝기, 윤곽선 등 주제와 분위기에 맞게 조정하기

8차시
(2022. 11. 11.)

주제  원화 스캔 및 글과 그림 편집

내용  앞표지, 뒤표지, 속표지, 제목 정하기
 원화 그림 스캔하기

9차시
(2022.11. 18.)

주제  편집 후기 및 마무리
내용  ‘나도 그림책 작가’ 과정 참여 소감 및 작가의 말 쓰기

10차시
(2022. 11. 25.)

주제  최종 인쇄 파일 검토 수정 및 승인
내용  인쇄 전 글과 그림, 서지 정보 등 확인 후 승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