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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북(Big Book) 이란?

빅북(Big Book)은 말 그대로 큰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때 보다 큰 책으로 읽어 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책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

을까하는 기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과 어린이 책 전

문가가 모여 석달간 고민에 고민을 거급 하였습니다. 수십, 수백만권의 그림책 가운데 단 몇 권을 고

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림도 좋아야 하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읽어주기 위해 

만든 책이다 보니 글감이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해야 합니

다. 그러다 보니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한 도서 가운데 선별하여 빼는 일이 더 큰 곤혹이었습니다. 이

렇게 해서 모두 마흔 세권의 책이 선정되었고 여러 출판사와 작가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빅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빅북으로 만들어진 그림책들에 대한 소개와 도서관에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간

단한 팁을 빅북활용매뉴얼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library.kr>경기도 DB)를 통해 확

인하세요.

모조록 빅 북이 경기도 도서관과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빅북 제작

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를 기대합니다.

빅북(Big-Book) 대상 그림책 선정 기준

∘6~7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와 그림의 완성도가 높은 책

∘여럿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좋은 책

∘도서관에서 꾸준히 읽혀지고,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책

∘구연자가 읽어주기 좋고, 적절한 글감이 되는 책 (5~10분 분량)

∘이미 너무 알려져 있거나, 다양한 2차 저작물이 생산․배포된 책은 제외



빅 북(Big Book) 목록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1 길아저씨�손아저씨 권정생�글,� 김용철�그림 국민서관 2006

2 나는�형이니까 울프�닐슨�글,� 에바� 에릭슨�그림 크레용하우스 2009

3 낮잠�자는�집 오드�리우드�글,� 돈우드�그림 보림 2000

4 눈물바다 서현�글,� 그림 사계절 2009

5 달샤베트 백희나�글,� 그림 스토리보울 2010

6 도대체�그동안�무슨�일이�일어났을까 이호백�글,� 그림 재미마주 2000

7 도서관�생쥐� 2 다니엘�커크� 글,� 그림 푸른날개 2009

8 도서관에�간� 사자 미셸�누드슨�글,�케빈�호크스�그림 웅진주니어 2007

9 돌부처와�비단장수 박지윤�글,� 그림 아지북스 2009

10 돼지책 앤서니�브라운�글,� 그림 웅진주니어 2001

11 똥벼락 김회경�글,� 조혜란�그림 사계절 2001

12 로봇친구 오세나�글,� 그림 장수하늘소 2013

13 만희네집 권윤덕�글,� 긂 길벗어린이 1995

14 봄을�찾은�할아버지 한태희�글,� 그림 한림 2011

15 사랑에�빠진� 개구리 맥스�벨트하우스�글,� 그림 마루벌 1995

16 서로를�보다 윤여림�글,� 이유정�그림 낮은산 2012

17 선인장호텔 브렌다�리버슨�글,� 그림 마루벌 1995

18 세� 엄마� 이야기 신혜원�글,� 그림 사계절 2008

19 세상에서�제일�힘센�수탉 이호백�글,� 이억배�그림 재미마주 1997

20 손큰�할머니의�만두�만들기 채인선�글,� 이억배�그림 재미마주 1998

21 신선바위�똥바위 김하늬�글,� 권문희�그림 국민서관 2012

22 심심해서�그랬어 윤구병�글,� 이태수�그림 보리 1997

23 씨름 김장성�글,� 이승현�그림 사계절 2007

24 엄마가�알을� 낳았대 배빗�콜� 글,� 그림 보림 1996

25 엄마까투리 권정생�글,� 김세현�그림 낮은산 2008

26 예방주사�무섭지�않아 후카미�하루오�글,� 그림 한림 1993

27 요셉의�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심스�태백�글,� 그림 베틀북 2000

28 우리�몸의�구멍 허은미�글,� 이혜리�그림 길벗어린이 2000

29 우리�가족입니다 이혜란�글,� 그림 보림 2005

30 우산도둑 시빌�웨타신하�글,� 그림 보림 2011

31 으뜸�헤엄이 레오�리오니�글,� 그림 마루벌 1997

32 장수탕�선녀님 백희나�글,� 그림 책읽는곰 2012

33 저승사자에게�잡혀간�호랑이 김미혜�글,� 최미란�그림 사계절 2008

34 정신없는�도깨비 서정오�글,� 홍영우�그림 보리 2007

35 줄줄이�꿴�호랑이 권문희�글,� 그림 사계절 2005

36 커졌다 서현�글,� 그림 사계절 2012

37 토끼뻥튀기� 정해왕�글,� 한선현�그림 길벗어린이 2008

38 해님달님 송재찬�글,� 이종미�그림 국민서관 2004

39 호랑이�배에서�덩딱기�덩딱 박현숙�글,� 구소리�그림 한솔수북 2012

40 호랑이가�준� 보자기 서정오�글,� 김은정�그림 한림 2007

41 혹부리�할아버지 송언�글,� 이형진�그림 국민서관 2008

42 홍길동 홍영우�글,� 그림 보리 2006

43 훨훨간다 권정생�글,� 김용철�그림 국민서관 2003



빅 북(Big Book) 단체 대출 방법 안내

1.  빅북 소장자료 : 장수탕선녀님 등 43종 
   * 빅북사이즈는 30~40cm 정도. 책에따라 크기가 다름

2. 대출대상기관 : 경기도내 공공, 작은, 학교도서관 중 우선 신청기관

3. 빅북활용 방법 : 사서 및 활동가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에 활용

4. 최대 대출기간 : 최장 1개월

5. 대출/반납방법 
    1) 신청기관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및 반납 진행 
        (* 책 훼손의 위험이 있어 택배수령 불가함)
    2) 책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처리 후 반납할 것.
    3) 책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하고, 빅북 담당자로 부터 확정 받은 후 

대출 진행
    4) 책 반납과 함께 간단한 활용사진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메일로 제출 요망

6. 대출/ 반납 절차안내

6. 담당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신정아 (Tel.031-248-9993 / jashin@library.kr)
            홈페이지: http://www.library.kr/bookmagic/index.do

7. 위  치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수원 선경도서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 



빅 북 대 출 신 청 서

대출기관

① 기관명 ② 인수자
이름 :

직급 : 

③ 주 소 ④ 연락처

tel.

H.P

E-mail:

배포자료 ⑤ 품  명 빅북 및 빅북활용매뉴얼 ⑥ 수  량 - 도서 : 43종 43권

대출사항 ⑦ 대출기간
2015.   .   . ~
       2015.   .   .

⑧ 반납일

용 도  

     정보소외계층 및 아동 대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빅북(Big Book)』을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월   일

                                                       인 수 인

경 기 도 지 사



1. 기 관 명       

2. 담 당 자 이 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3. 일    시  2015.   .    .  ~  2015.   .    . 

4. 활용 자료  빅북 43종  

5. 활용 대상  (빅북 활용대상 이용자를 알려주세요. )

6. 자료 상태  (수선을 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어주세요)

7. 활용 내용  (프로그램 명, 기간, 활용방법을 적어주세요)

8. 제    안  (빅북과 관련해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경기도 빅 북 활용 결과보고서

[별  첨]  사진 첨부 (※사진 원본파일 별도 발송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