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발하고 유쾌한 상상,

미용실에 울끈불끈 고릴라가 나타났다!

홍두는 미용실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요.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가겠다고 버티지요. 그

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고릴라 미용실’이라는 수상한 이름을 가진 미용

실이요. 엄마, 아빠와 함께 고릴라 미용실을 찾아간 홍두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미용실에 털이 북

슬북슬한 진짜 고릴라들이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고릴라 미용사라니! 놀랍지 않나요? 《고릴라 미용실》은 이렇듯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이 담긴 동

화책입니다. 사륵사륵 부담없이 책장을 넘기며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라고 공감하면서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느라 지

친 아이들에게 ‘미용실에 고릴라가 있다’는 깜찍한 소식을 전해 보세요. 긴장을 풀고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고릴라들의 이야기에 쏙 빠져들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독후 이해 활동

Q  다음을 읽고 책 속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  )안에 하세요.

고릴라 미용실

 

글 박준희, 그림 한담희/ 책고래

홍두는 미용실 
가는 것을 
좋아한다
(        )

고릴라
미용실은 새로

개업했다
(        )

홍두는
블록을 좋아한다

(        )

아빠는
탈모 걱정이 없다

(        )

민 고릴라들은
처음부터

인간털을 붙였다
(        )

털박사는
척척본드를
개발했다
(        )

홍두는
로봇 블록을
선물 받았다

(        )

홍두는 겨울방학
중이다
(        )

아기 고릴라들은
털 체험학습을

왔다
(        )

올해 털 축제에
원장은 지각했다

(        )

엄마는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        )

원장은 세계 헤어
대 축제 그랑프리
수상을 받았다

(        )



Q  홍두처럼 가야할 곳에 가기 싫다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이 있나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해 보고 스스로에게 칭찬이나 격려하는 상장을 만들어보세

요.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과 격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름             

위 어린이는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예시안)

     넓은 마음  
                    
              이름    홍 두     

위 어린이는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잘 참고, 고릴라원장을 도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왔기에 칭찬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XXX년  X월   X일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미용사가 되어 세계 헤어 대 축제에 참가하는 고릴라 원장을 멋지게 꾸며 보세요. 집

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거나 꾸밈 재료를 이용해도 좋아요.(털실, 색종이, 수수깡, 빨대, 

모루, 골판지, 이쑤시개, 색연필, 싸인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