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을 좋아하는 남쪽 북쪽 동물들이

한반도 남북 사이에 있는 ‘사이 큰 숲’에 모여

쿵덕쿵덕 떡을 만들어 쑥떡쑥떡 나눠 먹어요.

남쪽 북쪽 떡 모양이 다른데, 맛은 또 어떨까요?

신나게 동요를 부르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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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를 부르면서 읽는 우리 떡 그림책

이미옥 글 | 위아영 그림

글 이미옥

아이들에게 책과 친해지는 신나는 놀이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의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가 당선되었고, 창작과비평사의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받으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달의 우수게임에서 <동시팝>, <누구지?> 보드게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회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토이어워드 우수완구상도 수상했어요. 지은 책으로는 <가만있어도 웃는 눈>, <꿈의 

다이어리>, <내 이빨 먹지마>, <백설기를 사랑한 라엘공주>, <춤추는 이불> 등 여러 권의 동화책, 그림책, 동시집들이 있어요.

그림 위아영

산책을 좋아하고 언젠가 고양이 알레르기도 사라져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게 꿈인 그림쟁이입니다. 조카들에게 멋진 

이모로 기억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동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태극기를 그리는 

아이들>, <더덕이 목욕할 때>, <채소야? 과일이야?>, <아토피별에 다녀온 민수>, <나는야, 건강 지킴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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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가 당선되었고, 창작과비평사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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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아영

산책을 좋아하고 언젠가 고양이 알레르기도 사라져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게 꿈인 그림쟁이입니다. 조카들에게 멋진 

이모로 기억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동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태극기를 그리는 

아이들>, <더덕이 목욕할 때>, <채소야? 과일이야?>, <아토피별에 다녀온 민수>, <나는야, 건강 지킴이!> 가 있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사이 큰 숲’*으로 모였어요.

온 숲에 쑥이 잘 자랐거든요.

여기는 한반도 남북 사이에 있는 숲입니다.

* 사이 큰 숲 : 사람들이 살지 않는 숲으로 남쪽, 북쪽 동물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랍니다.

쑥쑥 자란 어린 쑥잎을 

쏙쏙 뽑아 바구니에 담았어요.

손톱에 쑥물이 들어도 괜찮아요.

쑥떡 먹을 생각에

꿀떡 침이 넘어갔으니까요.



“쑥을 넣고 개피떡*을 만들자.”

똘똘한 부엉이 말에 모두 힘을 모아 

커다란 쌀가루 자루를 가져왔어요.

보들보들 쌀가루에 쑥을 넣고

멧돼지는 주물주물

너구리는 조물조물

다람쥐는 쪼물쪼물 떡 반죽을 주물렀어요.

* 개피떡 : 찐 떡 반죽을 얇게 밀어 팥고물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찍어낸 떡이에요.



동물들이 개피떡을 만드는 동안,

수달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팥고물 송송 떡 바람 숭숭

반달눈 웃음 방긋방긋 개피떡

설명절* 먹는 말랑말랑 개피떡

떡 한입 베어 물면 떡 바람 숭숭

바람 한입 빠져나와.

또 한입 베어 물면 팥고물 송송

입안 가득 고소해.”♪

모두 자기의 반달눈만 한 개피떡을 만들었어요.

개미는 얼마나 작은 개피떡을 만들었을까요?

* 설명절 : 한 해를 시작하는 음력 1월 1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설날을 설명절이라고 불러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쑥을 좋아하는 곰은 

슬쩍슬쩍 쑥을 더 넣었어요.

옛날부터 쑥을 싫어하는 호랑이는 

슬금슬금 쑥을 다 빼냈어요.

“이걸로 무슨 떡을 만들까?”

호랑이는 하얀 떡 반죽을 주물럭거렸어요.

“북쪽은 설명절에 개피떡, 찰떡, 송편을 먹어.

만두와 떡국을 먹기도 하지.

남쪽에서는 떡국을 먹어.

네 꼬리 같은 가래떡*을 만들면 좋겠네.”

똘똘한 부엉이 말에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 가래떡 : 찐 떡 반죽을 둥글려서 길고 가늘게 만든 흰떡이에요.



호랑이가 가래떡을 만드는 동안,

곰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떡 반죽을 둥글게 굴려 굴려

가늘고 길게 굴려 굴려 굴려

긴 가래떡 먹으면 오래오래 더 산대.

설날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대.”♪

“꼬리 길이만큼 가래떡을 가져가도 좋아!”

호랑이는 길쭉한 가래떡을 가져갔고,

토끼는 짤막한 가래떡을 가져갔어요.

“난 얼굴 빼고 다 꼬리야.”

뱀은 얼마나 긴 가래떡을 가져갔을까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사이 큰 숲’으로 다시 모였어요.

온 숲에 수리취나물*이 잘 자랐거든요.

보들보들 쌀가루에 수리취나물을 넣고 

멧돼지는 주물주물

너구리는 조물조물

다람쥐는 쪼물쪼물 떡 반죽을 주물렀어요.

“자, 모여봐! 내가 떡살* 줄게.”

딱따구리가 따다닥딱딱 거리며 만든 떡살을

동물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마다 발바닥만 한 수레바퀴 모양이에요.

* 수리취나물 : 산이나 들에서 나는 대표적인 봄나물이에요.

* 떡살 : 떡을 눌러 여러 가지 모양을 찍어내는 나무 판이에요.



동물들이 수리취떡*을 만드는 동안, 

딱따구리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떡 반죽을 둥글게 둥글게 빚어

수레바퀴 떡살을 꾹꾹 찍어라.

수리수리 수리취떡을 동글동글 만들어라.

신나고 재미나게 동글동글 만들어라.”♪

동물들은 떡살 찍는 재미에 

얼마나 많은 수리취떡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모두 자기 발바닥만 한 수리취떡을 만들었어요.

곰은 얼마나 큰 수리취떡을 만들었을까요?

* 수리취떡 : 수리취나물을 넣은 쌀가루 반죽에 떡살로 모양을 내서 쪄낸 떡이에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자!”

똘똘한 부엉이 말에 모두 활짝 웃었어요.

오늘은 단오* 거든요.    

동물들이 수리취떡을 나눠주는 동안, 

딱따구리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단오날 먹는 수리취떡 빚어

맛있고 재밌는 수리취떡 빚어

남쪽 한 바퀴, 북쪽 한 바퀴

동네 두 바퀴 떼굴떼굴 굴려라.

떼굴떼굴 떽떼구루 떼굴떼굴 굴려라.”♪

“띵동!” 

문 앞에 수리취떡이 있다면

‘사이 큰 숲’에서 보내온 떡이랍니다.

* 단오 : 우리나라 명절로 음력 5월 5일이에요. 수리취나물로 단오떡을 만들어 먹어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사이 큰 숲’으로 다시 모였어요.

오늘은 추석*이거든요.

반달처럼 따로 지냈던 동물들이

보름달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보들보들 쌀가루에 봄에 뜯었던 쑥을 넣고 

멧돼지는 주물주물

너구리는 조물조물

다람쥐는 쪼물쪼물 떡 반죽을 주물렀어요.

* 추석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로 음력 8월 15일이에요. 햅쌀로 송편을 만들어 먹어요.



가을 들녘에서 잘 익은 햇곡식

팥, 콩, 참깨, 밤을 넣고 송편*을 빚었어요.

남쪽에서 온 동물들이 송편을 만드는 동안,

토끼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우리 우리 송편은 오동통통 반달 모양 

아담하게 작아요.

잘 익은 햇곡식을 넣어서 빚었어요.

귀여운 우리 송편은 달콤해요.

랄랄라 우리 송편은 달콤해요.”♪

* 송편 : 쌀가루 반죽에 팥, 콩, 참깨, 밤 등을 넣고 만들어 쪄낸 떡이에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 동물들이 송편을 만드는 동안,

여우도 노래를 불러줬어요.

“우리 우리 송편은 두툼두툼 주먹 모양

먹음직스럽게 큼직해요.

잘 익은 햇곡식을 넣어서 빚었어요.

푸짐한 우리 송편은 담백해요.

랄랄라 우리 송편은 담백해요.”♪

남쪽 북쪽 송편 모양은 다르지만

쫄깃쫄깃 맛있어요.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떴어요.

아기 다람쥐가 소원을 빌었어요.

“모두 같이 살게 해주세요. 헤어지는 건 싫어요!”

부엉이가 말했어요.

“응, 곧 통일이 될 거야.”

부엉이는 똘똘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북적북적 다 같이 만든 

쑥떡쑥떡 쑥송편을 먹었어요.

손에 손잡고 둥글게 강강술래*

빙빙 돌며 춤을 췄어요.

* 강강술래 : 추석날 보름달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돌며 춤추는 민속놀이에요.



“통일되면 사람들을 초대하자.”

부엉이 말에 모두 신나 초대장을 썼어요.

“여기는 한반도 남북의 사이 

크고 아름다운 숲이 있지요.

평화통일되면 우리 다 함께 모여

남떡 북떡 우리 떡을 만들어봐요.

남북에서 우리 떡을 쿵덕쿵덕 만들어요.

남떡 북떡 우리 떡을 쿵덕쿵덕 만들어요.

다시 만날 그때까지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모두 안녕 안녕~”♪

동물들은 하나 되어 노래를 불렀어요.

“띵동!”

통일되면 동물들의 초대장이 날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 표기 부분 : QR코드를 찍으면 동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떡이름 명절

떡이름 명절

떡이름 명절

떡이름 명절

독후활동

명절에 먹는 떡들을 소개합니다.

- 떡 설명을 듣고 떡 이름을 적어보세요.

- 어떤 명절에 먹는 떡인지 적어보세요.

- 내가 좋아하는 떡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찐 떡 반죽을 얇게 밀어 팥고물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찍어낸 떡

수리취나물을 넣은 쌀가루 반죽에

떡살로 모양을 내서 쪄낸 떡

쑥을 넣은 쌀가루 반죽에 팥, 콩,

참깨, 밤 등을 넣고 만들어 쪄낸 떡

       찐 떡 반죽을 둥글려서

  길고 가늘게 만들어 낸 흰떡



32

내 얼굴

내 발바닥 떡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떡살을 그려보세요.

- 가운데 동그라미에 내 얼굴을 그려보세요.

- 내 얼굴 그림의 양쪽 옆에 내 발바닥과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떡살을 그려보세요.

남쪽과 북쪽의 설명절에 먹는 음식을 적어보세요.

- 남쪽의 설명절 음식은 무엇일까요?

- 북쪽의 설명절 음식은 무엇일까요?



5

북쪽 송편

4

남쪽 송편

남쪽 송편과 북쪽 송편을 살펴보아요.

어떤

모양인가요?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송편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사이 큰 숲’에서 어떤 초대장이 왔을까요?

- 동물들은 어떤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 동물들이 쓴 초대장을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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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송편 북쪽 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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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떡 북떡 쑥떡쑥떡〉

오디오북

〈캠핑 가는 날〉

애니메이션

〈사라진 마법의 구슬〉

오디오북

〈그래! 달라도 괜찮아!>

애니메이션

〈캠핑 가는 날〉

오디오북

〈그래! 달라도 괜찮아!>

오디오북

〈이혜리와 리혜리〉

애니메이션

〈사라진 마법의 구슬〉

애니메이션

정답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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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찍으면 애니메이션 또는 오디오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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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하게 작아요. 먹음직스럽게
   큼직해요.

달콤해요. 담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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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좋아하는 남쪽 북쪽 동물들이

한반도 남북 사이에 있는 ‘사이 큰 숲’에 모여

쿵덕쿵덕 떡을 만들어 쑥떡쑥떡 나눠 먹어요.

남쪽 북쪽 떡 모양이 다른데, 맛은 또 어떨까요?

신나게 동요를 부르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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