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미술 과학

친구에게 옷을 입혀요나를 소개해요

1 누리

1 특성화 2 특성화

2 누리

나이스 샷!

4 누리3 누리

친구와 함께 딸랑딸랑 

함께 알아볼 마음은

'사랑'이에요!

마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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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화와 짜증 안심 차분함 행복 기쁨과 슬픔 부끄러움 그리움 신남 만족 감사포근함

누뿔2.0 1단계 2호 

놀이 주제는'나랑 친구 하자'예요!

골프장

상자놀이

4 누리와 함께 놀이할 수 있어요.

친구의 멋진 무늬 옷

빗자루 붓에 물감을 묻혀 

친구의 옷에 무늬를 찍어 꾸며요.

나는 강낭콩 농장의 농부

강낭콩을 심어서 키워 보고 식물의 

성장 과정에 관심을 가져요. 

사랑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고 원하는 것은 뭐든 해 주고 싶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사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동화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느껴 보세요.

사랑 퍼즐을 맞추어요

동화 속 사랑의 장면을 회상해 보며

퍼즐을 맞추어 보세요.

*엄마표 놀이 영상은 4월 13일부터 주차별로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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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준비물

1.거울로 얼굴을 살펴본다.

-거울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자.

2.액자에 모양 조각을 붙여 내 얼굴을 꾸민다.

- 모양 조각을 떼어 낸 후 얼굴 모양 조각을 먼저 액자에 붙여 보자.

- 얼굴 모양 조각 위에 색을 칠한 모양 조각을 붙여 얼굴을 만들어 보자.

3.내 얼굴을 소개한다.

-내가 꾸민 액자를 들고 가족들에게 나를 소개해 보자.

누뿔과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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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

우리 집에 있어요

·거울

·풀

·꾸미기 재료 

·모양 조각 ·액자

놀이 안내 영상

2 누리 놀이 안내 영상

에 있어요놀이 준비물

1.놀이 방법을 알아본다.

- 마음에 드는 친구 판을 고른 후 그 친구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 판을 골라 보자.

- 친구 판과 옷 판을 겹쳐 구멍을 잘 맞춘 후 끈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연결하면 된단다.

2.끈 꿰기를 해 본다.

- 마음에 드는 친구 판과 옷 판을 골라 끈을 꿰어 보도록 하자.

누뿔과 놀아요

·친구 판 2개 ·옷 판 2개 ·끈 2개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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