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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봄 동산 액자

봄 동산에 놀러 온 달팽이를

포일 아트 종이로 꾸며요.

미술

팔랑팔랑 나는 나비

고무줄 나비를 날려 보고

탄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과학

꽃마차를 타고 가요톡톡! 병아리를 깨워요

1 누리

봄을 닮은 마음

포근함은 어디에 있을지

동화 속에서 찾아보세요.

1 특성화

포근포근 봄꽃 이불

봄꽃 스티커를 이불에 붙이고

고양이 인형에게 덮어 주어

포근함을 함께 느껴 보세요.

2 특성화 연간 교구

나만의 마음 친구 꾸미기

고양이 인형을 꾸며 

마음을 나누는 

애착 인형을 만들어요.

2 누리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

4 누리3 누리

나는 봄을 찾는 탐정

봄은 식물들이 새로운 옷을 갈아 입고, 겨울잠을 잤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동식물에게 활력을 주는 계절이며 아울러 사람들에게

도 한 해를 새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날씨와 생활 등에 많은 변화를 주는 계

절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유아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날씨의 변화,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누뿔2.0 1단계 1호 
놀이 주제는

'봄이 오나 봄'이에요!

포근함은 보드랍고 따뜻해서 편안한 기분이에요. 사람, 물건, 때로는 살랑 부는 봄바

람에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포근함은 정이나 가깝다는 느낌, 그리고 안아 주

고 싶은 느낌과 비슷해요. 주변에서 포근함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알아볼 마음은

'포근함'이에요!

마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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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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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화

놀이 준비물

누뿔과 놀이해요 1.동화책을 만들어 본다.

-책 표지와 두 장의 내지 붙이는 곳의 같은 모양끼리 풀칠을 해서 붙여 보자.

2.동화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 동화를 들으며 동화책을 살펴보자.

3.동화 속 내용을 회상하며 마무리한다.

- 동화 속에서 포근함은 어디에 있었니?

놀이 준비물 에 있어요

누뿔과 놀이해요

·봄꽃 이불 ·봄꽃 스티커 ·활동 안내서

1.봄꽃 스티커를 색칠한 후 봄꽃 이불에 붙여 본다.

2.봄꽃 이불을 안아 보고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봄꽃 이불을 안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자.

TIP 연간으로 제공되는 고양이 인형에게 

봄꽃 이불을 덮어 주고 

고양이 인형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2 특성화

우리 집에 있어요

·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리기 재료 

·봄을 닮은 마음 표지 ·봄을 닮은 마음 내지 2장

놀이 안내 영상

놀이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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