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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주제

1호

비행기 
조종사

로봇
디자이너 고고학자 경찰관 치과의사

우주
비행사요리사

누뿔2.0 2단계 1호
놀이 주제는

'향기로운 봄'이에요!

함께 알아볼 직업은

'요리사'예요!

헤어
디자이너 소방관 건축가

 4 5

영화감독 수의사

6 7 8 92 10 11 12

봄이 되어 따뜻해진 기후와 깨어나고 성장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오감을 통해 발

견해 나가도록 ‘향기로운 봄’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날씨, 꽃과 동식물의 성장, 바뀐 옷차림과 생활 모습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나와 연결 지어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팔딱팔딱 개구리봄이 왔어요 봄꽃이 활짝 아름다운 숲 우리가 지켜요

보글보글 냠냠 요리사

요리사의 일과를

그림책을 통해 알아보아요.

1 특성화

요리조리 요리사

요리사 인형을 만들어서 

직업 요리사를 흉내 내요.

2 특성화 연간 교구

직업 손전등과 필름

손전등과 필름으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해요.

달콤한 꿀벌 집에 놀러 와요

에어캡에 물감을 묻히고,

찍어서 꿀벌 집을 꾸며요.

아슬아슬 서커스

막대 위에 곰을 올려서

무게 중심 원리를 관찰해요.

요리사는 음식점에서 손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리사의 하루 일과

를 보면, 요리사가 하는 다양한 일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을 하는 이웃

에 관한 이해를 키웁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도 키

우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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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놀이 준비물

· 꿀벌과 벌집 종이 ·에어캡 ·털실

·가위

·물감

·물감 접시

·셀로판테이프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누뿔과 놀아요 1.물감 접시에 여러 색의 물감을 미리 짜 둔다.

2.에어캡을 4등분으로 자르도록 한다.

3.에어캡 조각에 물감을 묻힌다.

4.꿀벌 집에 물감 묻힌 에어캡을 찍어서 꾸민다.

과학

놀이 준비물

·서커스 인형 놀이판 ·놀이 안내문 ·고정핀

·셀로판테이프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누뿔과 놀아요 1.서커스 대를 만든다.

2.서커스 곰에 고정핀을 끼운다.

3.줄 위에 곰을 올린다.

4.균형 잡는 곰을 보며 무게 중심의 원리를 관찰한다.

5.생활 속 무게 중심 원리를 찾아보며 놀이를 마무리한다.

- 곰처럼 무게 중심을 잘 잡은 것이 또 있을까?

놀이 안내 영상

놀이 안내 영상

·풀

우와! 

흔들리던 곰이 

멈췄어.

TIP 조각이 끼워진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하면 더 튼튼해요.

user
선


	제목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