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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주제

1호
비행기 
조종사

로봇
디자이너 고고학자 경찰관 치과의사

우주
비행사요리사

누뿔2.0 2단계 2호
놀이 주제는'친구가 좋아요'예요!

함께 알아볼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 소방관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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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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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화 2 특성화

우리 친구 하자 오늘은 내가 요리사 화분에 쏘옥

친구와 함께 봄꽃 낚시

상자놀이

3 누리와 함께 놀이할 수 있어요.

너랑 나랑 우정 팔찌

친구야 이 머리 어때?

스텐실로 색다른 

머리 모양을 표현해요.

붉게 물든 봉선화

봉선화 씨앗을 기르며

식물의 성장을 관찰해요.

헤어 디자이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가꾸어 주는 사람이에요. 손님에게 어울릴 머리 

모양을 추천하고, 빗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모양을 내지요. 파마로 구불구불한 

머리 모양도 만들어 내요. 다양한 머리 모양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섬세한 미용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해요.

짤깍짤깍 내게 맡겨요

헤어 디자이너의 일과를

그림책을 통해 알아보아요.

내가 바로 헤어 디자이너 

인형으로 헤어 디자이너가

일하는 모습을 흉내 내요.

* 엄마표 놀이 영상은 온라인 유아학교 방송 이후에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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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화

놀이 준비물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누뿔과 놀아요 1. 뒷면에 풀칠을 하고, 가로로 접어서 붙인다. 

2. 지그재그로 접었다 펼친다.

3. 중앙을 세로로 펼쳤다가 모아 접는다.

4. 미용 도구를 붙여서 책을 완성한다.

5. 책을 읽고, 헤어 디자이너의 일을 정리해 본다.

   - 헤어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

2 특성화

놀이 준비물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누뿔과 놀아요

·책 만들기 종이 ·별지 ·메뉴판

·풀

·쓰기 도구

·인형 만들기 종이 ·손전등 안내문 ·손전등 필름

·풀

·색연필, 사인펜

1.  헤어 디자이너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놀이를 한다.

- 조각을 모두 떼어 보자.

- 접는 선을 따라 인형을 접고, 붙이는 거야.

- 인형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려 보렴.

- 손님이 오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2.경험을 떠올리며 마무리한다.

-멋진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지?

놀이 안내 영상

놀이 안내 영상

TIP   1호에 들어 있는 직업 손전등과 함께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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