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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과학

11 누리 3 누리 4 누리

1 특성화 2 특성화

2 누리

누뿔2.0 3단계 2호

놀이 주제는 '파릇파릇 봄이 왔어요'예요!

함께 알아볼 경제는

'선택해요'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동화를 읽고, 종이 접시를 이용해 동화 속 앵무새와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만들

기를 해 봅니다. 경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를 유아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봄꽃이라면 개나리 담장을 꾸며요 푸르게 푸르게 너랑 나랑 틱택토

우리 반에 봄이 왔어요

자연물로 액자를 꾸며요.

따따따 나팔 부는 나팔꽃
나팔꽃 씨앗을 심고 기르며

식물의 성장을 관찰해요. 

상자놀이

개나리 담장 쌓기

나의 선택은?

누리는 어떤 장난감을 선택했을지

동화를 읽어 보아요.

선택해서 만들어요

종이 접시로 앵무새와 자동차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만들어요. 

2 누리와 함께 놀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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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준비물

1. 물건을 샀을 때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여러 물건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고민했던 적이 있니?

- 왜 고민했었니?

2. 동화책을 읽으며 별지를 붙여 완성한다.

- 생각 별지를 동화책에 붙여 접었다 폈다 해 보자.

- 물음표 그림 위에 내가 선택한 장난감을 붙여 볼까?

3.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눈다.

- 마트에 간 누리는 어떤 고민을 하였니?

- ◯◯이는 앵무새와 자동차 중에 어떤 장난감을 골랐니?

누뿔과 놀아요

·동화책 ·별지

·풀

18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놀이 준비물

1. 종이 접시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지 생각해 본다.

- 앵무새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거니?

- 종이 접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보자.

누뿔과 놀아요

· 종이 접시 ·활동지

·풀

·셀로판 테이프

·그리기 도구

2.앵무새 또는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만든다.

   선택 ① 앵무새 만들기

1.종이 접시를 반으로 잘라2

조각을 ㄱ모양으로 붙여요.

2.눈, 꼬리, 깃털을 자유롭게붙

여서 꾸며요.

3.완성한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 이는 무엇을 만들었니?

- 왜 그것을 선택해서 만들었니?

선택 ② 자동차 만들기

1.종이 접시를 반으로 자른

뒤 꾸밈 종이를 떼어 자동

차 무늬를 꾸며요.

2.창문과 바퀴를 붙여 완성

해요.

종이 접시를 ㄱ 모양으로 붙

일 때 셀로판 테이프로 튼튼

하게 고정해요.

TIP

2 특성화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놀이 안내 영상

놀이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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