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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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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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표 놀이 지도서



우리 집에 있어요
놀이 준비물

1. 봄에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따뜻한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봄에 피는 꽃은 무엇이 있니?

2. 봄꽃 가면을 꾸민다.

- 별지를 쭈욱 찢어서 가면에 알록달록 꽃잎을 꾸며 보자.

3. 봄꽃이 되어 봄을 맞이한 기분을 이야기 나눈다.

- 가면을 얼굴에 대고 접었다 폈다 해 보자.

- 내가 봄꽃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4. 활동한 느낌을 평가하고 마무리한다.

- 봄꽃이 되어 보니 어떠니?

1. 영상자료를보고이야기나눈다.

-영상속에서누구를보았니?

-우리도영상속사람들처럼서로소개해보자.

2. 활동지를꾸민다.

-활동지에글과그림으로나를표현해보렴.

3. 자신을소개해보는시간을갖는다.

-(교사가먼저소개하며) 저는 OOO선생님이고, 좋아하는것은 OO이에요.

-어떤자세(목소리)로나를소개해야할까?

-친구가이야기할때는어떻게해야할까?

4. 활동한느낌을평가하고마무리한다.

-친구들에게나를소개하니기분이어떠니?

-또무엇을소개해보고싶니?

누뿔과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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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

에 있어요

·풀

"아이 따뜻해~

꽃이 활짝 피었어.”

·봄꽃 가면 ·별지

놀이 준비물

1. 수수께끼로 호기심을 유발한다.

- 봄이 되면 울타리와 담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란색 꽃은 무엇일까?

- 딩동댕! 개나리란다.

2. 활동지의 넝쿨과 무당벌레를 꾸며 놀이 상자와 놀이한다.

- 무당벌레 무늬를 색칠하고 날개를 붙여 볼까?

- 넝쿨 이파리에 잎맥을 그려 보자.

- 넝쿨 장식과 함께 놀이 상자를 꾸미도록 하자.

3. 활동한 느낌을 평가하고 마무리한다.

- 우리 집에 개나리 담장이 생기니 어떠니?

누뿔과 놀아요

“우리 집에

 개나리 담장이 생겼어!"

2 누리

·놀이 상자·활동지 ·넝쿨 장식

·그리기 도구

·풀

·셀로판테이프

우리 집에 있어요에 있어요

놀이 안내 영상

놀이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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