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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교통 기관 생활주제 개요

교통 기관 생활주제의 의미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 기관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기관은 어느 곳이든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람과 사람,
물건과 물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주고 있다. 교통 기관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고속열
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지역 또는 나라 간 이동시간이 짧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생활의
반경이 확대되었고 선박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물건이 운송 가능해지면서 전달되는
물건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렇듯 교통 기관은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삶의 도구가 되어 유아들의 경우 일
가친척을 방문하거나 산과 바다, 또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이에 교통 기관은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서 교통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교통 기관의 안전한 이용을 통해 즐
거운 교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현대 교통 기
관의 종류를 알고 그에 따른 각 교통 기관의 기능 및 특성을 인식하여 교통 기관을 안전
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 기관에 대한 만 3세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쉽
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교통 기관을 중심으로 ‘교통 기관’이라는 생활주제 안에서
관련 활동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 기관의 유형인 육상, 해상, 항공 교통 기관
은 유아들이 현재 생활 속에서 이용해 보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교통 기관을 중심으로 하
며, 가능한 실제 경험을 통하여 교통 기관의 종류가 다양함을 알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종
류에 따라 그 모양과 특성이 다름을 인식하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교통 기관’이라는 생활주제를 통해 교통 기관이 우리 생활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
아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교통 기관을 실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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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서 교통 기관이 주는 편리함과 고마움을 직접 느껴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체험
을 통해 교통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여 즐거운
교통 생활이 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생활주제 ‘교통 기관’에서는 유아들이 교통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
득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화하여 교통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바람직한 교통 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제 및 내용 구성

가. 주제 선정의 이유
만 3세 ‘교통 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육상 교통 기관’,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항공/해상
교통 기관’, ‘즐거운 교통 생활’을 주제로 다룬다. 이는 5세 누리과정에서 다룬 ‘교통 기관
의 종류’, ‘고마운 교통 기관’, ‘교통 기관의 변천과정과 구조’, ‘교통 통신과 교통 생활’ 주제
와 달라진 것으로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각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만 3세 유아에
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 기관의 유형과 그에 따른 긍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 주
제명을 바꾸었다.

<표 1> ‘교통 기관’의 주제 및 소주제의 조직
주제

소
주
제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항공/해상 교통 기관

즐거운 교통 생활

⋅육상 교통 기관과
⋅유아 주변의 일하는
⋅항공/해상 교통 기관
관련한 여러 모양
⋅즐거운 교통 생활
육상 교통 기관에
의 종류 탐색하기
탐색하기
하기
관심 갖기
⋅유아들에게 친근한
⋅항공/해상 교통 기관
⋅일하는 육상 교통
⋅안전한 교통 생활
육상 교통 기관 놀
의 모양과 특성 탐색
기관에 고마움 갖기
하기
이하기
하기
⋅육상 교통 기관에서
⋅교통 기관에 관련된
⋅육상 교통 기관의
⋅항공/해상 교통 기관
일하는 사람에게 관
시설물에 관심 갖기
움직임과 변천에 관
의 움직임 탐색하기
심 갖기
심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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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의 주제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가지 육상 교통 기관’은 유아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친근한 육
상 교통 기관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모양과 특성을 놀이를 통해 탐색해 봄으로써
육상 교통 기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과 변천 과정에까지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다.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은 육상 교통 기관 중에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통 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
심을 가져봄으로써 육상 교통 기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다.
‘해상/항공 교통 기관’은 예전에 비해 유아들의 장거리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직접적으
로 경험하게 되는 교통 기관부터 우리 생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통 기관까지 다
양한 해상 및 항공 교통 기관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모양과 특성을 탐색해 봄으
로써 해상 및 항공 교통 기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항공 및 해상 교통 기관의 움직
임에도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다.
‘즐거운 교통 생활’은 유아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대중교
통수단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교통 기관이 주는 편리함과 유용함,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도록 하고 안전하게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통 기관과 관련된 시설물에까지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다.

나. 내용 선정의 원칙
‘교통 기관’에서 포함할 교육활동 내용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3세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수
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만 4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되, 3세 유아들이 갖는 발달적 특성
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해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자
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내용을 균
형 있게 선정⋅조직하였다.
넷째, 유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통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을 심화하여 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교통 기관의 종류 및 모양, 특성, 변천과

10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교통 기관이 우리 생활에 주는 고마움과 즐거
움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 활동 개발의 원칙
‘교통 기관’은 생활주제의 특성상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통안전, 환경문제,
에너지 절약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도록 활동을 개발하
였다.
‘교통 기관‘생활주제의 활동개발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였다.
첫째, 놀이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되도록 교육활동을 영역별로 균형 있게 소개하며, 유
아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기반으로 교통 기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
도록 활동을 개발하였다.
둘째,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해 창의교육의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 요소를 교육내용
에 반영하였고, 인성교육의 덕목도 교육내용 선정에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대집단 활동 및 소집단, 개별 활동 경험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자유선택활동
영역과 대‧소집단 활동이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활동을 개발하였다.
넷째, ‘여러가지 육상 교통 기관’은 유아의 주변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이므로, 가
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실 수업과 현장 학습을 통합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활동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교육활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사진, 삽화, 관련 도서, PPT 및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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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
제

교통 기관 교육활동 종합 목록표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1-1)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쌓기
놀이

예술경험,
34
자연탐구

(1-12)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

음률

예술경험

(1-6)그림자 퍼즐을 찾아라

수⋅
조작

의사소통,
45
자연탐구

(1-10)굴러라 바퀴야

미술

의사소통,
53
예술경험

(1-9)데굴데굴 바퀴를
굴려라

과학

사회관계,
자연탐구

육
상

(1-14)네발자전거

동화,
동시,
동극

의사소통,
61
의사소통

교
통

(1-2)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쌓기
놀이

사회관계,
36
자연탐구

(1-3)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요

역할
놀이

사회관계,
38
예술경험

(1-4)휴게소에 오세요

역할
놀이

사회관계,
예술경험

(1-11)기차행진

음률

예술경험,
55
자연탐구

(1-7)기차놀이

수⋅
조작

자연탐구

육상
- 육상 교통 기관과 관련한 바
교통
퀴, 핸들, 창문, 기찻길 등
기관과
여러 모양을 탐색한다.
여 관련한 - 굴러가는 바퀴 모양에 관심
러
여러
을 가진다.
모양
- 여러 가지 모양을 다양한 방
가 탐색하기
법으로 표현한다.
지

기
관

12

활동명

유아들 - 내가 타본 육상 교통 기관에
에게
관심을 가진다.
친근한 - 육상 교통 기관의 특성에 관
육상
심을 가진다.
교통
- 유아들이 경험하였던 친근한
기관
육상 교통 기관을 놀이로 즐
놀이하기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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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1

41

47

(1-5)자동차 비밀주머니

언어

의사소통
사회관계

43

(1-15)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신체

신체운동
건강,
예술경험

64

(1-16)타이어가 되어 봐요

바깥
놀이

신체운동
건강,
67
자연탐구,
자연탐구

음률

예술경험

수⋅
조작

의사소통,
49
자연탐구

육상
-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에
(1-13)크시코스의 우편마차
교통
관심을 가진다.
기관의
- 과거의 육상 교통 기관에 대
움직임과
해 관심을 가진다.
변천에
- 옛날과 오늘날의 육상 교통 (1-8)육상 교통 기관 패
관심
턴 찾기
기관을 비교한다.
갖기

2

주
제

고
마
운
육
상
교
통
기
관

59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 주변에서 보았던 일하는 육상
유아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의 특
일하는
성에 관심을 가진다.
육상 교통
-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과 관
기관에
련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
관심 갖기
로 표현한다.

활동명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2-1)여기는 공사중입니다

쌓기
놀이

사회관계,
69
자연탐구

(2-3)음식 배달 왔어요

역할
놀이

사회관계
예술경험

73

(2-5)알록달록 교통 기
관

언어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77

(2-9)어디가 다를까요

과학

자연탐구

86

(2-10)자연물로 자동차
만들기

미술

의사소통,
88
예술경험

(2-12)교통 기관의 이름 이야기 의사소통,
93
과 특징을 말해요
나누기 의사소통
(2-13)큰 트럭 작은
트럭

음악

사회관계,
95
예술경험

13

(2-2)커다란 버스를
만들어요
- 일하는 교통 기관의 필요성에
(2-11)곰돌이네 가는
일하는
관심을 가진다.
길이 없어졌어요
육상 교통 -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의 역
기관에
할에 관심을 가진다.
(2-8)우리동네 여행하기
고마움 -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고
갖기
마운 마음을 가진다.
(2-7)육상 교통 빙고
게임
(2-14)트럭으로 날라요
- 육상 교통 기관에서 일하는 (2-4)부릉부릉 운전기사
육상 교통
사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식당놀이
기관에서
- 육상 교통 기관에서 일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사람에게
- 육상 교통 기관에서 일하는 (2-6)내짝은 어디에
관심 갖기
사람이 되어 놀이한다.

3

주
제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음률

의사소통,
90
예술경험

과학

사회관계,
84
자연탐구

수⋅
조작

의사소통
자연탐구

71

81

바깥놀 사회관계,
99
이활동 자연탐구
역할
놀이

사회관계,
75
예술경험

언어

의사소통,
79
사회관계

항공/해상 교통 기관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 항공 교통 기관의 종류를 탐
항
항공/해상
색한다.
공
교통
-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를 탐
/
기관의
색한다.
해
종류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
상
탐색하기
를 놀이로 표현한다.
교
통

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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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3-1)뚝딱! 뚝딱! 배,
비행기를 만들어요

쌓기
놀이

사회관계
101
자연탐구

(3-4)나를 찾아주세요

언어

의사소통,
107
사회관계

(3-5)어디에 숨었지

언어

의사소통
109
사회관계

(3-14)우리들의 배를
만들어요

미술

예술경험,
133
자연탐구

수⋅
조작

의사소통,
113
자연탐구

수⋅
조작

자연탐구 115

기 항공/해상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 (3-6)모양나라 요술배
교통
을 탐색한다.
관
기관의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특성 (3-7)해상 교통 기관
을 탐색한다.
모양과
퍼즐 맞추기

14

쌓기
놀이

미술

예술경험,
123
자연탐구

미술

예술경험 126

(3-12)교통 기관 소리
듣고 악기로 표현하기

음률

예술경험
128
자연탐구

(3-2)활주로 만들기

쌓기
놀이

사회관계
103
자연탐구

역할
놀이

사회관계
105
예술경험

과학

자연탐구 120

과학

자연탐구 118

게임

신체운동,
131
사회관계

바깥
놀이

예술경험,
134
자연탐구

(3-10)알록달록 열기구
특성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특성을
(3-11)두둥실 종이배
탐색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3-3)배를 타고 여행을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움직 떠나요
항공/해상
임을 탐색한다.
교통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항로 (3-9)하늘과 바다로
다녀요
기관의
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움직 (3-8)둥둥배, 퐁당배
탐색하기
임과 항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한다.
(3-13)배가 되어 보아요
(3-15)비행기, 배가
가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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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즐거운 교통 생활

소주제

즐
거
운
즐거운
교 교통 생활
통
하기
생
활

주요 내용(상세화)

활동명

(4-3)버스타고 견학가요
-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갖는다.
- 교통 기관과 관련된 즐거웠
(4-9)우리가 이용한 교통
던 경험을 나눈다.
기관
- 교통 기관을 즐겁게 이용
한다.
(4-10)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역할
놀이

신체운동
⋅건강
142
의사소통
사회관계

미술

의사소통
예술경험 157
자연탐구

미술

의사소통
예술경험 160
자연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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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경찰 지구대
방문하기

현장
체험

의사소통,
169
사회관계

(4-5)안전한 교통 생활

언어

신체운동
⋅건강 146
의사소통

(4-11)신호등을 꾸며요

미술

신체운동
⋅건강 162
예술경험

음률

신체운동
⋅건강 165
사회관계

수⋅
조작

신체운동
⋅건강
150
의사소통
사회관계

(4-13)신호등 빵
만들기

요리

신체운동
건강
167
자연탐구

(4-15)신호를 지켜요

바깥
놀이

신체운동
⋅건강, 171
사회관계

(4-4)어디에서 타야
할까요

언어

의사소통,
144
자연탐구

(4-1)세차장을 만들어요

쌓기
놀이

사회관계
138
자연탐구

(4-2)크기별로 주차하는
곳이 달라요

쌓기
놀이

사회관계
140
자연탐구

(4-7)교통 기관 시설물
퍼즐 맞추기

수⋅
조작

신체운동
⋅건강
152
사회관계
자연탐구

(4-8)교통 기관이 일하
는 곳은 어디일까요

수⋅
조작

자연탐구 155

- 다양한 교통 기관마다 지켜
(4-12)교통규칙을 지켜요
야 할 안전 규칙이 있음에
관심을 갖는다.
안전한
교통 생활 - 보행자가 지켜야할 규칙을
하기
안다.
- 신호등 등 가장 기본적인 교 (4-6)초록불에 가요
통 신호와 규칙을 경험한다.

교통
기관에
관련된
시설물에
관심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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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에 관심을 갖는다.
-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
에 대해 안다.
- 교통 기관이 일하는 시설물
에 대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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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교통 기관의 교육활동 전개 방안

교육활동 전개 시기

‘교통 기관’ 생활주제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명절 또는 방학동안 유아가 가족들과 함
께 방문한 곳이나 여행한 곳을 다루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생활주제와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될 수도 있다.
‘교통 기관’ 생활주제 이외의 다른 생활주제와 통합된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연계하여 전개할 수 있다. 학기 초에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친구, 나와 가족 등과
같은 주제에서 가족과 함께 경험해 본 교통 기관이나 유아교육 기관에 올 때 이용하는 교
통 기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교통 기관의 종류, 교통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주제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병원 등 우리
동네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교통 기관과 관련된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강과 안전 주제에서는 교통 규칙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통
합하여 다룸으로써 교통 기관을 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태도를 기본 생활 속에서 기
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통 기관’ 생활주제는 생활도구, 우리나라, 환경과 생활 등의
주제를 다룰 때나 주말이나 명절 등을 이용할 때, 연계활동을 통해 부분적인 접근이 가능
하다.
이처럼 ‘교통 기관’ 생활주제는 유아의 등, 하원과 현장 학습 시 교통안전까지도 총체적
으로 고려하여 전개시기를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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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타 생활주제로 연계된 활동의 예

타 생활주제

교통 기관의 주제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나와 가족

즐거운 교통 생활

⋅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버스타고 견학가요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네발자전거
⋅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요

즐거운 교통 생활

⋅우리가 이용한 교통 기관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우리 동네

연계 활동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즐거운 교통 생활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커다란 버스를 만들어요
⋅음식배달 왔어요
⋅신호를 지켜요
⋅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동식물과 자연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건강과 안전

항공/해상 교통 기관

즐거운 교통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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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으로 날라요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여기는 공사중입니다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둥둥배, 퐁당배
⋅안전한 교통 생활
⋅신호등을 꾸며요
⋅교통규칙을 지켜요
⋅초록불에 가요

2

생활주제 전개 과정 예시

가. 생활주제 주제망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 육상 교통 기관과 관련한 여러
모양 탐색하기
- 유아들에게 친근한 육상 교통 기
관 놀이하기
-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과 변천
에 관심 갖기

즐거운 교통 생활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 즐거운 교통 생활 하기
- 안전한 교통 생활 하기
- 교통 기관에 관련된 시설물에
관심 갖기

- 유아 주변의 일하는 육상 교
통 기관에 관심 갖기
-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고
마움 갖기
- 육상 교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기

교통 기관

항공/해상 교통 기관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에
탐색하기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과
특성 탐색하기
-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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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 교육계획안 예시
1)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교통 기관

주제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목표
날짜/요일
소주제
활동
쌓기놀이
영역

⋅육상 교통 기관과 관련한 여러 모양을 탐색한다.
⋅유아들에게 친근한 육상 교통 기관을 놀이한다.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과 변천에 관심을 가진다.

1(월)

2(화)

유아들에게 친근한
육상 교통 기관 놀이하기

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옛날 교통수단
화보보며
구성하기

자동차(기차)를
타고
소풍가요★

대
․
소
집
단
활
동

미술 영역

굴러라
바퀴야★
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

기차놀이★

시장갈
때(마트갈 때)
타고 갔어요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동화)
네발자전거★
자전거노래
부르기

육상 교통
패턴찾기★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

기차행진★

이야기
나누기

음악

20

그림자
퍼즐을찾아라★
데굴데굴
바퀴를굴려라★

동화․
동시․
동극

휴게소에
오세요★

자동차비밀주머니★

과학 영역

음률 영역

5(금)

육상 교통 기관과 관련한
여러 모양 탐색하기

언어 영역
수․조작
영역

4(목)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
임과 변천에
관심 갖기

역할놀이
영역
자
유
선
택
활
동

3(수)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신체
게임
요리
미술
현장체험

자전거 수리소 방문하기

바깥놀이 활동

동생 태우고
자전거 타기

타이어가 되어봐요★

곰돌이
손가마
태워주기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2)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교통 기관

주제

고마운 교통 기관

목표
날짜/요일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갖는다.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고마움을 갖는다.

8(월)

9(화)

10(수)

11(목)

소주제
유아 주변의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 갖기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에
고마움 갖기

활동
쌓기놀이
영역

자
유
선
택
활
동

역할놀이
영역

여기는
공사중입니다★

언어 영역

알록달록
교통 기관★

수․조작
영역

어디가
다를까요★

과학 영역

육상 교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에게 관심
갖기

커다란 버스를
만들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되어 공사하기

음식배달
왔어요★

12(금)

부릉부릉
운전 기사
식당놀이★
내짝은
어디에★
육상 교통
빙고게임★

우리동네
여행하기★

21

미술 영역

대
․
소
집
단
활
동

자연물로
자동차
만들기★

폐품으로
내가좋아하는
자동차 만들기

음률 영역

악기 연주하며
큰 트럭, 작은
트럭 노래부르기

이야기
나누기

교통 기관의
이름과 특징을
말해요★

동화․
동시․
동극

동화) 아이,
똥차

음악

큰 트럭 작은
트럭★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
에서 볼 수
있는 일하는
교통 기관은?

무거운 짐을
내가 날라
보아요

신체
게임
요리
미술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교통 기관
찾아보기

현장체험

바깥놀이 활동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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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택시운전사예요

트럭으로
날라요★

3) 항공/해상 교통 기관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교통 기관

주제

항공/해상 교통 기관

목표

날짜/요일
소주제
활동
쌓기놀이
영역

⋅항공/해상 교통
⋅항공/해상 교통
으로 표현할 수
⋅항공/해상 교통

15(월)

기관에 관련된 경험을 표현하고 종류에 대해 탐색 해 본다.
기관의 모양과 특성에 관심을 갖고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
있다.
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탐색 해 본다.

16(화)

항공/해상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과
교통 기관의
특성 탐색하기
종류 탐색하기

과학 영역
미술 영역

대
․
소
집
단
활
동

19(금)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 탐색하기
활주로
만들기★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

언어 영역
수․조작
영역

18(목)

뚝딱! 뚝딱!
배, 비행기 만들기 ★

역할놀이
영역
자
유
선
택
활
동

17(수)

어디에 숨었지★

모양나라~요술배★

해상교통 기관 퍼즐 맞추기★

풍선로켓

하늘과 바다에 다녀요★

두둥실 종이배★

음률 영역

비행기
마라카스

이야기
나누기

우리들의 배에
이름을
지어줘요

나를 찾아주세요 ★

둥둥배,
퐁당배★
알록달록 열기구★

교통 기관 소리 듣고 악기로
연주로 표현하기★
자동차, 비행기,
배가 가는 곳
알아보기

동화․
동시․
동극
음악
신체

나는야
블랙이글스

23

배가 되어
보아요★

게임
요리
우리들의 배를
만들어요★

미술
현장체험
바깥놀이 활동

보물섬 탐험하기 놀이해요

비행기, 배가
가는 곳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4) 즐거운 교통 생활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교통 기관

주제

즐거운 교통 생활

목표
날짜/요일
소주제
활동

자
유
선
택
활
동

22(월)
즐거운 교통
생활하기

쌓기놀이
영역

좋아하는 교통
기관 만들기

역할놀이
영역

버스타고
견학가요★

23(화)

안전한 교통 생활하기

2(금)

교통 기관에 관련된 시설물에
관심갖기

정류장에서
버스타요

주유소 놀이
어디에서
타야할까요★
교통 기관
시설물 퍼즐
맞추기★

초록불에
가요★
신호등을
켜보아요

과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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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목)

세차장을
만들어요★

수․조작
영역

음률 영역

24(수)

안전한
교통 생활★

언어 영역

미술 영역

24

⋅즐거운 교통 생활을 경험한다.
⋅안전한 교통 생활에 대해 안다.
⋅교통 기관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안다.

자석소방차가
소방서에 가요
신호등을
꾸며요★

우리가 이용한
교통 기관★
교통규칙을
지켜요★

우리동네
기차역 만들기

교통경찰관이
하는일

이야기
나누기
동화)난
자동차가 참
좋아

동화․
동시․
동극
대
․
소
집
단
활
동

음악

건너가는 길
노래부르기

신체
게임
신호등 빵
만들기★

요리
미술

현장체험

우리동네에
있는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찾아봐요.

바깥놀이 활동

경찰 지구대
방문하기★
신호를 지켜요★

교통경찰관 놀이를 해요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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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일 교육계획안 예시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일 ○요일

수업
일수

○/○○○일

생활
주제

교통 기관

주제

즐거운 교통 생활

소주제

안전한 교통 생활 하기

목표

일과
시간표

시간/
활동명

⋅교통 기관마다 지켜야할 안전 규칙이 있음에 관심을 갖는다.
⋅신호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 신호와 규칙을 경험한다.
~
~
~
~
~
~
~
~
~
~

09:00
09:10
10:10
10:25
10:40
11:05
12:05
12:20
13:20
13:50

09:10
10:10
10:25
10:45
11:05
12:05
12:20
13:20
13:50
14:00

활동목표

등원 및 놀이계획
자유선택 활동
정리 및 놀이 평가
간식
이야기 나누기
바깥놀이 활동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
요리
평가 및 귀가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유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분과 건강
9:00
상태를 살핀다.
~
⋅선생님과 친구에게 ⋅유아가 가지고 온 소지품 및 투약의뢰 ⋅달력
9:10
⋅날씨판
반갑게 인사한다.
서를 확인한다.
등원 및
⋅날짜와 날씨를 알아본다.
놀이계획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한다.
【언어 영역】안전한 교통 생활
⋅안전하게 교통 기관을 이용하고 보행하
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인도를 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도시철도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그림카드(안전한 교
9:10
할까?
⋅자신의 생각을 말
통 생활 그림, 안전
⋅두 종류의 카드를 섞어 뒤집어 놓는다.
~
로 표현한다.
하지 않은 교통 생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그 그림이 어떤
10:10
⋅안전한 교통 생활에
활 그림)
그림인지 설명한다.
자유선택
⋅바구니2개(빨간색,
대해 안다.
-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해볼까?
활동
녹색)
- 그림에 있는 모습은 안전하다고 생
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안전한 교통 생활 그림은 초록색바구니
에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그림은 빨
간색바구니에 넣는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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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작 영역】초록불에 가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
해 이야기 나눈다.
- 횡단보도는 무슨 색일 때 건너야 할까?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횡단보도 건너기 게
할까?
⋅신호등이 의미하는 ⋅게임의 방법과 규칙을 알아본다.
임판
⋅유아모습의 말 2개
바를 안다.
- 말을 한 개씩 갖는다.
⋅게임의 규칙을 지
- 주사위를 던져 초록색 동그라미가 ⋅주사위(3면은 빨간
키며 게임에 참여
색, 3면은 초록색 동
나오면 횡단보도에 그려진 칸을 한
한다.
그라미가 하나씩 그
칸씩 움직인다.
려진 것)
-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한번 쉰다.
- 신호등이 있는 곳까지 먼저 길을 건
너간 유아가 이긴다.
⋅게임을 한다.
⋅게임이 끝나면 규칙을 잘 지키며 게임
을 했는지 이야기 나눈다.
【미술 영역】신호등을 꾸며요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을 본적이 있니?
-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니?
-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에는 어떤 그
⋅검정색 신호등 틀
림이 있니?
(가운데 동그란 구
- 빨간불/초록불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멍이 있는 것)
의미일까?
⋅신호등을 꾸며본다.
⋅신호등을 만든다.
⋅초록색과 빨간색 동
⋅신호등의 의미와
- 속지의 교사가 그려놓은 동그라미에
그라미가 붙어있는
지켜야할 규칙에
빨간색, 초록색 동그라미 색종이를
속지, 검정색 걸어
대해 안다.
붙인다.
가는 사람 모양(걸
- 빨간색에 서있는 사람 모양, 초록색
어가는 사람과 서있
에는 걸어가는 사람 모양을 붙인다.
는 사람 모양), 빨대
- 속지 뒤에 빨대를 붙인다.
- 까만 신호등 틀에 속지를 넣는다.
⋅빨대 부분을 잡고 속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초록불과 빨간불이 보이도록 조
작해본다.

⋅교사의 신호를 듣
고 따른다.
⋅신호등, 교통표지
판의 의미를 알고
지킨다.

【음률 영역】교통규칙을 지켜요
⋅신호등과 표지판을 보며 안전규칙에 대
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이 빨간불/초록불이 되면 어떻
게 해야 할까?
- 걸을 걷다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어
떻게 해야 할까?

⋅북
⋅북채
⋅신호등
⋅표지판(정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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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를 들으며 속도에 맞춰 걷기, 뛰
기 등 자유롭게 움직여 본다.
⋅북소리를 들으며 신호등, 표지판 지키
기 활동을 한다.
- 교사가 북을 치면 그 속도에 맞추어
걷거나 뛰다가 정지 표지판을 들면
움직이지 않는다.
- 교사가 다시 북을 치며 초록색 막대
를 들면 다시 움직인다.
- 교사가 북을 치며 출입금지 표지판을
들면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간다.
10:10
⋅ 자기가 놀이한 것 ⋅자기가 놀이한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
~
은 스스로 정리해
한다.
10:25
⋅어떤 놀이를 하였는지 생각해본다.
야함을 안다.
정리 및
놀이평가
10:25
⋅ 손을 비누로 깨끗 ⋅간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이 씻는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먹는다.
10:45
⋅ 즐겁게 간식을 먹 ⋅간식을 먹은 후에 접시와 자기자리를
손씻기 및
는다.
정리한다.
간식

10:45
~
11:05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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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본 경험에 대해 이야
기 나눈다.
- 횡단보도를 보았거나 건너가본 적이
있니?
- 어디에서 횡단보도를 보았거나 건넜
을까?
⋅횡단보도, 신호등 사
- 횡단보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진이나 그림자료
⋅횡단보도 사진이나 그림을 보며 횡단보
⋅횡단보도와 신호등
도에 대해 알아본다.
⋅횡단보도 건너는 5
에 관심을 갖는다.
- 화살표는 왜 있을까?
가지 순서 그림자료
⋅횡단보도를 건너는
- 신호등은 왜 있을까?
순서를 알고 지킨다.
⋅신호등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며 신호
⋅바닥에 붙일 횡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보도 모양
-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니?
-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횡단보도 건너는 순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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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자료를 보며 횡단보도 건너는 5가
지 순서를 알아본다.
- 건널목에 선다.
- 신호등을 본다.
- 초록불이 켜지면 화살표가 있는 곳에
서서 손을 든다.
-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다.
- 손을 들고 건넌다.
⋅교사가 바닥에 횡단보도 모양을 제공해
주면 유아들이 5가지 순서를 지키며 횡
단보도 건너기를 해본다.
<신호등을 지켜요>
⋅놀이규칙을 설명한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선생님이 빨간
신호등을 들면 멈추고 초록 신호등을
들면 지나갈 수 있겠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맞추어
11:05
활동한다.
⋅게임의 규칙을 지
⋅자동차, 자전거
~
- 무슨색 신호등을 들었니?
켜야 함을 안다.
등 탈것
12:05
- 빨간색 신호등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교통 안전 규칙에
⋅신호등 막대(빨간
바깥놀이
해야 하니?
관심을 가진다.
색, 초록색)
⋅느낌을 이야기한다.
활동
- 자전거 타고 달리다 빨간색 신호등
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니?
- 초록색 신호등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니?
- 신호를 지키며 자전거를 타보니 느
낌이 어땠니?
12:05
~
⋅자기가 놀이한 것은
12:20
스스로 정리할 수
정리정돈
있다.
및 화장실
다녀오기

⋅자기가 놀이한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
한다.
⋅외투와 신발을 정리한다.
⋅화장실을 다녀온다.
⋅손을 씻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
12:20
⋅이야기를 나누며
한다.
~
즐겁게 식사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음식을 골고루
13:20
⋅식사 후 식판과 먹은 자리를 스스로 정
먹는다.
점심 및
리한다.
양치하기 ⋅식사 후 이를 닦는다.
⋅구석구석 꼼꼼히 이를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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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3:50
요리

<신호등 빵 만들기>
⋅신호등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니?
⋅요리재료를 탐색
- 신호등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니?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요리활동 재료를 탐색한다.
신호등을 상상하여
- 이것은 무엇이니?
만들어본다.
-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떠니?
⋅요리하는 즐거움을
- 색깔은 무슨 색이니?
경험한다.
- 냄새는 어떠니?
⋅다양한 모양의 찍기틀로 찍어서 신호등
을 만들어본다.

13:50
~
14:00
평가 및
귀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어떤 활동을 했
을 말한다.
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본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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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찍기틀
⋅딸기쨈과 쨈바르는
숟가락
⋅오이나 키위와 칼
⋅접시

⋅신호등에 관련된 교통안전규칙을 알아보고 지켜보는 활동이 많이 이뤄졌는데 인도를
걸을 때, 육교를 건널 때, 교통 기관을 기다리고 탈 때 등과 같은 보행자 안전규칙에
대한 활동도 좀 더 많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신호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의 신호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여
러 상황에서 표현한다. 특히 안전규칙 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빨
간색, 초록색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 초록색과 빨간색 물감을 내주어 색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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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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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 기관 교육활동의 실제
1.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2.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3. 항공/해상 교통 기관
4. 즐거운 교통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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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통 기관 교육활동 목록표

주제
활동

여러 가지
쪽
육상 교통 기관

(1-1)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쌓기 놀이
영역
(1-2)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1-3)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요
역할 놀이
영역
(1-4)휴게소에
오세요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쪽

34

(2-1)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69

36

(2-2)커다란
71
버스를 만들어요

38

(2-3)음식배달
73
왔어요

41

자
유
선
(1-5)자동차
택 언어 영역 비밀 주머니
활
동

43

(1-6)그림자
퍼즐을 찾아라

45

수⋅
조작 영역

(1-7)기차놀이

(2-5)알록달록
77
교통 기관
(2-6)내짝은
어디에

47

(1-8)육상 교통
49
패턴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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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릉부릉
운전 기사
75
식당 놀이

79

(2-7)육상 교통
81
빙고게임

항공/해상
교통 기관

쪽

즐거운
교통 생활

쪽

(3-1)뚝딱뚝딱
(4-1)세차장을
배, 비행기
101
138
만들어요
만들기
(3-2)활주로
만들기

(4-2)크기별로
103 주차하는 곳이 140
달라요.

(3-3)배를
타고 여행
을 떠나요

105

(4-3)버스타고
142
견학가요

(3-4)나를
찾아
주세요

107

(4-4)어디에서
144
타야할까요

(3-5)어디에
숨었지

109

(3-6)
모양나라~
요술배

113

(4-5)안전한
교통 생활

146

(4-6)초록불에
150
가요
(4-7)교통 기관
시설물
152
퍼즐맞추기

(3-7)해상교통
기관
115
퍼즐맞추기

(4-8)교통
기관이 일하는 155
곳은 어디일까

(1-9)데굴데굴
과학 영역 바퀴를 굴려라

51

(2-8)우리동네
84
여행하기
(2-9)어디가
다를까요

86

(3-8)둥둥배,
퐁당배

118

(3-9)하늘과
바다로 다녀요

120

(3-10)
알록달록
열기구
미술
영역

(1-10)굴러라
바퀴야

53

(2-10)자연물로
자동차
88
만들기

(3-11)두둥실
종이배

123

126

(4-9)우리가
이용한 교통
기관

157

(4-10)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160

(4-11)신호등을
162
꾸며요
(1-11)기차행진
음률
영역

55

(1-12)꼬마기차 57
치포의 여행
(1-13)크시코스 59
의 우편마차

(2-12)교통
기관 이름과
특징을
말해요

이야기
나누기
동화
․
동시
․
동극
대
․
소
집
단
활
동

(1-14)네발
자전거

(3-12)교통
기관 소리듣고
(4-12)교통
90
128
165
악기로
규칙을 지켜요
표현하기

93

61
(2-13)큰 트럭
작은 트럭
95

음악

신체

(2-11)
곰돌이네
가는길이
없어졌어요

(1-15)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64
(3-13)배가
되어 보아요

게임

131

요리

바깥 놀이
활동

167

(4-14)경찰
지구대
방문하기

169

(4-15)신호를
지켜요

171

(3-14)우리들의
133
배를 만들어요

미술
현장
체험

(4-13)신호등
빵 만들기

(1-16)타이어가
67
되어봐요
(2-14)
트럭으로
날라요

99

(3-15)비행기,
134
배가 가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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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 교육활동의 실제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

활동 1

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기차와 관련한 바퀴, 핸들, 창문 등 여러 모양
을 탐색한다.
⋅블록을 이용하여 기차를 구성해본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기차 사진

, 운전대, 다양한 블록(종이 블록, 속빈 블록 등), 기차 바퀴 그림 등

<기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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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유아들과 함께 가족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놀러 갈 것을 제안한다.
- 오늘 날씨가 참 좋은걸. 아빠, 엄마 우리 어디 놀러가요.
-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
- 멀리 있는 곳으로 놀러가고 싶은데 무얼 타고 가면 좋을까?
2) 기차의 크기, 모양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블록으로 기차를 구성해본다.
- (여러 가지 기차 사진을 보여주며) 기차를 본 적이 있니?
- 어떤 블록으로 만들면 좋을까?
- 우리 가족이 모두 타려면 기차가 얼마나 길어야할까?
- 운전하는 곳은 어디라고 할까?
- 기차 바퀴는 어디에 달아주면 좋을까?
3) 기차를 타고 놀이한다.
- 누가 운전을 하면 좋을까?
- 칙칙 폭폭 기차가 출발합니다! 손님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주세요.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기차를 구성하도록 한다.
2) 운전하고 싶은 유아가 많을 경우,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2~3명으로 운전사를
늘리거나, 순서를 정해 운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모양(창문, 바퀴, 문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2) 블록을 이용하여 기차를 구성해보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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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음식 사먹기 등의 놀이로 확장하여 전개할 수 있다.
2) 바깥놀이 활동에서 박스를 이용해 기차놀이를 해 볼 수 있다.

활동 2

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블록으로 자동차 길을 구성해본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소형 자동차, 여러 가지 블록(단위 적목, 속빈 블록 등), 여러 가지 소품(나무 모형, 사람
모형, 집 모형 등)

<사람 모형 단위블록 삽화>

<원모형 삽화>

나. 활동 방법
1) 쌓기놀이 영역에서 자동차 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블록을 놓으며 유아들이 길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블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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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들과 함께 우리 반에 올 때 보았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자동차(혹은 버스)를 타고 우리 반에 올 때 혹시 터널을 지나온 친구는 없었니?
- 언덕을 내려오거나 올라온 친구는 없었니?
3) 블록과 소품을 이용하여 우리 반에 오는 자동차 길을 구성해본다.
- 어, 여기 길이 끊겼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가 말한 것처럼, 터널도 있으면 좋겠구나. 터널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 올라가는 길(내려가는 길)은 어떤 블록으로 만들면 좋을까?
4) 완성된 자동찻길에서 자동차 놀이를 한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집, 나무, 사람 등의 그림 자료를 단위 블록에 붙여 소품으로 준비해준다.
2) 자유롭게 길을 만들고 놀이가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쌓기놀이 영역 공간을 확보
해준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가 블록을 이용하여 흥미를 갖고 길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가) 블록을 이용하여 자동차 길을 구성해보는가?
나) 자동차 길 구성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는가?
2) 평소에 다니던 자동차 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가) 터널, 오르막/ 내리막 길 등 다양한 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마. 확장 활동
1) 주유기, 세차장 등을 첨가하여 주어 자동차 길 놀이를 보다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블록과 천을 이용하여 큰 터널을 구성한 후 유아들이 자동차가 되어 직접 터널을
통과하며 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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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요

목 표
⋅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본 경험을 놀이로
표현한다.
⋅친구와 즐겁게 놀이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도시락 통, 물통, 소풍 가방, 밀가루 반죽, 여러 가지 음식 모형, 사진기, 돗자리, 모자,
썬글라스 등, ‘자동차를 타고 소풍가요’ 플래시 동화

나. 활동 방법
1) ‘자동차를 타고 소풍가요’ 플래시 동화를 보여준다.
2) 동화 감상 후 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풍 갈 것
을 제안한다.
- 소풍 가본 적 있니? / 누구와 함께 가 보았니? / 무엇을 타고 갔었어?
-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우리도 자동차 타고 소풍 가볼까?
3) 역할놀이 영역에서 반죽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때 도시락 통과 물통을 제시하여 유아들이 음식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 이렇게 생긴 통을 본 적 있니?
- 반죽으로 만든 음식을 도시락 통에 담아보면 어떨까?
4) 소풍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정해보고 소풍 놀이를 준비한다.
- 소풍 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 도시락으로 어떤 음식을 싸 가면 좋을까?
- 이 많은 짐을 어디에 넣어 가면 좋을까?
- ○○는 썬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썼네. 소풍갈 치장을 멋지게 했는걸?
5) 쌓기놀이 영역에 구성한 자동차를 타고 소풍을 떠난다.
- 짐이 너무 많은데, 이 자동차에는 짐을 싣는 곳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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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운전사를 할까?
- 우리 어디로 소풍간다고 할까?
(숲 속이요/ 놀이공원이요)
6)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을 이야기 해본다.
7) 운전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소풍놀이를 전개한다.
-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네. 돗자리는 어디에 펴면 좋을까?
- 아, 배가 고파요. ○○는 어떤 음식을 싸왔니?
-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는걸? 같이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겠다.
- 소풍을 오니까 기분이 어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색 밀가루 반죽을 역할놀이 영역에 내어주어 유아들이 음식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소풍 놀이가 마무리 될 때, 치우는 것 또한 놀이의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놀이로 표현하였는지 평가한다.
2) 친구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미술 영역에서 비닐로 친구와 함께 앉을 돗자리 꾸미기 활동을 전개한다.
2) 실제로 쨈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요리 활동으로 도시락을 준비하여 가까운 곳으
로 소풍을 가 볼 수 있다.
3) ‘자동차를 타고 소풍가요’ 플래시 동화를 감상하고 쌓기놀이 영역에서 다양한 자
동차를 구성하고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역할놀이를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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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햇님이 방긋 웃는 아주 따뜻한 날
진화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2. 엄마가 “걸어서 소풍을 갈까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갈까?”라고 묻자,
진화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자동차를 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3. 엄마는 맛있는 김밥 도시락을 만들고 아빠는 시장에 가서 과자와
과일을 사왔어요.

4. 모두 빨간 자동차를 타자 자동차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5. 도로 위에서는 정말 많은 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빨간 자동차 바로
앞에는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버스정류장에는 많
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6. 빨간 자동차가 다리 위를 달리게 되자, 아주 긴 기차를 만나게 되었
어요.
아빠는 “기차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또 먼 곳까지도 빨리가기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갈 때도 기차를 탄단다”라고 하셨어요.

7. 빨간 자동차는 산에 왔어요. 이곳에는 나무, 꽃, 시냇물도 있었어요.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면서 진화는 아빠에게 “아빠! 오늘 정말 많은
탈 것들을 봤어요. 모래를 나르는 트럭도 봤고요, 사람들이 타는 버
스와 택시도 봤어요, 또 긴 기차도 봤어요. 정말 차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동차를 타고 소풍가요 플래시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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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휴게소에 오세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육상 교통 기관 주변 환경인 휴게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휴게소에 가 본 경험을 놀이로 표현한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휴게소 사진, 휴게소 간판, 밀가루 반죽, 다양한 그릇과 컵, 나무젓가락(1/2 크기), 메뉴
판, 계산기, 앞치마 등

나. 활동 방법
1) 휴게소에 가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휴게소 놀이를 제안한다.
-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휴게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
- 휴게소에 가 본적이 있니?
- 휴게소에서 무엇을 했었어?
- 자동차를 타고 놀이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휴게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2) 휴게소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준비한다.
- 휴게소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 음식 만드는 사람은 누가 해줄래? 계산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구나.
- 우리 휴게소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팔면 좋을까?
(김밥이요/ 호두과자요/ 핫도그요)
- 호두과자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 핫도그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나무젓가락에 반죽을 끼워볼까?
- 손님들에게 이런 음식을 판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3) 쌓기놀이 영역에서 자동차 놀이하는 친구들에게 휴게소가 열렸음을 알린다.
- 자, 여기 ○○휴게소가 문을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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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식을 드실래요?
- 휴게소에서 쉬어가니 기분이 어떠세요?
4) 다음날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내일은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
- 아, 그래. 호두과자를 담을 종이봉투가 있으면 좋겠구나.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소꿉놀이영역에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화보, 메뉴판, 간판 등을 미리 붙여 놓는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가 휴게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휴게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나) 유아의 경험이 휴게소 놀이에 반영되었는가?
다) 유아가 휴게소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바깥놀이에서 모래로 만든 음식, 쥬스 등을 파는 자전거 휴게소 놀이로 확장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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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자동차 비밀주머니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다양한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놀이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다양한 자동차 실물 삽화

및 사진

, 같은 종류의 다양한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

는 비밀주머니 2개

<자동차 삽화>

나. 활동 방법
1) 다양한 자동차 실물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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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 이름은 무엇일까?
- 이 자동차는 어떤 일을 할까?
- 친구들이 타본 자동차가 있을까?
2)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들어있는 비밀주머니를 보여준다(같은 비밀주머니 2개 준비)
- 자, 비밀주머니 겉을 한번 만져볼까?
- 어떤 느낌이 들어?
- 이 비밀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3)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유아를 초대하여 게임을 한다.
- 비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자. 어떤 자동차가 들어있을까?
-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자동차를 하나씩 꺼내볼 수 있니?
- 자동차를 꺼내면서 자동차의 이름을 말해볼까?
- 같은 자동차를 꺼내면 서로 꼬옥 안아줄 수 있니?
- 서로 다른 자동차를 꺼내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게임 방법>
① 유아의 인원은 최소 2명 이상 함께 활동을 한다.
② 비밀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주머니 속에 있는 자동차를 만져보며 어떤 자동차인지
예상해 본다.
③ 동시에 자동차를 꺼내어 똑같으면 안아주고 다르면 다시 한번 자동차를 뽑는다.

4) 게임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친구와 똑같은 자동차를 꺼내었을 때 기분이 어땠니?
- 친구를 꼭 안아주었을 때 기분이 어땠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비밀주머니 속에 유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을 준비한다.
2) 비밀주머니에 있는 자동차의 종류들을 미리 사진으로 탐색해보게 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가) 다양한 자동차의 모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2)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이했는지 평가한다.
가) 게임의 규칙대로 놀이하였는가?
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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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비밀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모형을 손의 촉감을 이용해서 느껴보고 어떤 모형의 자
동차인지 맞추어 본다.

활동 6

그림자 퍼즐을 찾아라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육상 교통 기관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 그림자 삽화

, 교통 기관 그림자 퍼즐(한 교통 기관을 6조각으로 나누서),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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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 그림자 삽화>

나. 활동 방법
1) 교통 기관의 그림자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것은 어떤 교통 기관의 그림자일까?
- 이 그림자는 무엇을 닮았을까?
2) 그림자에 맞는 교통 기관 사진을 확인해 본다.
- 이 사진과 그림자가 같을까? 다를까?
- 다르다면 어떤 것이 다를까?
3) 교통 기관 그림자 퍼즐을 바구니에서 꺼낸다.
- 이것은 어떤 교통 기관의 조각일까?
- 이 그림자 조각을 이 그림자 사진 위에 한번 맞추어볼까?
4) 그림자 퍼즐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유아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 기관을 구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소개한다.
- 새로운 교통 기관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 너희들이 만든 교통 기관의 이름을 지어 볼 수 있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모양 조각으로 교통 기관 구성을 어려워하는 유아의 경우, 하드보드지(16절지)크
기에 밑그림을 그려 주고 그대로 놓아 볼 수 있게 한다.

라. 활동 평가
1)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졌는지 평가한다.
2) 교통 기관의 모양에 관심을 가졌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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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 기관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는가?
나) 그림자에 맞는 교통 기관의 모양을 올바르게 구성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퍼즐을 교통 기관의 구조(바퀴, 문, 창문 등)로 세세하게 나누어 창의적인 교통 기
관을 만들어 본다.

활동 7

기차놀이

목 표
⋅기차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숫자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수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가. 활동 자료
우유곽(또는 작은 상자)를 이용한 숫자 기차(1~10), 동물그림 막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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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법>
⋅
⋅
⋅
⋅
⋅
⋅

우유곽에 접히는 부분을 오린다.
우유곽에 한지를 붙인다.
우유곽에 바퀴를 설치할 곳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꽂는다
빨대 양 옆에 바퀴를 설치해 구를 수 있도록 만든다.
다른 기차와 맞닿는 곳에 자석을 붙인다.
기차마다 순서에 맞게 숫자를 붙여 완성한다.

나. 활동 방법
1) 숫자 기차를 아이들에게 소개해준다.
-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 기차마다 숫자가 붙어져 있구나. 어떤 숫자가 붙어져 있니?
2) 기차를 순서의 숫자대로 붙여본다.
- 숫자의 순서대로 기차를 붙여볼 수 있을까?
- “1”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올까?
- 숫자 “3”이라고 쓰여 있는 기차는 어디에 있을까?
3) 다양한 동물을 숫자 기차에 똑같은 숫자만큼 태운다.
- 숫자 “1” 기차에는 동물 몇 마리가 있어야 할까?
- 숫자의 양만큼 세어서 동물을 태워보자.

<유아의 활동모습>

<유아가 동물 막대를 옮기는 모습>

다. 활동의 유의점
1) 숫자의 순서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 가운데 숫자 세기
를 포함시킨다.
2) 숫자의 모양과 소리를 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1~5까지 시작하여 이후에 1~10으로 늘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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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기차 모양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숫자의 순서에 맞게 기차가 배치되어 있는지 평가 한다.
가) 숫자의 순서에 맞게 기차가 배치되어 있는가?

활동 8

육상 교통 패턴찾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옛날 교통수단에 관심을 가진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의 차이점을 안다.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고 예측할 수 있다.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 과정
즐기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규칙성 이해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몰입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낱장으로 된 교통수단 카드 각 3쌍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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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

<자동차>

나. 활동 방법
1) 옛날과 지금의 육상 교통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옛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타고 다녔을까?
- 지금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타고 다닐까?
2) 패턴카드를 보며 옛날과 지금의 육상 교통 수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렇게 생긴 것을 본 적이 있니?
- 이름은 무엇일까?
- 가마는 어떻게 움직일까?
- 마차는 어떻게 움직일까?
-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까?
-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빠를 것 같니?
3) 육상카드를 차례대로 나열한다(각각 3쌍의 교통카드를 반복적으로 나열해보도록 한다).
- 가마→마차→자동차→가마→마차→자동차 순서로 놓아볼 수 있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교통 기관의 종류별로 원판의 그림 자료를 더 추가하여 제시한다.

라. 활동 평가
1)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가)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 기관에 대해서 인식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나)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 기관을 분류할 수 있는가?
2)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며 다음에 오는 교통 기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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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미래의 교통 기관을 넣어 3가지 패턴으로 활동한다.

활동 9

데굴데굴 바퀴를 굴려라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 다양한 모양들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 굴러가는 물체의 기본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
초개념 형성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간단한 도구와 기
계 활용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가. 활동 자료
경사진 공간블록 외 단위블록, 다양한 모양 블록

나. 활동 방법
1) 준비한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탐색한다.
- 이 블록은 어떤 모양 같아?
- 이러한 모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2) 경사로에서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굴리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며 이야기 나눈다.
- 어떤 블록이 잘 굴러갈까?
- 왜 그렇게 생각하니?
3) 경사로에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굴려보며 움직임을 관찰한다.
- 동그란 블록(세모 블록, 네모 블록)을 굴려볼까? 어떻게 될까?
- 어떤 블록이 제일 잘 굴러 갔어?
- 이번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블록을 동시에 굴려보면 어떨까?
- 어떤 블록이 제일 멀리까지 굴러갈 것 같니?
- 어떤 블록이 제일 멀리 굴러 갔어?
- 블록을 더 멀리 굴려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경사로가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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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가 굴려보고 싶은 물건을 찾아와 자유롭게 굴려볼 수 있도록 한다.
- 우리반에 있는 놀이감 중에서 굴려보고 싶은 물건을 한번 찾아와 볼래?
- 친구들이 찾아온 놀이감을 한번 굴려보자. 어떻게 될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굴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놀이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2)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3)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모양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탐색했는지 평가한다.
2) 굴러가는 물체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블록으로 자동차를 구성하여 경사로에서 굴려본다.
2) 쌓기놀이영역에서 자동차 경주 놀이를 진행한다.
3) 언어영역에서 ‘돌돌이와 바퀴’ 입체동화를 조작한다.

<확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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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활동>

활동 10

굴러라, 바퀴야

목 표
⋅바퀴에 관심을 가진다.
⋅바퀴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생각, 경험 말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사진(바퀴가 달린 물건들- 자동차, 유모차, 트럭, 자전거)

, 장난감 자동차 종류, 승용

차 실물 바퀴, 일회용 비닐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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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라바퀴야 사진자료>

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의 종류의 바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바퀴를 본 적이 있니?
- 바퀴는 어떤 모양일까?
- 바퀴가 있는 물건들은 무엇일까?
2) 승용차의 실물 바퀴를 탐색해본다.
- 바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 바퀴를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3) 제시된 바퀴에 유아들이 비닐 장갑을 끼고 직접 물감을 묻혀 전지가 펼쳐진 바닥
에 굴려 본다(2~3명이 함께 한다)
- 이 바퀴는 어떤 모양으로 찍혔을까?
- 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달라졌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다양한 종류의 바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바퀴에 물감을 묻힐 때 옷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미술용 앞치마를 착용한다.
3) 바퀴의 모양이 잘 찍힐 수 있도록 물감의 양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바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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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퀴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자전거, 유모차 등 다른 바퀴도 내어주어 물감을 묻혀 굴려본다.
2) 바퀴 굴린 모양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본다.

활동 11

기차 행진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유아에게 친근한 기차를 이용하여 즐겁게 활동
에 참여한다.
⋅노랫말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수와 연산의 기
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기차 막대 5개(1~5)

, 기차역 그림판 5개(1~5)

<기차막대 삽화>

, ‘숫자행진’ 음악(Hap Pamer 곡, 이영 편역)

<기차역 모양 삽화>

나. 활동 방법
1) 바닥에 1~5까지의 숫자가 쓰인 기차역 모양을 원형으로 붙여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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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섯 명의 유아들이 1~5까지 숫자가 쓰여진 기차모양 막대를 갖고, 자신의 숫자가
쓰인 기차역에 앉는다.
- 자기 기차에 있는 숫자와 똑같이 생긴 숫자가 쓰여진 기차역에 앉아 볼까?
3)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가진 숫자 이름이 나오면 일어서서 동그라미 주위를 걸어서
돌도록 한다.
- 한 사람 일어나 돌아가네 하나 하나 하나~
4) 5명의 유아들이 모두 일어나 동그라미 주위를 돌다가 다시 노래에 맞추어 한 사람
씩 자기 기차역 자리에 앉는다.
5) “이젠 없네~ 아무도 없네~” 라는 노랫말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1번 기차가 1번 기차
역에 앉게 된다.
- 기차역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차가 모두 돌아왔구나.
6) 유아들이 기차모양 막대 숫자를 바꾸어가며 놀이가 진행되도록 한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노랫말 지시에 맞춰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히 돕는다.
2) 기차 막대를 들고 돌 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간격을 조정한다.

라. 활동 평가
1) 수와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는지 평가한다.
2) 노랫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기차 대신 버스, 자전거 등 유아들이 좋아하는 교통 기관 막대를 만들어 ‘○○ 행
진’으로 바꾸어 놀이할 수 있다.

56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활동 12

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새로운 재질의 악기를 탐색한다.
⋅모래 종이 블록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해본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
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가. 활동 자료
모래 종이 블록(sand paper block) 6~7쌍, PPT 동화 ‘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

나. 활동 방법
1) PPT 동화 ‘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을 듣는다.

1. 오늘은 꼬마 기차 치포의 첫 여행 날이랍니다. 꼬마 기차 치포는 바
깥세상이 무척 궁금했어요. 자! 이제 치포가 기차역을 막 출발하려
고 합니다. 칙! 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
포는 달립니다.

2. 하늘의 구름도 반갑게 치포를 따라오네요. 치포는 신이 나서 점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3. 어, 그런데 기찻길 옆 오두막집에 작고 귀여운 아기가 코~ 자고 있
어요. 치포는 아기가 깨지 않게 다시 천천히 달립니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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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두막집을 지나 치포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캄캄
해서 무서워진 치포는 다시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칙칙 폭폭 칙
칙 폭폭 칙칙 폭폭~ 어휴 다행이다.

5. 신나는 첫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꼬마 기차 치포는 기차역으로 들
어갑니다. 점점 천천히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정말 신나
는 여행이었어요.

<꼬마기차 치포의 여행 플레시 동화>

2) ‘꼬마 기차 치포’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렸는지 이야기 나눈다.
- 기찻길 옆 오두막집에 아가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한 치포는 어떻게 달렸니?
목소리로 한번 표현해볼까?(칙~칙~폭~폭)
- 터널 속에 들어간 치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 터널 속에서 치포는 얼마나 빨리 달렸니?
3) 모래 종이 블록 악기를 탐색한다.
- 이렇게 생긴 악기를 본 적 있니?
- 이 악기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날까?
- 한번 비벼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 이번에는 부딪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4) ‘꼬마 기차 치포’ 이야기를 들으며 치포가 움직이는 소리(칙칙 폭폭)에 맞춰 모래
종이 블록 악기를 연주한다.
- 이번에는 이야기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해보자. 손에 낀 모래 종이 악기로 치포를
따라 가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모래 종이 블록 악기를 충분히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모래 종이 블록을 즐겁게 탐색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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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래 종이 블록끼리 문지를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탐색하는가?
나) 모래 종이 블록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2) 모래 종이 블록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기차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모래 종이 블록을 연주해 볼 수 있다.

활동 13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옛날 교통수단인 마차에 관심을 가진다.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음악을 감상한다.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손가락으
로 표현한다.

⋅신체운동․건강: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 감상
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가. 활동 자료
음악 테이프(크시코스의 우편마차), 손가락 마차 인형

<손가락 마차 인형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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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가락 마차 인형을 소개한다.
옛날 옛날에 편지를 배달해주는 마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마차를 끌지 못했어요.
빨리 편지를 배달해주어야 하는데 마차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 큰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마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마차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어야 달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음악을 들으면 마차는 신이 나서 따그닥 따그닥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마차를 신나게 끌어보지 않겠어요?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이야기>

2) 손가락 마차 인형을 끼고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음악을 들려주며 느낀 대로 손가
락을 움직여보도록 한다.
- 음악을 들으면서 손가락 마차를 움직여볼까?
- 마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는구나. 어떻게 마차를 움직여볼 수 있을까?
- 다리 위도 달려볼 수 있겠니?
- 마차가 진흙탕 속에서도 달리는구나.

다. 활동의 유의점
1) 손가락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다양한 재질(까끌한 느낌, 매끄러운 느낌 등)의 바닥
(언덕, 다리 등)을 만들어주어도 좋다.

라. 활동 평가
1) 옛날 교통수단인 마차에 관심을 가졌는지 평가한다.
2) 음악을 감상하며 느낌을 자유롭게 손가락으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손가락 마차 인형을 조작하며 다양한 다른 음악(국악 등)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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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4

네발자전거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동시,
동극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
긴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이
해하기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플래시동화: 네발자전거

1.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해요.

2. “우리 가을이가 그새 많이 컸구나. 이제 네발자전거도 탈 수 있겠
네.”, “가을아 네발자전거 사러 가자!”
“자동차를 타면 매연이 나와서 공기가 나빠져, 근데 자전거를 타면
나쁜 공기도 나오지 않고 몸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란다”

3. “아빠의 말씀에 겨울이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놀이를 시
작했어요.”
“변해라 얍”

61

4. 가을길가에 온가족이 자전거를 사러 간다. 가을길 끝에 자전거가게
상호가 보인다. - 셋째 아기를 태운 바구니차를 연결한 엄마 자전거
가 맨 앞에, 세발자전거탄 가을이가 그 다음, 둘째 겨울이를 뒤에 태
운 아빠자전거가 세 번째로 자전거가 줄을 서서 지나간다. 모든 사
람이 안전모자를 씀

5. 처음 본 자전거도 있어요. 이 자전거는 산에서 타는 세발자전거고,
이 자전거는 시합할 때 타는 경주용 자전거래요.

6. 재미있는 자전거도 있어요.：둘이 타는 자전거예요, 누워서도 타요.
아슬아슬 외발자전거예요.

7. “이 크기의 자전거가 너에게 맞겠구나.” 아저씨가 내 키를 어림잡아
보시더니 자전거를 하나 골라주셨어요. 보조바퀴 두개가 달려있는
핑크색 자전거예요. 내 맘에 쏙 들었어요.

8. 마법사놀이에 푹 빠진 동생 겨울이가 장난을 칩니다. 내 자전거 바퀴
를 자꾸 변신시키려고 해요. “네모바퀴로 변해라 얍”

9. “세모바퀴로 변해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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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 돼!” 내가 다시 마법을 걸었어요. “수리 수리 마수리 동그라미바
퀴로 변해라 얍, 얍, 얍”

11. 가을이의 네발자전거예요. 아빠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김치,
멸치, 꽁치” 할아버지께 전송해드리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거예
요. ‘허허허 우리 가을이 많이 컸구나.’

12. (엄마자전거-뒤에 아기 태운 바구니차 달고, 네발자전거에 가을이,
세발자전거에 겨울이, 아빠자전거가 한 줄로 서서 온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간다.

나. 활동 방법
1) 동화를 보고 듣는다.
- ‘때릉 때릉 때릉 세발자전거’ 노래를 부르며 모여 앉는다.
- 동화를 보고 듣는다.
2)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 자전거를 누구랑 타고 싶니?
- 자전거 가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니?
- 동생이 자전거 바퀴를 세모, 네모 모양으로 변신시켰을 때 가을이 마음은 어땠을까?
- 친구들은 어떤 자전거를 타고 싶니?
- ○○자전거를 탈 때 기분이 어떨까?
-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우리 친구가 보내드린 네발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
- 엄마, 아빠 자전거 뒤에 타면 기분이 어떨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모든 유아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유아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쉽게 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2) 학급 유아들의 가족구성 특성을 고려하여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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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동화 듣고 보기를 즐기는지 평가한다.
2)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이야기 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바깥놀이터에서 인형을 태우고 자전거 타기를 한다.
2) 마술봉을 만들어서 마술사놀이를 한다.
- 주변의 동그란 물건 찾아 바퀴로 변신시키기
- 산책 시 지나가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신시키기

활동 15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호에 맞추어 신체를 빨리 또는 천천히 움직
인다.
⋅움직임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가진다.
⋅육상 교통 기관의 움직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조절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배려 - 친구에 대한 배려

가. 활동 자료
낙하산(파라슈트 또는 아래에 여러 명의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둥근 천), 다양
한 자전거 타는 모습 사진(미리 교실에 게시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64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누워서 타는 자전거 사진>

<누워서 타는 2인용 자전거 사진>

<누워서 타는 자전거 사진>

<다양한 자전거- 외발자전거>

나. 활동 방법
1) 동그랗게 모여 앉아 다양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살펴본다.
- 교실에 게시된 그림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를 보았지?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니?
2)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본다.
-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볼까?
- 손은 핸들을 잡고, 안장에 앉은 것처럼 해볼 수 있겠니?
- 자전거를 탈 때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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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달릴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느리게 달릴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3) 누워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낸다.
- 누워서 자전거를 타볼까?
- 옆 친구와 부딪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공간을 조절한다)
-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여볼까?
- 노래를 부르며 노래에 맞추어 굴려볼까?
- 빨리 달리는 자전거가 되어볼까? (노래를 빠르게 부른다)
- 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되어볼까? (노래를 느리게 부른다)
4) 낙하산 아래 누워서 낙하산천을 발로 차면서 자전거 타기를 해본다.
- 이번에는 낙하산 아래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보자. 낙하산 끝을 잡고 발로 낙하산
을 차면서 굴려볼까?
- 다 같이 천천히 달리며 낙하산이 움직이는 것을 볼까?
5) 자전거를 타 본 느낌을 이야기 한다.
- 누워서 자전거를 타보니 기분이 어떠니?
- 낙하산의 움직임을 보았니? 어떻게 움직였니?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교실에 다양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게시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2) 유아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간격을 조절해준다.
3) 낙하산 아래로 모든 유아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4) 유아들의 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 첫날은 다리로만 타보기, 둘째 날은 낙하산 아래
서 타 보기로 나누어 실시해 볼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다리의 움직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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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의 강약,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평가한다.
3) 자전거의 움직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흥미를 느끼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여 자전거타기를 표현해본다.
- 팔로 자전거 타기
- 제자리에 서서 자전거 타기
- 손가락을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려보기
2) 낙하산(파라슈트) 대신 개인별로 작은 보자기를 이용하는 활동을 해본다.
3) 다른 교통 기관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해본다.

활동형태

활동 16

타이어가 되어 봐요

바깥놀이
활동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
진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운동 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배려 - 친구에 대한 배려

가. 활동 자료
자전거, 자전거 타이어 펌프, 풍선에 바람 넣는 펌프

나. 활동 방법
1) 자전거 타이어를 탐색한다.
- 타이어를 만져볼까?
- 바람을 빼고 만져볼까?
-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 수 있을까?
2) 타이어가 되어 신체표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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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고 있어. 어떻게 표현할까?
- (풍선 바람 넣는 기계로 바람 넣는 흉내 내며) 선생님이 타이어에 바람 넣고 있어.
바람이 점점 들어가네. 어떻게 표현할까?
-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팽팽해졌네. 굴리면 어떤 모습으로 굴러갈까?
- 바람이 빠지면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자전거 타이어 탐색활동은 동네 자전거가게에 방문하여 도움 받을 수도 있다.

라. 활동 평가
1)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지 평가한다.
3)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산책하며 동네에 다니는 자전거를 찾아본다.
2) 자전거 수리점 놀이를 한다.
3) 풍선으로 바람이 들어있는 바퀴와 빠진 바퀴의 움직임의 차이를 실험한다.
- 풍선에 바람을 넣어 굴려보기
- 바람을 뺀 후에 굴려보기
- 바람이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의 풍선 만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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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마운 육상 교통 기관

활동 1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주변에서 보았던 일하는 자동차의 특성에 관심
을 가진다.
⋅일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놀이로 표현한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일하는 다양한 자동차들과 공사하는 모습의 동영상

, 일하는 다양한 자동차(트럭, 굴

삭기 등), 여러 가지 블록, 안전 모자/조끼 등

나. 활동 방법
1) 일하는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 혹은 동영상을 보면서 일하는 자동차에 대
한 유아들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일하는 차들을 본 적이 있니?
- 이 차는 무거운 돌을 가득 싣고 가고 있구나. 이 차의 이름은 뭘까?
2) 쌓기놀이 영역에 제공된 다양한 일하는 자동차(트럭, 굴삭기, 불도우저 등)들을 탐
색해 본다.
- 굴삭기를 한번 움직여 볼까?
- 트럭은 어떻게 움직여서 일하는 걸까?
3) 블록과 일하는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공사장을 구성한다.
-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까?
- 공사할 때,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여기 동그란 블록들이 필요한데 혹시 트럭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니?
- 이쪽에 필요 없는 블록들이 너무 많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여기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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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된 건물을 감상하며 공사한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든 건물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니?
- 굴삭기/ 트럭은 어떻게 도와주었을까?
- 일하는 자동차들이 도와줄 때 어떤 점이 좋았나요?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가 일하는 자동차들을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안전모, 안전 조끼 등을 내어주어 유아의 공사장 놀이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
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가 일하는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유아의 일하는 자동차들에 대한 경험이 놀이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실외 놀이 시 모래 영역에서 일하는 자동차들을 가지고 공사놀이를 진행한다.

<바깥놀이 확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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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커다란 버스를 만들어요

목 표

⋅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블록을 이용하여 버스를 구성해본다.
⋅버스에 대한 경험을 놀이로 표현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기초적인 측정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버스 사진, 여러 가지 블록(종이 블록, 속빈 블록 등), 운전대 등

나. 활동 방법
1) 미리 게시해 둔 여러 가지 버스 사진을 보며 버스 타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어디 갈 때 버스 타본 적 있니?
(우리 반에 올 때요/ 할머니 집에 갈 때요)
- 버스는 자동차랑 어떻게 다른 것 같니?
2) 버스의 크기, 모양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블록으로 구성한다.
- 어떤 블록으로 버스를 만들어볼까?
- 버스 타는 문은 어디 있으면 좋을까?
-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에 자리가 없을 땐 어떻게 하지?
- 버스 손잡이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 ○○가 미술 영역에서 동그란 테이프 속심을 가지고 왔구나. 정말 좋은 생각인 걸?
3) 구성한 버스를 타고 버스 타는 놀이로 연결한다.
- 버스 운전사는 누가 하면 좋을까?
-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4) 버스 놀이를 한 후 다음 날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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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예：카드 찍는 것도 봤어요/돈 넣는 통도 봤어요)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의 버스에 대한 경험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2) 유아의 수준에 따라 버스 번호판, 목적지 간판 등을 만들어 놀이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블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버스를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가) 블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버스를 구성하였는가?
2) 유아의 버스 타 본 경험이 놀이에 즐겁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가) 유아의 경험이 놀이에 반영되었는가?
나) 유아가 버스를 구성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버스 정거장 구성하기 등 유아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 보다 확장하여 놀이한다.
2) 버스타고 여행가기 등 극화놀이로 연계하여 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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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음식 배달 왔어요

목 표
⋅음식 배달하는 차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한다.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 사진, 음식 모형, 색 밀가루 반죽, 음식 배달 박스,
배달 가방, 전화기, 배달원 조끼/모자

나. 활동 방법
1) 음식점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이 배달되는지 물어보면서
음식 배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혹시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2)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 본 적 있니?
-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 보았니?
3) 음식 배달 놀이에 필요한 역할과 소품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음식 포장 박스, 배달 가방을 제시하며) 이렇게 생긴 것을 본 적이 있니?
- 음식을 배달해주는 식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 음식을 배달해 줄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배달해주는 차를 타고 가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4) 역할을 정하고 음식 배달 놀이를 한다.
- 음식을 만드는 사람/ 배달해주는 사람/ 음식 시켜 먹을 사람은 누가 하면 좋을까?
- 우리 음식점에서는 어떤 음식을 배달해준다고 할까?
- 배달해 줄 음식은 어디에 담아주면 좋을까?
(박스에 담아서 줘요/ 그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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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차에 배달 가방을 실을 수 있는 곳이 있니?
- 음식을 시켜 먹을 친구들의 집은 어딘가요?
- 음식을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로 주문해요/ 음식점가서 말해요)
- 음식을 배달 시켜 먹어보니 어떤가요?
5) 다음날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혹시 음식 배달 놀이에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의 경험과 발달 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발문한다.
2) 피자, 치킨 박스 등 음식 배달할 때 사용하는 실제 박스들을 준비해 내어준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의 배달 음식과 관련된 경험이 놀이에 즐겁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2)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수⋅조작 놀이영역에서 배달 음식과 관련된 물건(배달차, 배달가방, 배달박스 등)
짝짓기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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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부릉부릉 운전 기사 식당 놀이

목 표
⋅식당과 관련된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한다.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색 밀가루 반죽, 밀대, 도마, 다양한 요리 도구, 앞치마, 식당 간판, 메뉴판, 테이블 보 등

나. 활동 방법
1) 유아들과 음식점 놀이를 하면서 운전기사들을 위한 음식점을 열 것을 제안한다.
- 택시나 버스 운전사분들은 배가 고플 때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하실까?
- 쌓기놀이 영역에 택시, 버스 기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식당에 오라고 하면
어떨까?
2) 운전기사들이 오는 식당에 필요한 것들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열심히 수고해주신 운전사님들이 식사하러 오는 식당에는 어떤 음식을 팔면 좋
을까?
- 식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 어떤 음식을 파는지 운전기사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운전기사들이 기분 좋을 수 있게 식탁을 꾸며주면 어떨까?
(테이블보를 깔아줘요/ 꽃병을 놓아요)
3) 역할을 정하고 운전기사 식당 놀이를 한다.
- 음식 주문 받는 사람/ 요리사/ 계산하는 사람은 누가 하면 좋을까?
- 운전사님들이 앉을 식탁과 의자는 어디에 있니?
- 여기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 어떤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서 운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 계산하는 곳은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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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기사 식당 놀이 중 운전기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상황도 표현해본다.
- 그런데 운전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곧바로 운전을 하면 졸릴 수 있을 텐데. 어떻
게 하면 좋을까?
(예：커피를 줘요/졸리지 않는 껌을 줘요/쉬고 가도록 해요)
- 고마우신 운전기사님들의 피곤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주물러줘요/운동을 해요)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2~3일 전부터 쌓기놀이 영역에서 다양한 탈 것을 만들어 타고 놀이하다가,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운전기사 식당놀이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2) 식당 간판, 메뉴판, 테이블 보, 꽃병 등 식당에 필요한 소품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놀이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의 식당에 대한 경험이 즐겁게 놀이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2) 유아가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언어영역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림 편지로 그리거나 카메라로 영
상 편지를 찍어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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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알록달록 교통 기관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글자의 생김새와 구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베껴 나오는 과정을 통해 글에 관심을 가진다.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의사소통: 읽기 -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의사소통: 쓰기 - 쓰기에 관심 가지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가. 활동 자료
다양한 교통수단 단어 카드(단어-사포로 되어 있음)

, 미농지(얇은 종이), 색연필

<다양한 교통수단 단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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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것은 무슨 그림 같니?
- 어떤 때 이용하는 교통 기관일까?
2) 사포로 된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어 본다.
- 무슨 글자인 것 같아?
-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 볼까? 어떤 느낌이 들어?
-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함께 읽어볼까?
3) 그림과 글자를 비교하며 살펴본다.
4) 종이를 글자사포 위에 올려놓고 색연필로 베낀다.
- 카드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로 문질러 보자.
- 무엇이 나타났니?
- 어떤 색깔의 글자가 나왔니?
- 색연필로 문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 다른 색깔로도 한번 해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2~3일 전 언어 영역 벽면에 교통 기관 사진과 글자를 게시해주어 유아들이 그림과
글자에 익숙하게 해준다.
2) 유아가 사포에 손을 대고 문지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교통 기관을 선정해서 사포 글자로 만든다.

라. 활동 평가
1) 육상 교통 기관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2) 글자를 베껴내는 과정에서 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종이가 쌓이면 종이를 묶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글자책을 만들어 본다.
2) 익숙해지면 빈 종이에 따라서 적어본다.
3) 종이가 쌓이면 단어책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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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내짝은 어디에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물건을 나르는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물건을 나르는 교통 기관과 어울리는 물건을
짝짓는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공
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사진(물건을 운반하는 교통 기관-우편 배달차, 쓰레기차, 콘테이너차, 이삿짐차, 현금수
송차, 음식배달 오토바이)
짐, 현금, 음식)

, 사진(여러 가지 물건-편지, 냉동생선, 콘테이너 박스, 이사

, 자료를 정리하여 담을 바구니

<우편 배달차>

<콘테이너 차>

<이삿짐차>

<쓰레기 차>

<현금수송차>

<배달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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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콘테이너 박스>

<이삿짐>

<쓰레기>

<현금>

<음식>

<교통 기관-물체 사진카드>

나. 활동 방법
1) 물건을 나르는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어떤 차들이 있니?
- 이 차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 어떤 일을 하는 자동차들일까?
- 이 차들은 어떤 물건들을 나를까?
2) 준비된 활동 자료들을 보고 활동 방법을 생각해 본다.
<활동 방법>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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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물건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물건 이름을 말해본다.
그 물건을 나르는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의 사진을 선택하고, 그 이름을 말해본다.
교통 기관의 사진에 관련된 물건 카드를 붙인다.
모든 물건 카드를 교통 기관 사진에 붙이면 활동이 끝난다.
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3) 교통 기관과 물건 짝짓기 활동을 한다.
- 편지는 어떤 차에 실어주어야 할까?
- 짜장면은 어떤 차에 실어주어야 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가 물건과 교통 기관을 어울리게 짝지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교통 기관 사
진 카드 뒤에 해당하는 물건 사진을 붙여놓는다.
2) 제시된 교통 기관과 물건 외에 물건을 나르는 교통 기관을 더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물건을 나르는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여러 가지 물건과 그 물건을 나르는 교통 기관을 적절하게 짝지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 물건과 물건을 나르는 교통 기관을 적절히 짝지었는가?

마. 확장 활동
1) 다른 교통 기관의 사진으로 확장해 나간다.
2) 교통 기관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고 친구들은 물건 카드를 집어 답을 맞추는 게
임을 해 본다.

활동 7

육상 교통 빙고게임

목 표
⋅다양한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규칙이 있는 게임에 즐겁게 참여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육상 교통 기관의 그림, 게임판(택시, 오토바이, 기차, 버스, 구급차, 소방차),
돌림 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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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두 명의 유아가 빙고 판을 나누어 갖는다.
- 이 빙고 판에는 무슨 그림이 있니?
- 이 차를 타 본 적 있니?
- 이 차는 어디서 보았니?
2) 빙고 판에 교통 기관을 모두 붙인다.
- 빙고 판에 여러 가지 교통 기관 그림들을 붙여볼까?
- 빙고 판 위에 모두 몇 개의 그림이 붙여졌니?
3) 순서를 정한 후 돌림판의 화살표를 돌린다.
- 순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4) 돌림판을 돌려 나온 교통 기관이 모두 떼어지면 이긴다.
-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떤 교통 기관이 있니?
- 이미 떼어낸 곳에 화살표가 가면 어떻게 할까?
5) 게임을 평가한다.
- 우리가 사용한 카드에 있는 교통 기관에는 무엇이 있었니?
- 게임을 해보니 어떻게 할 때가 가장 재미있었니?

<유아들의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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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 게임의 규칙은 변형할 수 있다.
2) 교통 기관의 모습이 유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육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규칙이 있는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는지 평가한다.
가) 게임이 규칙에 맞게 진행되었는가?
나)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새로운 게임 방법을 유아들과 함께 의논한 후, 게임을 한다.
2) 빙고 판의 칸수와 교통 기관의 종류를 늘려 활동한다.

<확장활동- 교통 기관 그림 카드>

83

활동 8

우리동네 여행하기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자석의 힘을 탐색한다.
⋅우리 동네를 다니는 육상 교통 기관에 대해 관
심을 가진다.
⋅자동차의 이동 경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자석자동차, 우리동네판

<자석자동차와 우리동네판 제작 사진>

나. 활동 방법
1)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를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니?
- 어떤 차들을 보았니?
2) 활동자료를(우리 동네 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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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여기 판 위에 어떤 것들이 있니?
- 자동차에 무엇이 달려있니?
-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3) 자석을 소개하고 탐색하게 한다.
- 이렇게 생긴 것을 본 적이 있니?
- 자석을 자동차에 가까이 대어 보면 어떻게 될까?
- 자석을 자동차에 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니?
4) 우리 동네 판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자석을 이용하여 움직여본다.
- 자석 자동차를 어디로 움직이면 좋을까?
-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유아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자동차가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유아들끼리 자신의 위치나 속도를 이야기하게 한다.
2) 우리 동네 크기에 따라 유아의 수를 조절한다.

라. 활동 평가
1) 자석의 힘을 탐색하였는지 평가한다.
2) 우리 동네에 자주 보았던 교통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3)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바깥놀이에서 우리 동네를 만들어놓고 유아들이 만든 자동차를 갖고 나가서 자동
차 놀이를 할 수 있다.

85

활동 9

어디가 다를까요?

목 표
⋅자동차의 특징에 관심을 가진다.
⋅자동차의 빠진 부분을 완성해본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몰입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경찰차, 굴삭기, 레미콘, 덤프트럭 그림카드 1장씩, 특징적인 부분이 빠진 카드1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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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빠진 그림>

<빠진 부분>

나. 활동 방법
1) 유아에게 육상 교통 기관의 그림 카드를 한 장씩 보여 준다.
- 이 차의 이름은 무엇일까?
- 어디서 보았니?
- 이 차는 어떤 일을 할까?
2) 차의 그림 중 무엇이 빠졌는지 생각하고 빠진 부분을 찾아보도록 한다.
- 두 개의 카드에 있는 그림을 잘 살펴보자.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 어느 부분이 빠져 있니?
- 만약에 빠진 부분이 차에 정말 없다면 어떻게 될까?
3) 다른 그림 카드도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4) 특징적인 부분이 빠진 차 그림 시트지에 그림을 그려 완성해본다.
- 이 그림에는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 걸까? 그림으로 그려 완성해줘 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자동차의 특징적인 부분을 빠트려 유아들이 찾기 쉽도록 한다.
2) 자동차의 빠진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자동차들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자동차의 특징을 찾아 빠진 부분을 완성했는지 평가한다.
가) 자동차의 특징을 찾아 빠진 부분을 완성했는가?

마. 확장 활동
1) 부분적으로 삭제된 곳을 신체를 사용하여 표현해본다.
2) 미술영역에서 일하는 자동차 모루 도장 물감 찍기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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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0

자연물로 자동차 만들기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여러 가지 자연물을 탐색한다.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어본다.
⋅자신만의 자동차를 창의적으로 꾸민다.

⋅의사소통: 말하기 - 생각, 경험 말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
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 사진

,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열매, 찰흙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사진>

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의 자동차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이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
- 이 자동차는 어떤 일을 하는 차일까?
2) 만들고 싶은 자동차 사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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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고 싶은 자동차는 어떤 모양인지 잘 살펴볼 수 있니?
- 어떤 모양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까?
3)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 나뭇가지와 나무열매들을 탐색한다.
- 나뭇잎을 한번 만져볼까? 어떤 느낌이 드니?
- 솔방울은 어떻게 생겼니? 만져본 느낌은 어때?
4) 찰흙과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자동차를
자유롭게 꾸며본다.
- 나뭇잎으로 어떤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니? 찰흙에 한번 꽂아볼까?
- 찰흙에 나뭇가지를 꽂았더니 어떤 모양 같은 생각이 드니?
- 솔방울로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5) 유아들이 구성한 자연물 자동차를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니?
- 무엇으로 꾸며주었니?
- 누구랑 이 차를 타고 싶니?

<유아들의 작품 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 활동으로 찰흙을 탐색해보고 구성하는 놀이를 한다.
2) 유아들에게 익숙한 자연물을 내어주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자연물을 탐색하는지 평가한다.
2)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탈 것을 만드는지 평가한다.
가)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탈 것을 만드는가?
나) 창의적으로 탈 것을 만드는가?

마. 확장 활동
1) 미술영역에서 나뭇잎에 물감을 묻혀 찍어 자동차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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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1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일하는 자동차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일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신체를 이용하여 창
의적으로 표현한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
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가. 활동 자료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플래시 동화

, 머리띠(굴삭기, 불도우저, 트럭)

<머리띠 삽화>

나. 활동 방법
1)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플래시 동화를 듣는다.
- 곰돌이네 가는 길이 왜 없어졌을까?
- 굴삭기가 어떻게 도와주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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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곰돌이네 집에 가요’ 이야기에 맞춰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을 신체로 표현한다.
- 우리가 한번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이 되어서 곰돌이네 가는 길을 다시 만들어
주면 어떨까?
3)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이 되어 움직여 본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굴삭기가 되어 쓰러진 나무를 들어 올려 치워주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니?
- 트럭은 어떻게 움직일 때가 가장 재미있었니?
- 불도우저가 되어 흙을 밀어줄 때 어떤 점이 힘들었니?
- 다시 길을 만들어 준 일하는 자동차들에게 곰돌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1. 어느날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 세 친구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
했습니다.
“우리집에 놀러와. 곰돌이가.” 편지에는 곰돌이네 집에 가는 지
도가 그려있었어요.

2. 편지를 받고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 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곰돌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세 친구는 지도를 보면서 숲길
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 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곰돌이네 집에 가는 길이 달라
졌어요. 지난 여름 큰 비로 나무들이 쓰러져 길이 보이지 않게
된 거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곰돌이네 가는 길을 만들 수 있
어.” 굴삭기가 말했어요. 트럭과 불도우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4. 먼저 굴삭기가 여기 저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힘껏 들어
올렸어요. 으라차차~ 정말 무거웠지만 굴삭기는 힘을 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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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무거운 돌도 들어 올려 트럭 위에 옮겨주었어요.

6. 트럭은 나무와 돌을 싣고 운반하다가 길가에 쏟아 내렸어요.
자, 드디어 지도에 그려진 길이 나왔어요.

7. 그런데 조금 가다보니 이번엔 커다란 흙더미가 길을 막고 있네
요. 이번엔 불도우저가 힘을 내어 흙더미를 길가로 밀어내기 시
작했어요. 영차 영차~ 굴삭기와 트럭도 함께 도왔어요.

8. 드디어 길이 다시 생겼어요.

9. 저기 곰돌이네 집이 보이네요. 곰돌이가 반갑게 나와 손을 흔들
어주고 있어요. 굴삭기, 불도우저, 트럭 일하는 세친구들은 곰돌
이네 집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곰돌이네 가는길이 없어졌어요 플래시 동화>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 활동으로 굴삭기, 트럭, 불도우저 등 일하는 자동차의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
상으로 본다.
2) 교사는 유아의 신체 표현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 전개 속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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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일하는 자동차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가) 유아가 일하는 자동차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나) 일하는 자동차의 역할에 고마움을 갖게 되었는가?
2) 일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는지 평가한다.
가) 유아가 일하는 자동차가 되어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동화를 익숙하게 들은 후, 역할을 나누어 동극
활동으로 확장해볼 수 있다.

활동 12

교통 기관의 이름과 특징을 말해요

목 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들에 관심을 가진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바른 태도로 듣기
⋅의사소통: 말하기 -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주사위(20×20)：아래 그림 자료 중 학급유아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 그림 6장을 선택하
여 붙여 만든다.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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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그림>

나. 활동 방법
1) 동그랗게 둘러앉아 ‘빨간 자동차가~’ 등 교통 기관 관련 동요를 부른다.
2) 유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를 말해본다.
-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3) 활동방법을 이야기한다.
- 한사람씩 나와서 주사위를 던져 볼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림을 보고 말
해볼 수 있겠니?
4) 주사위를 던져 나온 그림을 살펴보고 이야기한다.
-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살펴볼까?
- 전에 본 적 있니? 어디에서 본적이 있니?
- 일하는 자동차 이름이 무엇일까?
- 어떤 일을 할까?
-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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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가능한 소집단으로 실시하여 모든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표현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2) 다른 유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격려한다.
3) 학급 유아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교통 기관의 종류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4)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림이 다른 유아와 중복되어도 나온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
도록 한다.(다시 던지도록 하지 않고, 같은 그림이 나온 것을 즐기도록 유도한다)

라. 활동 평가
1)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지 평가한다.
2)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 하는지 평가한다.
3) 일하는 육상 교통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항공/해상 교통 기관으로 바꾸어 활동해본다.
2) 일하는 교통 기관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를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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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3

큰 트럭 작은 트럭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음악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다양한 소리, 음악의 셈여림, 빠르기, 리듬 등
에 관심을 갖는다.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에 즐거움을 느낀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트럭모형(큰 것, 작은 것)또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통 기관모형, 모
형 교통 기관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음원1(큰 트럭 작은 트럭 노래)
소리와 작은 트럭 소리)

, 큰 트럭 작은 트럭 큰 트럭 플래시

, 큰 트럭 그림막대(큰 트럭 그림을 막대에 붙인 것)
트럭 그림을 막대에 붙인 것)

<큰트럭, 작은트럭 그림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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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2(큰 트럭

, 작은 트럭 노래 악보

, 작은 트럭 그림막대

(작은

나. 활동 방법
1) 동그랗게 모여 앉아 ‘큰 트럭 작은 트럭’ 노래를 불러본다.
- (음원을 틀며) 무슨 노래가 나올까?
-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유아들과 같이 불러본다.
2) 큰 트럭과 작은 트럭을 비교해 본다.
-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트럭을 주머니에 숨겨두었다 꺼내며)주머
니 속에서 무엇이 나오나 볼까?
-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나 볼까? (또 트럭이네요)
- 두 개의 트럭이 있어. 다른 점이 있는데 알아낼 수 있을까?
- 크기는 어떠니?
- 소리는 어떨까? 큰 트럭이 내는 소리와 작은 트럭이 내는 소리가 어떻게 다를까?
- (트럭소리를 들려주고) 트럭소리가 어떻게 들렸니?
- 큰 트럭처럼 소리 내볼까?
- 작은 트럭처럼 소리를 내어볼까?
3) 노래로 표현해본다.
- 큰 트럭 그림 막대를 들어 보이면 큰 트럭소리로 작은 트럭 그림막대를 들어 보
이면 작은 트럭소리로 불러볼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2~3일 전부터 음률영역에 악보를 제시하고 노래를 틀어주어 유아들이 노래를 자
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2) 유아들이 그린 큰 트럭 작은 트럭 그림을 이용한 그림막대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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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소리, 소리의 셈여림, 빠르기, 리듬의 변화를 탐색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평가 한다.
2) 유아들이 함께 노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큰소리를 내는 악기(북, 탬버린 등)와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캐스터네츠, 마라카
스 등)를 탐색하고 큰 소리 내는 악기 팀과 작은 소리 내는 악기 팀으로 나누어 연
주하며 불러본다.
2) 노래의 속도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불러보도록 한다.
-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처럼 조금 빠르게 불러보기
- 학교 앞을 지나가는 트럭처럼 느리게 불러보기

출처：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김명순, 조경자, 다음세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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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활동 14

트럭으로 날라요

바깥놀이
활동

목 표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해본다.
⋅모래, 물의 특성과 변화를 탐색한다.
⋅트럭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놀이한다.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친구
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트럭, 물, 모래, 돌, 나뭇가지, 모래 삽 등 모래놀이 기구

나. 활동 방법
1) ‘두껍아, 두껍아’ 노래 부르며 모래 속에 손을 집어넣고 두꺼비집을 짓는다.
- 두꺼비집을 지어볼까? 모래 속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겠니?
- 손바닥을 펴서 넣고 모래를 두드려볼까?
- 그런데 모래가 더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트럭을 제시하고 탐색하도록 한다.
- 이렇게 생긴 차를 본 적 있니? 어디에서 보았었니?
- 트럭에 모래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 트럭에 담긴 모래를 어떻게 쏟을 수 있을까?
- 트럭에다 모래를 담아 나르니 어떤 점이 좋아?
3) 모래가 필요한 장소나 상황을 설정하여 트럭에 실어 나르는 놀이를 한다.
-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 모래가 더 필요하지 않니?
- 트럭에 모래를 많이 담았더니 무거워 졌구나. 나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4) 유아들이 제안하는 다른 물건도 실어 나른다.
- 이곳에는 나무가 필요하구나? 나무는 어떻게 나를까?
- 무거운 돌도 트럭에 실어 나를 수 있을까?
- 또 어떤 물건을 트럭에 실어 나르고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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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가 손이나 옷에 모래가 묻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모래를 충분히 탐색하고 놀
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놀이의 활성화를 위해 나뭇가지나 다른 놀이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친구와 함께 놀이하기를 즐거워하였는지 평가한다.
2) 물, 모래의 특성과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는지 평가한다.
3) 트럭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놀이하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굴삭기 등 교통 기관을 첨가하여 다양한 교통 기관이 역할을 하는 놀이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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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해상 교통 기관

활동 1

뚝딱! 뚝딱! 배, 비행기 만들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다양한 블록으로 배와 비행기를 구성해 본다.
⋅친구와 협력하여 놀이할 수 있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 또래와 사이좋
게 지내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다양한 항공/해상 교통 기관 사진자료

, 다양한 블록(멀티규 블록, 종이 블록, 유니트

블록, 레고 블록, 카프라 등), 다양한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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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항공/해상 교통 기관 사진자료>

나. 활동 방법
1) 배와 비행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 배나 비행기를 본적이 있니?
- 어디에서 보았니? /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 배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니?
- 배나 비행기를 탔을 때 느낌이 어땠어?
- 어떤 모양처럼 생겼을까?
2)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 가지 배와 비행기 중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볼까?
3) 다양한 블록을 탐색해 본다.
- 어떤 모양의 블록들이 있니?
- 배나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4)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 배와 비행기를 만들어 본다.
5) 완성된 배와 비행기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다양한 블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부러지거나 깨진 블록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3) 사진자료를 쌓기 놀이 영역에 붙여 놓는다.
4)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블록으로 배와 비행기를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2)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3) 친구들과 협력하여 놀이 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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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만든 배와 비행기를 전시해 준다.
2) 만들어 놓은 모형물을 보고 그려 본다.
3) 모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 나눈다.

활동 2

활주로 만들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비행기가 이륙, 착륙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블록을 이용하여 활주로를 구성해본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공
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다양한 종류의 블록 (유닛 블록, 종이 벽돌 블록 등), 장난감 비행기와 헬리콥터, 비행기
가 이착륙하는 사진

,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동영상

<이륙준비중 인 비행기>

<이륙하는 비행기>

나. 활동 방법
1) 비행기의 이착륙 동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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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어떻게 하고 있니?
-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이용하는 길을 무엇이라고 할까?
- 활주로와 찻길은 어떻게 다를까?
-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해볼까?
2) 다양한 블록을 사용해서 비행기 활주로를 구성해 본다.
- 어떤 블록으로 비행기 활주로(뜨고 내리는 길)를 만들면 좋을까?
-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어떤 모양으로 활주로를 만들어 볼까?
3) 친구와 함께 구성한 활주로에 장난감 비행기, 헬리콥터, 로켓트 등으로 자유롭게
놀이해 본다.
- 친구들이 만든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날려볼까?
- ○○ 비행기 출발~~~
- ○○헬리콥터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네.
- ○○헬리콥터 착륙~~~
4) 활주로에서 비행기 놀이를 한 후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날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 자동차 길에서 자동차를 굴릴 때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공항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본 후, 활주로
만들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라. 활동 평가
1) 비행기가 이륙, 착륙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블록을 이용하여 활주로를 구성해보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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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미술영역에서 다양한 폐품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만들어 활주로에서 놀이한다.
2) 친구들이 직접 비행기가 되어 날아보는 신체표현 활동을 한다.

활동 3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친구들과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여
놀이할 수 있다.
⋅배에 관심을 갖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시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상상력
인지적 요소 - 시각화 능력
․인성: 배려 - 친구에 대한 배려

가. 활동 자료
바다 풍경 그림(벽면에 붙여 줄 수 있는 전지 크기)

, 커다란 튜브 보트, 노 4개

<바다풍경 및 보트 그림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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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배에 대한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배를 타 본 적이 있니?
- 누구와 함께 타 보았니?
- 오늘은 친구들과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
2)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 배를 타고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니?
-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면 좋을까?
- 어떤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니?
- 선생님이 준비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
3)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놀이를 해 본다.
- 다같이 ○○○로 여행을 떠나 볼까?
-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4)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여 놀이해 본다.
- (양옆으로 보트를 흔들며)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꽉 잡아!!
-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무서운 상어가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출발!!
5) 활동을 마친 후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여행 중 언제가 가장 신나고 재미있었니?
-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어땠니? / 배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했니?
- 상어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가려고 어떻게 했니?
- 다음엔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
6) 활동 후 다른 친구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한번에 너무 많은 유아가 보트에 올라 활동하면 위험함으로 약속을 정해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트에 운전대 등 필요한 것들을 미리 꾸며 준비하고 역할영역 바닥에도 바다의
느낌이 나도록 파란색으로 꾸며 준다.
3) 보트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바람을 충분이 채워준다.
4)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간접경험을 제공한다.
5) 튜브보트에 들어있는 ‘노’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종이박스 또는 우드락을 이용하여
노를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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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배를 타고 여행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2) 배에 관심을 갖고 상상으로 놀이를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내가 타고 싶은 배’ 상상하여 그려보기 또는 이야기 해보기
2) 내가 배가 되어 파도, 바위, 상어 등을 만났을 때 상황을 신체 표현하기

활동 4

나를 찾아주세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해상 교통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와 모양을 구분하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창의⋅인성 관련)
⋅동기적 요소: 몰입
․인성요소: 사고의 확장, 문제해결력

가. 활동 자료
해상 교통 기관 그림 카드 4장

(여객선, 어선, 유조선, 거북선), 활동 정리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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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해상 교통 기관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이것(여객선, 어선, 유조선, 거북선)은 무슨 사진일까요?
- 사진 속에 있는 배들은 어디로 다닐까?
- ○○○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니?
- ○○○는 뭐하는 배일까?
- ○○○는 사람이 많이 탈 수 있을까?
2) 유아들이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와 모양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게임 방법을 알아본다.
-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니?
-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 여기에 있는 배들이 무슨 배인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 왕을 어떤 방법으로 뽑으면 좋을까?
- 그림카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왕을 뽑는다.
왕을 중심으로 두 친구가 마주보고 앉는다.
두 친구 사이에 그림카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왕이 뒤집어진 그림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설명을 한다.
설명을 들은 유아들은 재빨리 해당하는 교통 기관의 이름을 말한다.
이름을 맞힌 유아는 그림카드를 가져간다.
그림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게임이 이루어지며, 게임이 끝났을 때 그림카드를 많이 가
져온 유아가 이긴다.

4) 왕을 선정한 후 친구들과 함께 게임 방법에 따라 게임을 한다.
5) 활동을 마친 유아는 그림카드를 정리 바구니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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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법>
① 4가지 종류의 해상 교통 기관 그림카드(12×10cm)를 코팅하여 준비한다.
② 포맥스를 직사각형(13×11cm)으로 4개 자른다.
③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코팅된 그림카드를 포맥스에 붙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이나 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유아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어졌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게임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선생님이 게임에 참
여한다.
3) 그림카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활동 후에는 정리 바구니에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해상 교통 기관의 경험이 적은 유아들에게 너무 많은 그림카드를 제시하면 어렵
고, 흥미 없는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종류의 해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와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제시된 해상 교통 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활동 5

어디에 숨었지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항공/해상 교통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동기적 요소 - 몰입

가. 활동 자료
‘어디에 숨었지.’ 교구

, 활동 정리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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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숨었지 사진그림 카드>

나. 활동 방법
1) ‘어디에 숨었지’ 교구를 탐색해 본다.
- 그림에 어떤 교통 기관들이 있니?
- 그림에 있는 것들을 본적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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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 있는 교통 기관의 이름을 알고 있니?
- 이걸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2) ‘어디에 숨었지’ 교구의 활동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그림의 교통 기관 이름을 다같이 말해볼까?
- 교통 기관의 이름이 숨바꼭질을 좋아하나봐. 모두 숨어버렸네.
찾아줄 수 있겠니?
- 그림에 줄이 붙어 있는데 뭐하는 걸까?
- 줄을 한번 당겨 볼까?
- 와~ 이름 카드가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찾은 이름 카드를 읽어볼까.
3) 줄을 당겨 부직포 주머니에 숨어있는 이름카드를 꺼내 소리 내어 읽어 본다.
4) 활동을 마친 후에는 교구를 정리바구니에 정리하도록 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글씨를 모르는 유아가 많으므로 처음에는 선생님이 읽어주고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익숙해지면 혼자 읽어 보도록 한다.
2) 연결하는 줄을 너무 길게 하여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약 10~15cm정도로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항공/해상 교통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그림과 이름을 보고 교통 기관의 이름을 말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항공/해상 교통 기관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작 방법>
① 항공/해상 교통 기관 그림자료를 코팅하여 준비한다.
(약 17☓11cm 정도로 준비)
②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이름표를 만들어 코팅하여 준비한다.
(약 4☓8cm 정도로 준비)
③ 그림카드와 이름표의 오른쪽 위쪽에 구멍을 뚫은 후 운동끈을 10~15cm 정도의 길이
로 연결한다.
④ 포맥스를 B5 사이즈로 잘라 준비한 후 세로로 그림카드를 붙이고 아랫부분에 부직포
로 이름카드가 들어갈 정도의 주머니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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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모양나라 요술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에 관심을 갖고 도형의
특징을 안다.
⋅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을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공간과 도
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동기적 요소 - 몰입

가. 활동 자료
해상 교통 기관 그림

또는 사진

, 백자석 칠판(60cm×90cm), 칼라고무자석(○, □,

△, ⌷, ⌓ 각 20개씩), 활동 정리 바구니

<해상 교통 기관 그림 및 사진>

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 물에서 다니는 교통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배를 타거나 본적이 있니?
2) 해상 교통 기관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어선’은 언제 사용하는 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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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은 어떤 모양이지?
3) 여러 가지 모양 조각을 살펴본다.
- ‘○’은 무슨 모양이니?
- ‘□’은 무슨 모양이니?
- ‘△’은 무슨 모양이니?
4) 모양 조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이 모양 조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5)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을 구성해 본다.
- 어떤 교통 기관을 만들고 싶니?
- ‘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떤 모양들이 필요할까?
- 더 필요한 조각들은 없을까?
- 다른 모양 조각으로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6) 유아들이 구성한 교통 기관을 사진으로 찍어 소개해 본다.
- 무엇을 만들었니?
- 친구들이 만든 해상 교통 기관과 어떤 점이 같니?
- 친구들이 만든 해상 교통 기관과 어떤 점이 다르니?
- 또 어떤 교통 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
<모양 조각 제작 방법>
① 칼라고무자석을 다양한 색으로 준비한다.
② ○(지름 5cm), □(5cm×5cm), △(5cm), ⌷(5cm×3cm, 7cm×2cm)
⌓(지름 5cm) 등의 모양으로 각각 20개씩 자른다.
③ 그 외의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충분히 해상 교통 기관의 특징에 대해 활동한 후에 활동을 제시한다.
2) 모양 조각으로 교통 기관 구성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은 교통 기관 사진을 화이트보
드에 붙여놓고 밑그림 위에 놓아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해상 교통 기관과 모양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가) 해상 교통 기관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고 도형의 특징을 아는가?
2) 다양한 모양 조각을 활용하여 교통 기관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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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상 교통 기관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는가?
나) 해상 교통 기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였는가?

마. 확장 활동
1) 한 가지 도형 시트지를 이용하여 교통 기관을 상상하여 그려본다.

활동 7

해상 교통 기관 퍼즐 맞추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다양한 종류의 해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해상 교통 기관의 부분과 전체를 알 수 있다.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와 모양을 구분할 수 있다.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 -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질서 - 사회질서

가. 활동 자료
해상 교통 기관 퍼즐조각 그림

, 해상 교통 기관 퍼즐그림 밑판

, 활동 정리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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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해상 교통 기관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무슨 사진일까? (범선, 요트, 잠수함, 어선, 전투함)
- 전투함과 어선은 어떤 점이 다를까?
(전투함은 크고, 어선은 작아요 / 전투함은 커다랗고 길죽한 모양 같고요, 어선은
작고 동그란 모양 같아요.)
2) 유아들이 해상 교통 기관 퍼즐그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퍼즐그림 조각 중 유추하기 쉬운 조각 하나를 보여주며)
이것은 무엇일까?(퍼즐이요)
- 그래. 이것은 해상 교통 기관 중 하나의 퍼즐조각이란다.
어떤 것의 일부분일까?(.....)
- (3~4개의 퍼즐조각을 맞추어 제시하며)
그럼, 이것은 무엇의 일부분인지 알 수 있니?
- (남은 조각들을 가리키며)
이것들을 모두 맞추면 무엇이 될까?
3) 해상 교통 기관 퍼즐그림 조각과 퍼즐그림 밑판, 퍼즐 조각 정리 바구니를 제시한다.
- 퍼즐그림 밑판의 그림을 잘 살펴보면서 퍼즐조각을 잘 찾아보자.
- 퍼즐그림을 모두 맞추니 무엇이 되었니?
4) 활동을 마친 유아는 퍼즐 조각을 정리 바구니에 정리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퍼즐 조각을 맞춘 후 그 해상 교통 기관의 이름을 이야기 하도록 안내한다.
2) 퍼즐 조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활동 바구니에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너무 많은 퍼즐 조각을 제시하지 않는다.(10조각, 15조각, 20조각 등 수준별로 준비
하면 좋다.)
4) 퍼즐 조각을 자른 후에는 코팅한 곳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투명테이프로
마무리를 해준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종류의 해상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해상 교통 기관의 부분을 보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와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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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교통 기관 종류를 바꾸어 활동을 변형할 수 있다. (육상이나 항공 교통 기관)
<제작 방법>
① 해상 교통 기관을 선정하여 두 장을 준비한다.
(한장은 조금 연하게 출력한다.)
② 교통 기관 그림을 두장 모두 코팅한다.
③ 코팅한 그림 중 한 장만 퍼즐 조각으로 나누어 자른다.
(진하게 출력한 교통 기관 그림을 자른다.)
④ 자른 그림 조각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우드락을 붙인다.
⑤ 연하게 출력해 준비한 교통 기관 그림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포맥스를 붙여
준다(퍼즐 그림 밑판으로 이용).
* 퍼즐조각 뒷면에 붙이는 우드락을 같은 색으로 통일한다.

2) 교통 기관의 일부분을 보고 완성하여 그려본다.

활동 8

둥둥배, 퐁당배

목 표
⋅물에 뜨는 재료의 특징을 이해한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배를 만든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가. 활동 자료
물에 가라앉는 것(지우개, 숟가락, 가위, 열쇠고리 등), 투명 플라스틱 수조(대), 파란색
바구니, 노란색 바구니, 물에 뜨는 것(스티로폼, 나무 조각, 우유팩, 요쿠르트병, PET병 등)

나. 활동 방법
1)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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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을 하는 재료일까?
-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만져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들어 볼까?
2) 물이 가득 채워진 수조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며 이
야기 나눈다.
- 이 물건들을 물에 넣어 본 적이 있니?
- 여기에 ○○○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 ○○○는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3) 물건을 하나씩 수조에 넣어본다.
- ○○○를 물에 띄어보자. 어떻게 될까?
- 왜 ○○○는 물에 떴을까?
- 왜 ○○○는 물에 가라앉았을까?
4) 자유롭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물에 띄어보며 탐색한다.
5) 물에 뜨는 물건과 가라앉는 물건을 분류해본다.
- 파란색 바구니에 물에 떴던 물건들을 담아볼까?
- 노란색 바구니에 물에 가라앉았던 물건들을 담아볼까?
6) 미술영역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배를 만들어본다.
- 만약에 배를 만든다면 어떤 재료로 배를 만들고 싶니?
- 왜 이 재료로 배를 만들어보고 싶어?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수조에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 실험을 하고 바로 미술영역에서 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용품과 꾸미기 재료를 준비해준다.

119

2) 재활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여러 가지 재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PET병도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준비해 주도록 한다.
3) 유아의 관심에 따라 활동 중간에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물건을 분류해볼 수도
있다.
4) 흘린 물과 건져 올린 물건을 닦을 수 있도록 마른 수건을 준비해 놓는다.

라. 활동 평가
1) 물에 뜨는 재료와 가라앉는 재료들의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2) 배를 만드는 재료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배를 만든 후 물 위에서 배를 띄워 보는 놀이로 확장할 수 있다.
2) 물에 뜨는 재료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미술영역에서 배를 만들어 본다.

활동 9

하늘과 바다로 다녀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항공/해상 교통 기관이 주로 다니는 곳에 관심
을 가진다.
⋅자석의 성질을 경험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수와 연산
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지적 요소 - 문제 해결력
⋅인성: 질서 - 기초 질서

가. 활동 자료
하늘과 바다 배경판

, 자석 막대 2개

활동 정리 바구니(큰 것과 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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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비행기 그림 각15개

, 주사위, 모음판

<바다배경>

<점주사위, 자석막대 삽화>

<하늘배경>

<배 삽화>

<비행기 삽화>

<모음판>

나. 활동 방법
1) 항공/해상 교통 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항공/해상 교통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 배는 어디로 다니는 교통 기관일까?
- 헬리콥터는 어디로 다니는 교통 기관일까?
2) 게임 활동 교구를 탐색한다.
- (배경판을 보여주며) 이 판에 무엇이 그려져 있니?
- 자석이 달린 막대는 어떻게 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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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와 배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3) 게임 활동 교구를 보여 주며 방법을 소개한다.
- 헬리콥터와 배를 그림판에 놓아 줄 수 있니?
- 헬리콥터는 하늘과 바다 중 어디에 놓아야 할까?
- 배는 하늘과 바다 중 어디에 놓아야 할까?
- 주사위를 던져 나온 동그라미 수만큼 헬리콥터와 배를 가져올 수 있겠니?
- 자석 막대를 사용하여 헬리콥터와 배를 가져올 수 있겠니?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게임 자료를 살펴본다.
두명의 유아가 함께 게임을 한다.
그림판 위에 헬리콥터와 배를 올려놓는다.
자석 막대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이긴 유아가 먼저 주사위를 던져 나온 동그라미 수만큼 헬리콥터나 배를 가져온다.
헬리콥터나 배를 가져와 모음판(10)을 먼저 채우면 게임이 끝난다.

4) 친구와 함께 차례와 규칙을 지키며 게임을 한다.
5) 활동을 마친 유아는 교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항공/해상 교통 기관의 항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야기 나눈 후에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처음에는 선생님이 함께 게임 활동에 참여하여 유아들이 게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자석 막대의 길이는 길지 않도록 20~25cm정도로 제작한다.
4) 학급당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사위의 동그라미 수를 조절한다.(1~3 또는 1~5)

라. 활동 평가
1) 항공/해상 교통 기관이 다니는 길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자석의 성질을 이해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주사위의 동그라미를 보고 같은 수만큼 교통 기관을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작 방법>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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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바다 배경의 그림을 코팅한 후 뒷면에 포맥스를 붙인다.
헬리콥터와 배를 각각 15개씩 코팅한 후 뒷면에 원자석을 붙인다.
포맥스를 25cm×4cm 잘라 준비한 후 끝쪽에 원자석을 붙인다.
열칸으로 나뉜 모음판을 코팅한 후 뒷면에 포맥스를 붙인다.
숫자가 아닌 동그라미를 넣어 주사위를 만든다.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활동 10

알록달록 열기구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구슬을 굴려 나타나는 무늬에 관심을 가진다.
⋅조형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성향적 요소 - 독창성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열기구 그림카드

, 작업 가운, 구슬, 구슬을 굴릴 낮은 상자, 작은 통(떠먹

는 요구르트 통) 물감,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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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열기구>

나. 활동 방법
1) 하늘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하늘을 날 수 있는 교통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타 보고 싶니?
2) 여러 가지 열기구의 사진을 보며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나만의 열기구 만
들기를 안내한다.
- 이렇게 생긴 것을 본 적 있니? 이름이 무엇일까?
- 열기구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 위로 날 수 있을까?
- 윗부분이 어떤 모양 같아? 사람은 어디에 탈까?
- 사진에서 본 알록달록 모양의 풍선 열기구처럼 너희들만의 멋진 열기구를 꾸며
볼 수 있을까?
3) 열기구 만들 재료를 탐색한다.
-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니?
- 상자를 움직이면 구슬이 어떻게 될까?
- 구슬에 물감을 묻히고 굴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4) 상자 안에 도화지를 넣고 구슬을 굴려본다.
- 상자 안의 구슬을 굴려볼까?
- 도화지에 나온 무늬가 꼭 어떤 모양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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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 말려진 구슬 그림을 유아가 원하는 열기구 모양으로 오려 도화지에 붙이고, 열
기구를 그려 완성한다.
6) 완성된 구슬 그림에 더 그려 넣고 싶은 그림을 크레파스로 표현한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구슬을 굴릴 때에 구슬이 떨어질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굴릴 수 있는 턱이 높은 상
자를 준비해 준다.
2) 물감이 옷에 묻을 수 있으므로 작업 가운을 입고 활동한다.
3) 활동하다 물감을 흘리거나 구슬을 흘릴 수 있으므로 닦을 수 있는 물티슈를 준비한다.
4) 가위질이 미숙한 유아들이 많으므로 열기구 풍선모양은 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교
사가 오려줄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구슬을 굴려 나타나는 무늬에 관심을 보이며 조형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지 평
가한다.
가) 구슬을 굴려 나타나는 무늬에 관심을 가지는가?
나) 구슬로 꾸미는 조형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마. 확장 활동
1) 구슬 말고 굴릴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굴려 보도록 한다.
2) ‘친구와 함께 여행을’이라는 활동으로 친구의 얼굴을 오려 붙여보거나 잡지에서
사람의 얼굴을 오려 붙여본다.
3) 전시하여 다른 친구의 작품도 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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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1

두둥실 종이배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슬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에 관심을 가진다.
⋅배를 접을 수 있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동기적 요소 - 몰입

가. 활동 자료
마블링 물감, A4 크기의 흰색 도화지, 아크릴 수조, 색연필, 사인펜, 집게, 종이접기 순
서판 다양한 종이 (색종이, 벽지, 달력종이, 전단지, 신문지, 복사지)

<배만들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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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 해상 교통 기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바다에서 다니는 교통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바다에서 다니는 교통 기관을 타보거나 본적이 있니?
2) 마블링 물감의 사용법과 활동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수조에 떨어뜨린 마블링물감을 제시하며) 이렇게 생긴 물감을 본적 있니?
- 이것은 마블링이라는 특수한 물감 이란다.
- 도화지를 수조 위에 덮어 마블링 물감을 찍어 볼까?
- 어떤 모양이 찍히게 될까?
3) 마블링 물감이 풀어져 있는 수조에 도화지를 덮어 찍어본다.
- 물감이 종이에 잘 찍혔니? 꼭 어떤 모양 같아?
4) PPT를 보면서 배 접는 과정을 소개한다.
5) 마블링 물감이 마른 도화지에 종이배를 접어 붙인다.
- 종이배를 선생님과 함께 접어볼까?
- 무슨 종이로 배를 접고 싶니?
- 완성된 종이배를 ○○가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볼까?
6) 배를 붙인 도화지에 자유롭게 꾸며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마블링 물감이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마블링 물감을 떨어뜨려 A4 도화지에 염색할 수 있는 납작하고 넓은 아크릴 수조
또는 다양한 용기를 준비한다.
3) 마르는 동안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해상 교통 기관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한다.
2)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콜라주 기법으로 잡지나 신문에서 사람을 오려 배에 붙여 본다.
2) 친구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기
3) 종이배를 접어 물모래 놀이영역에서 띄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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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2

교통 기관 소리 듣고 악기로 표현하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통 기관의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들어
본다.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악기로 표현할 수 있다.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감상
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배려 - 친구에 대한 배려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의 소리 효과음

, 카세트, 헤드폰, 다양한 악기(미니북, 우드블록, 템버린, 실

로폰, 마라카스), 항공/해상 교통 기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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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 사진>

나. 활동 방법
1) 교통 기관의 소리 효과음(헬리콥터, 여객선, 통통배, 로켓트, 모터보트 등)을 들어
본다.
2) 각 소리의 특징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 가지 교통 기관의 소리를 들어볼까?
- 이 소리는 어떤 교통 기관이 내는 소리일까? / 왜 그렇게 생각했니?
- 이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니?
- 교통 기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니?
3) 다양한 악기들을 탐색해 본다.
- 여기에 있는 악기들을 본적이 있니?
- 여러 가지 악기들을 두드려 볼까? 어떤 소리가 나니?
- ○○는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4) 여러 가지 교통 기관 소리를 듣고 다양한 악기로 표현해 본다.
- 카세트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볼까?
- 들리는 소리가 어떤 악기 소리와 비슷한 것 같아?
- 교통 기관의 소리를 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해 볼까?
5) 악기로 다양하게 표현해 본 후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는 이 소리를 듣고 왜 ○○○로 표현했니?
- 왜 그렇게 두드리며 표현했니?
- 악기로 교통 기관의 소리를 표현해 보니 느낌이 어떠니?
6) 활동 후에는 사진자료와 카세트를 제자리에 정리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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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너무 큰소리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
2) 헤드폰을 준비하여 다른 친구들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교통 기관의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소리를 듣고 어떤 교통 기관인지를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들은 소리를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교통 수단 소리 듣고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2) 교통수단 소리를 신체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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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3

배가 되어보아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게임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규칙을 지켜 놀이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구체물 3개를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수와 연산의 기
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몰입
⋅인성: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물고기 모형, 접시, 바구니,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 그림(노 젓는 배, 조정용 배, 카약,
거북선)

나. 활동 방법
1)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를 소개한다.
- 열심히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를 본 적 있니?
- 노 젓는 흉내를 내어볼까?
2) 바닥에 누워 배처럼 움직이기를 해본다.
- 이번에는 누워서 노를 저어 볼까?
- 바닥에 엎드려 손을 펴서 방바닥을 짚고,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당겨서 앞
으로 나아가볼 수 있겠니?
-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해볼 수 있니? 다시 해 볼까? (2~3번 움직여 보도록 한다)
3) 게임 규칙을 설명한다.
<게임 규칙>
① 출발선에 엎드린다.
② 출발신호가 울리면 손바닥을 펴서 방바닥을 짚고,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나아간다.
③ 목표지점에 가서 물고기 세마리를 큰소리로 세며 잡아 바구니에 담는다.
④ 돌아올 때도 엎드려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몸을 당겨 움직여 돌아온다.
⑤ 앞사람이 지정된 지점으로 들어오면 다음사람이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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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을 한다.
- 우리가 배가 되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 볼 수 있을까?
- 출발신호가 울리면 노를 저어가서 물고기 세 마리를 잡고 돌아 올 수 있겠니?
5) 물고기 숫자를 셀 때 같이 세어준다.
- 물고기는 하나씩 세어가며 세 마리를 잡는 거야. 다 같이 세어 줄 수 있겠니?
6)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 한다.
- 배처럼 가는 것은 어땠니?
- 물고기를 잡아보니 기분이 어땠니?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2~3일 전에 배 그림을 게시하여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2) 정확한 동작으로 규칙을 잘 지키며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학급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조절한다.
4) 학급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잡는 물고기의 개수를 조절한다.
5) 빨리 다녀오는 것보다 정확한 개수의 물고기를 잡고 오는 것을 격려한다.(수세기
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규칙을 지키며 놀이하였는지 평가한다.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임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3) 다섯 개 가량의 수세는 것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박스로 배를 만들어서 한 친구는 배에 타고 한 친구는 밀어주는 게임을 한다.
2) ‘리리릿자로 끝나는 말은‘노래의 음에 다음의 가사를 넣어 노래 부르며 활동한다
(배를 저어요, 강물을 따라,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배를 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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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4

우리들의 배를 만들어요

목 표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
⋅친숙한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미술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미술활동으로 표
현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유아 3~4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전자제품 박스(기본적인 배의 형태를 구성한 것),
색 밀가루 풀, 밀가루 풀을 담을 넓은 대야, 색 밀가루 풀 만들기(①밀가루에 물을 넣어 푼
다. ②저어가며 끓여 풀을 만든다. ③노란색 식용색소를 넣어 젓는다. ④식힌다.)

나. 활동 방법
1) 넓은 대야에 색 밀가루 풀을 담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 여기 있는 색 밀가루 풀을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 두 손바닥으로 만져볼까?
-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니?
- 콕콕콕 손가락으로 찔러볼까?
- 주먹 쥐고 두드려볼까?
- 짝짝짝 손바닥으로 두드려볼까?
- 손을 푹 담가볼까? 주물주물 주물러볼까? 어떤 느낌이니?
- 손을 꺼내서 두 손을 비벼볼까? 깍지를 껴볼까?
- 무슨 색이니?
- 냄새는 어떠니?
2) 종이 박스로 만든 배에 색 밀가루 풀을 발라 꾸민다.
- 이 배는 보물섬에 데려다주는 우리들의 배야. 우리가 색풀로 멋지게 꾸며줄 수
있을까?
- 손바닥을 찍어 볼까?
- 문지르며 넓게 발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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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느낌은 어떠니?
3)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린 후 놀이에 활용한다.
- 잘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옮겨둘까? 다함께 영차 영차 옮겨 볼까?
- 다 마른 후에 이 배를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등원 시부터 교실 한편에 세워두어 유아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2) 박스 및 색 밀가루풀 등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손을 넣고 탐색하기나 손바닥으로 풀칠하기 싫어하는 유아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탐색해 보는 등 가볍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2) 친숙한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탐색활동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배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표를 달아준다.
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꾸민다.(돛 달기, 망원경 달기 등)
3) 실내 놀이에 활용 한 후 바깥놀이터에서 배타고 보물섬 탐험하기 놀이를 한다.

활동형태

활동 15

비행기, 배가 가는 곳은

바깥놀이
활동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알아본다.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가. 활동 자료
비행기 리본막대(막대 끝에 유아가 그린 비행기 그림을 붙인 리본막대), 배 리본막대(막

134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대 끝에 유아가 그린 배 그림을 붙인 리본막대), 그림포스터(비행기, 배가 하늘, 바다에서
가고 있는 그림)

<그림포스터>

<완성된 비행기 리본막대>

나. 활동 방법
1) ‘간다간다’ 노래를 부르며 모여 비행기, 배가 가는 곳에 대해 알아본다.
- 교실에 붙어있는 그림 봤니?
- 비행기가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 배가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 비행기, 자동차, 배 중 어느 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는
것은 무엇이지?
2) 리본 막대를 하나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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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막대에 무엇이 붙어있니?
- 비행기 리본막대로 비행기가 가는 것처럼 움직여 볼 수 있을까?
- 배 리본막대로 배가 가는 것처럼 움직여 볼 수 있을까?
3) 비행기 리본막대로 비행기가 가는 곳과 가는 모양을 표현해본다.
-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니? 하늘 위로 날아 가볼까? 높이 날아갈 수 있겠니?
- 하늘 높이 신나게 날아 가볼까?
- 아주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니?
- 이제 착륙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니?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니?
-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활주로에서 점점 빨리 달리가다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단다. 비행기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날아갈
수 있겠니?
-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피해서 가볼까?
4) 배 리본막대로 배가 가는 곳과 가는 모양을 표현해본다.
- 배는 어디로 가고 있니? 바다 위에 떠볼까?
- 날씨가 좋아 배가 고요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네.
- 파도가 점점 거세져서 배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어.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
- 고래가 나타났어. 고래를 피해서 갈 수 있니?
5) 리본막대를 바꾸어 활동한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2~3일전에 비행기가 하늘에, 자동차나 기차가 땅위나 기찻길에, 배가 바다에 있는
그림을 제시해주어 교통 기관이 가는 길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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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들이 그린 배와 비행기 그림을 붙여 만든 리본막대를 충분히 준비한다.
3) 리본막대에 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유아가 한곳에서 정지하여 표현하거나 혹은 멀리 달려가면서 표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위, 아래의 위치를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2) 리본막대를 사용하여 배, 비행기의 움직임의 특성을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간다 간다 간다’, ‘비행기’ 노래 등 교통 기관의 노래를 부르며 리본막대로 표현해
본다.
2) 배, 비행기 그림을 그려 해당하는 교통 기관이 가는 길을 나타낸 그림포스터를 찾
아 붙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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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즐거운 교통 생활

활동 1

세차장을 만들어요

목 표

⋅세차장의 시설물에 관심을 가진다.
⋅협력하여 세차장을 만든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세차장 모습 동영상

, 종이 벽돌블록, 대형 플라스틱 블록, 단위 블록, 긴 끈이나 호스

나. 활동 방법
1) 세차장에 가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세차장에 가본 적이 있니?
- 세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니?
- 세차장에서는 무엇을 할까?
2) 다양한 세차장의 동영상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자동 세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손세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차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커다란 자동세차기는 어떤 블록으로 만들까?
- 손세차하는 곳은 어떤 블록으로 만들까?
4) 어떤 세차장을 만들지 정한 후 다양한 블록으로 세차장을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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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세차하는 기계를 만들 때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블록을 잘 선택한 후 만든다.
2) 추후에 유아들이 세차장에서의 역할 놀이를 해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든다.

라. 활동 평가
1) 세차장의 여러 시설물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가) 세차장의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가?
2) 세차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다른 유아들과 함께 세차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 블록으로 세차장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만드는가?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블록으로 만든 세차장에 여러 소품을 제공하여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놀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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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크기별로 주차하는 곳이 달라요

영역

자유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협력하여 크기가 다른 주차장을 만든다.
⋅주차장의 다양한 크기에 맞추어 자동차를 주차
한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기초적인 측정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종이 벽돌블록, 단위블록, 다양한 크기의 자동차 모형

나. 활동 방법
1) 주차장에 가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주차장에 가 본 적이 있니?
- 주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2) 다양한 크기의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자동차의 크기는 어떠니?
- 크기가 작은 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크기가 큰 자동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다양한 크기의 주차장을 만든다.
- 작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볼까?
- 큰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볼까?
- 주차장 입구는 어디에 만들까?
4) 주차장 크기와 자동차 크기를 맞추어 주차해본다.
- 작은 ○○ 자동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
- 큰 ○○ 자동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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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자동차의 크기가 다양한 자동차 모형을 제공한다.
2) 블록으로 만든 주차장이 자동차를 주차할 때 너무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블록을
잘 선택한다.

라. 활동 평가
1) 여러 유아들이 협력하여 주차장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유아들이 블록을 가지고 주차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차장을 만드는가?
2) 크기가 다양한 주차장에 자동차를 적절히 주차하는지 평가한다.
가) 자신들이 만든 다양한 크기의 주차장에 적절한 크기의 자동차를 찾아 주차하
는가?

마. 확장 활동
1) 다양한 크기의 주차장에 크기별로 주차된 자동차의 수를 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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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버스타고 견학가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를
안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예절을 알고 지킨다.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
안전규칙 지키기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질서 - 기초질서, 사회질서

가. 활동 자료
블록으로 구성된 버스 모양(종이벽돌블록, 큰 플라스틱 블록), 유아용 의자(검정색 부직
포를 이용해 안전벨트 부착), 운전사 모자, 교사 앞치마, 유치원/어린이집 가방

<부직포 의자와 부직포 의자에 착석한 유아 활동사진>

나. 활동 방법
1) 종이 벽돌블록이나 큰 플라스틱 블록으로 커다란 원 버스 외형을 만든다.
2) 부직포 안전벨트가 부착된 유아용 의자를 블록으로 만든 버스 안에 버스 좌석 모
양으로 놓아본다.
3) 원에서 버스를 타고 견학이나 소풍 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어디로 견학이나 소풍 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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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이나 소풍 갈 때 무엇을 타고 갔었니?
- 버스타고 견학이나 소풍 갈 때 기분이 어땠니?
4) 원에서 버스를 타고 견학이나 소풍갈 때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
눈다.
-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버스에서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5) 운전사, 교사, 유아 등 각자 해보고 싶은 역할을 정하고 소품을 갖춘다.
- 운전사는 무엇이 필요할까?
- 유아는 무엇이 필요할까?
- 교사는 무엇이 필요할까?
6) 각자 지켜야할 규칙과 예절을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본다.
- 유아：줄을 서서 버스를 탄다/ 안전벨트를 차고 의자에 앉아 있는다/내릴 때는
교사의 손을 잡고 한명씩 내린다.
- 교사：유아가 안전벨트를 멜 수 있도록 돕는다/ 유아들이 타고 내릴 때 손을 잡
아준다.
- 운전사：유아들이 모두 버스에 타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 모든 유아
들이 준비되면 출발 한다/ 도착지에 도착하면 알려 준다 등

다. 활동의 유의점
1) 규칙과 예절을 지켜 안전하게 버스 타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즐거
웠던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2) 버스 안에서 뿐만 아니라 타고 내릴 때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활동한다.

라. 활동 평가
1) 안전하게 버스 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블록으로 버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 버스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2) 버스를 탈 때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에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한다.
가) 버스 타고 내릴 때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에 관심을 갖는가?
나) 버스 안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에 관심을 갖는가?
다) 버스 역할 놀이를 하는 동안 예절과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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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시내버스, 도시철도, 택시, 비행기 등 여러 가지 교통 기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역할놀이를 통해 직접 규칙들을 지켜본다.

활동 4

어디에서 타야할까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통 기관 이용 장소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 기관에 따른 이용 장소를 안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질서 - 사회질서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철도역, 기차역, 공항, 선착
장)가 그려진 원판 1개
원판 1개

, 교통 기관(버스, 택시, 도시철도, 기차, 비행기, 배)이 그려진

, 원판을 꽂은 보드판, 할핀이나 단추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 및 교통 기관 사진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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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교통 기관을 타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버스/ 택시/배 등을 타본 경험이 있니?
- 어디에서 탔니?
2) 보드판에 끼워진 원판을 하나씩 돌리며 교통 기관의 이름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보드판의 교통 기관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이니?
- (보드판의 교통 기관 이용 장소 중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일까?
3) 두 개의 원판을 돌려 교통 기관과 이용하는 장소의 짝을 맞춰보며 이야기 나눈다.
- 버스를 타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볼까?
- 기차를 타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볼까?
- 배를 타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볼까?
4) 유아가 보드판을 돌려 교통 기관과 이용 장소의 짝을 맞춘다.
5) 보드판을 돌려 짝을 맞추며 교통 기관과 이용 장소의 이름을 알아보고 말로 표현
해 본다.
- 기차는 기차역에서 탑니다.
-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탑니다.
- 택시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니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가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의 짝을 맞추면서 이름을 알아보고
말로 표현해 보도록 격려한다.
2) 유아들이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활동판 뒤에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 이용
장소의 짝이 맞춰진 그림을 제시한다.

라. 활동 평가
1)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가) 교통 기관에 따라 이용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갖는가?
2)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짝을 맞추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
가한다.
가) 교통 기관의 이용 장소에 대해 아는가?
나)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 이용 장소 짝을 맞추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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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두 명의 유아가 짝이 되어, 한 유아가 원판을 돌리며 교통 기관 이름을 말하면 다
른 유아가 교통 기관 이용 장소가 그려진 원판을 돌리며 짝을 맞추고 장소 이름을
말한다.
2)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 이용 장소의 이름을 적어보거나 이름이 적힌 카드를 활용
하여 활동을 한다.

활동 5

안전한 교통 생활

목 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안전한 교통 생활에 대해 안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
안전규칙 지키기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문제해결력
⋅인성: 질서 - 기초질서, 법질서

가. 활동 자료
안전한 교통 생활 그림카드 5장
2개(빨간색,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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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그림카드 5장

, 바구니

<안전한 교통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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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나. 활동 방법
1) 안전하게 교통 기관을 이용하고 보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인도를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자전거를 타고가다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시철도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 안전한 교통 생활 그림카드 5장과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그림카드 5장을 섞어
서 뒤집어 놓는다.
3) 유아가 카드를 한 장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한다.
-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해볼까?
- 그림에 있는 모습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 그림에 있는 모습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4) 안전한 교통 생활 그림은 초록색 바구니,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그림은 빨간색
바구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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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택한 그림카드의 모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초록색 바구니에 넣어볼까?
- ○○가 선택한 그림카드의 모습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빨간색 바구니에 넣어볼까?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그림카드를 보고 어떤 모습인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2) 유아가 스스로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전한 그림카드 뒤에는 초록색 동
그라미, 안전하지 않은 그림카드 뒤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둔다.

라. 활동 평가
1) 자신의 생각을 말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 그림카드를 보며 어떤 모습인지 잘 표현하는가?
나) 그림카드를 보며 안전한 생활과 안전하니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
유를 적절히 표현하는가?
2) 안전한 교통 생활에 대해 안다.
가) 안전한 교통 생활과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에 대해 아는가?
나) 안전한 교통 생활과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을 구별할 수 있는가?

마. 확장 활동
1) 두 명의 유아가 게임식으로 활동한다.
- 바구니를 한 세트 더 제공한다.
- 안전한 교통 생활 5장, 안전하지 않은 교통 생활 카드 5장을 뒤집어 섞은 후 제공한다.
- 두 유아가 순서대로 그림카드를 선택한다.
- 자신이 선택한 카드가 어떤 모습인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그림인지 설명한다.
- 선택한 카드가 안전한 그림이면 초록색 바구니에 안전하지 않으면 빨간색 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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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 넣는다.
- 활동이 끝난 후, 각각 자신의 초록색과 빨간색 바구니에 몇 개의 카드가 들어있
는지 세어 본다.
- 초록색 바구니에 카드를 더 많이 모은 유아가 이기는 게임을 해본다.

활동 6

초록불에 가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호등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게임에 참여한다.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
안전 규칙 지키기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질서 - 기초질서, 법질서

가. 활동 자료
게임판

, 유아 모습의 말 2개

, 주사위(3면은 빨간색, 3면은 초록색 동그라미가 하

나씩 그려진 것)

<초록불에가요 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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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신호등이 초록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초록불, 빨간불 게임판, 주사위, 말을 제시한다.
3)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⑤

두 유아가 말을 한 개씩 나누어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
게임판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네모 위에 말을 올려놓는다.
주사위를 던져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한 칸씩 움직인다.
주사위를 던져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한번 쉰다.
게임판 위쪽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건물 앞에 있는 파란색 네모에 먼저
도착한 유아가 이긴다.

4) 게임을 한다.
5) 게임이 끝나면 게임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게임을 했는지 이야기 나눈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주사위를 던져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유아들이 한 칸씩만 움직이는지 확인
한다.

라. 활동 평가
1) 신호등의 의미를 아는지 평가한다.
가) 초록불일 때는 길을 건너는 것인지를 아는가?
나) 빨간불일 때는 멈춰 서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2) 자신의 순서와 규칙을 지키며 게임에 잘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주사위가 초록색일 때는 말을 한 칸씩만 움직이는가?
나) 주사위가 빨간색일 때는 말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마. 확장 활동
1) 신호등 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의 내용도 포함시켜 게임판과 주사위의 내용을 다
양하게 하여 게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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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교통 기관 시설물 퍼즐 맞추기

목 표

⋅교통 기관과 이용 장소에 대해 안다.
⋅게임규칙을 지키며 게임에 참여 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조절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과 관련된 시설물(버스 정류소, 기차역, 선착장, 공항)이 그려진 퍼즐 그림판
(퍼즐 조각은 9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행기, 웃는 얼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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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퍼즐조각, 주사위(각 면에 버스, 기차, 배, 비

<교통 기관 시설물 퍼즐 및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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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버스는 어디에서 탈까?
- 기차는 어디에서 탈까?
- 비행기는 어디에서 탈까?
- 배는 어디에서 탈까?
2) 퍼즐판과 주사위를 보며 교통 기관과 이용 장소에 대해 알아본다.
- (주사위의 비행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이니?
- (항구의 선착장 그림이 있는 퍼즐판을 보여주며) 여기는 어디일까?
- (주사위의 배 그림을 가리키며) 배는 퍼즐판에 있는 그림 중 어디에서 탈까?
3) 퍼즐판과 주사위를 제공하고 게임방법을 알아본다.
<게임 방법>
퍼즐판 4가지 중에서 맞추고 싶은 그림의 퍼즐판을 한 개씩 고른다.
주사위를 던질 순서를 정한다.
퍼즐판 옆에 퍼즐 조각을 펼쳐 놓는다.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퍼즐판과 관련이 있는 교통 기관 그림이
나오면 퍼즐 조각 한 개를 맞춘다.
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과 상관이 없는 교통 기관 그림이 나오면 그냥 넘어간다.
⑥ 웃는 얼굴이 나오면 퍼즐 조각 한 개를 맞출 수 있다.
⑦ 먼저 퍼즐판을 완성한 유아가 이긴다.
①
②
③
④

4) 퍼즐을 맞춘 후 각자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퍼즐 조각을 만들 때 각각의 퍼즐판을 다른 모양으로 자른다.
2) 유아들이 게임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퍼즐 조각 맞춰보기를 먼
저 실시한 후 게임 활동을 한다.

라. 활동 평가
1)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 이용 장소를 관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 교통 기관에 따라 교통 기관 이용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나) 교통 기관과 이용 장소를 연관시킬 수 있는가?
2)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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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퍼즐 조각이 더 많은 퍼즐판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2) 교통 기관과 퍼즐판의 수를 늘려서 게임한다.

활동 8

교통 기관이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통 기관이 일하는 시설물에 대해 관심을 갖
고 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 해결력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과 교통 기관이 일하는 시설물이 그려진 도미노 그림카드

(소방차, 소방서,

경찰차, 경찰서, 우체국 배달차, 우체국, 굴삭기, 공사장, 유치원/어린이집 버스, 유치원/어
린이집, 엠블런스, 병원)

<도미노 그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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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교통 기관이 일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소방차는 어디에서 일할까?
- 엠블런스는 어디에서 일할까?
- 유치원/어린이집 버스는 어디에서 일할까?
2) 도미노 카드를 보며 교통 기관이 일하는 곳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소방서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니? 왜 여기가 소방서라고 생각했니? 소방
서에서 일하는 차는 무엇이니?
- (병원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니? 왜 여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했니? 병원에
서 일하는 차는 무엇이니?
3) 교통 기관 카드와 일하는 곳의 카드가 짝이 되도록 도미노 그림카드 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 방법>
① ⇨ 표시가 있는 도미노 카드에서 시작한다.
② 첫 번째 카드 마지막 그림(교통 기관)과 두 번째 카드 첫 번째 그림(일하는 곳)이 짝
이 되도록 놓는다.
③ 2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미노 카드를 놓는다.
④ ⇦ 표시가 있는 카드에서 끝낸다.

4) 도미노 카드 활동을 해본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교통 기관의 역할이나 종류보다는 일하는 장소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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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교통 기관과 일하는 곳에 관심을 갖고 아는지 평가한다.
가) 교통 기관마다 일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가?
나) 교통 기관과 일하는 곳을 연관시킬 수 있는가?

마. 확장 활동
1) 교통 기관이 일하는 장소를 꾸미고 일하는 사람들의 소품을 마련하여 역할놀이를 한다.

활동 9

우리가 이용한 교통 기관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통 기관을 이용한 즐거웠던 경험을 공유한다.
⋅다양한 자료에서 교통 기관을 찾아본다.
⋅교통 기관이 다니는 장소나 배경을 꾸며본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예술경험: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 미술활동
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독립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 그림이 있는 자료(유아들이 잘라 볼 수 있도록 신문, 잡지, 광고지와 교사가
잘라 놓은 교통 기관 그림을 함께 제공)

, 가위, 풀, 입체 배경판(다양한 색의 색지), 색

연필, 싸인펜

자르기
안접기
바깥접기

<입체 배경판 뒷면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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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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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유아들이 타 본 교통 기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어떤 교통 기관을 타보았니?
- 언제 타보았니?
- 어디에서 타보았니?
2) 교통 기관 그림이 있는 자료에서 유아들이 타 본 교통 기관을 찾는다.
3) 찾은 교통 기관 사진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교통 기관을 자르거나 교사가 제공
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
- 어떤 교통 기관이 가장 재미있었니?
- 교통 기관을 탈 때 어떤 기분이었니?
4) 다양한 색지에 교통 기관을 붙일 배경판을 꾸며본다.
- ○○ 교통 기관은 어디에서 탔니?
- ○○ 교통 기관을 탈 때 주변에 무엇이 있었니?
5) 유아가 꾸민 배경판에 칼집을 내어 입체 배경판을 만들어준다.

<유아들의 작품사진>

6) 입체 배경판에 자신이 선택한 교통 기관 그림을 붙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가위질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다양한 그림 자료를 제공한다.
2) 다양한 자료에서 교통 기관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3) 유아의 즐거웠던 경험을 회상하고 그에 관련된 교통 기관을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들이 이용한 교통 기관에 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지 평가한다.
가) 유아들이 이용한 교통 기관이 무엇인지 공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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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즐겁게 이용한 교통 기관에 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가?
2) 가장 재미있었던 교통 기관과 배경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가) 다양한 자료에서 자신이 가장 즐겁게 이용한 교통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는가?
나) 자신이 선택한 교통 기관을 이용했던 장소나 주변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배경
판을 적극적으로 꾸미는가?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만든 교통 기관과 배경판으로 전시회를 연다.

활동 10

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갖는다.
⋅교통 기관 모루도장 찍기에 필요한 규칙을 알고
지킨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교통 기관 모루도장 7가지(구급차, 소방차, 견인차, 유치원/어린이집 버스, 승용차, 택시,
버스, 배, 비행기)

, 물감 3-4색, 물감접시, 쟁반 3-4개, 도로와 건물 등이 그려진 우리 동

네 활동지

나. 활동 방법
1)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교통 기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동네에서 어떤 교통 기관을 보았니?
- 경찰차는 어디에서 보았니?
- 소방차는 어디에서 보았니?
- 배는 어디에서 보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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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 교통 기관 모양의 모루 도장을 모두 찾는다.
3) 종이에 자신이 선택한 교통 기관 모루 도장을 자유롭게 찍어본다.
4) 모루 도장 찍기 활동을 하는 동안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 물감을 적당히 묻힌다.
- 한 번 찍은 곳 위에 겹쳐서 찍지 않는다.
- 도장 찍기가 끝나면 종이를 접거나 겹치기 전에 물감을 꼭 말린다.
5) 각각의 교통 기관을 어디에서 보았는지 생각해 본 후, 우리 동네 활동지에 찍어본다.

<모루도장>

다. 활동의 유의점
1) 여러 명의 유아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할 때는 순서를 정해 모루 도장을 나누어 사
용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 기관을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가) 주변에 있는 교통 기관을 주의깊게 보았는가?
나) 다양한 교통 기관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가?
2) 모루도장 찍기 규칙을 지키며 교통 기관 도장 찍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지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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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루도장 찍기를 하는 동안 지켜야할 규칙을 잘 지키며 참여하는가?
나) 교통 기관 모루도장 찍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마. 확장 활동
1) 유치원 근처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교통 기관과 시설물 사진을 찍어 우리 동
네 꾸미기 활동을 해본다.

활동 11

신호등을 꾸며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호등을 꾸며본다.
⋅신호등의 의미와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안다.

⋅신체운동⋅건강: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
안전 규칙 지키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질서 - 법질서

가. 활동 자료
검정색 신호등 틀(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는 것), 초록색과 빨간색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그려진 속지, 검정색 걸어가는 사람 모양(걸어가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 모양), 빨대, 테이프, 풀

<신호등 꾸미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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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을 본 적이 있니?
-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니?
2) 신호등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빨간색/초록색 신호등에는 어떤 사람 모양이 있니?
- 서있는 사람 모양이 있는 빨간 신호등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 걸어가는 사람 모양이 있는 초록 신호등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3) 신호등을 만든다.
<신호등 제작 과정>

① 빨간색에는 서있는 사람모양, 초록색에는
걸어가는 사람 모양을 붙인다.

② 하얀색 동그라미에 빨간색, 초록색 동그라미
색종이를 붙인다.

③ 까만 신호등 틀에 속지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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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빨대부분을 잡고 속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초록불과 빨간불이 보이도록 조작해
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빨강색, 초록색에 사람 모양을 붙일 때 걸어가는 모습과 서있는 모습이 바뀌지 않
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순서에 따라 신호등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2) 신호등의 의미와 규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는지 평가한다.
가) 신호등이 빨강색일 때는 서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나)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마. 확장 활동
1) ‘건너가는 길’ 노래 가사에 맞추어 유아들이 만든 신호등을 조작하면서 신체활동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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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2

교통규칙을 지켜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사의 신호를 듣고 따른다.
⋅신호등, 교통표지판의 의미를 알고 지킨다.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안
전 규칙 지키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질서 - 법질서

가. 활동 자료
소고, 소고채, 신호등(빨간불, 초록불이 있는 막대), 표지판(정지, 손 잡고 걸어가는 모
습, 출입금지)

<신호등 및 표지판 자료>

나. 활동 방법
1) 신호등을 보며 신호등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니?
-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신호등이 초록색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표지판을 보며 표지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길을 걷다가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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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다가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소고소리를 들으며 속도에 맞춰 걷기, 뛰기 등 자유롭게 움직여 본다.
5) 소고소리를 들으며 신호등 지키기 활동을 한다.
- 교사가 소고를 치면 소고소리의 속도에 맞추어 걷기, 뛰기, 멈추기 등을 한다.
- 교사가 소고를 멈추고 빨간색 막대를 들면 움직이지 않는다.
- 교사가 다시 소고를 치며 초록색 막대를 들면 다시 움직인다.
6) 소고소리를 들으며 표지판 지키기 활동을 한다.
- 교사가 소고를 치면 소고소리의 속도에 맞추어 걷기, 뛰기, 멈추기 등을 한다.
- 교사가 소고를 치며 손을 잡고 걷는 표지판을 들면 옆 친구랑 손을 잡고 걷는다.
- 교사가 소고를 치며 출입금지 표지판을 들면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간다.
7) 유아들끼리 신호등, 표지판 지키기 활동을 한다.
- 한 유아가 소고를 친다.
- 다른 유아가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제시한다.
- 다른 유아들은 소고소리에 맞추어 움직이다가 제시되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맞
추어 움직임을 멈추거나 바꾼다.
-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교실의 공간이 협소할 때는 제자리에서 움직여보도록 한다.
2) 유아들이 넓은 공간을 활발히 움직일 때는 부딪쳐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아들끼리도 조심하도록 주의를 준다.

라. 활동 평가
1) 교사의 소고소리를 듣거나 신호등과 표지판을 보면서 움직임으로 적절히 표현하
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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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의 소고소리의 속도를 잘 듣고 움직임을 조절하는가?
나) 신호등, 표지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잘 지키는가?

마. 확장 활동
1)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과 악기를 포함시켜 좀 더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해본다.

활동 13

신호등 빵 만들기

목 표
⋅감각으로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경험한다.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요리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요리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인식하기-감각능력 기르
고 활용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공간과 도형의 기
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재료(식빵, 딸기쨈, 오이나 키위), 도구(다양한 모양의 찍기 틀, 쨈 바르는 숟가락, 빵 칼,
접시), 신호등 빵 만들기 순서표, 앞치마, 머릿수건

나. 활동 방법
1)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땐~’ 노래를 부르며 모여 앉아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을 본적이 있니? 무슨 색이었어?
- 빨간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초록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할까?
2) 신호등 빵 만들기를 소개하고 준비된 요리 재료를 탐색한다.
- 그릇 안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볼까? 여기 있는 재료들로 신호등 빵 만들기
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빵을 조금 떼어서 만져볼까? 냄새도 한 번 맡아볼까?
- 방울 토마토(바나나, 오이나 키위)는 어떤 모양 같아?
-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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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
- 방울 토마토(바나나, 오이나 키위)는 신호등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랑 닮았니?
- 딸기쨈은 어떤 색이니? 냄새도 맡아 볼까? 어떤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
3) 요리 도구를 살펴본다.
- 무슨 모양의 찍기 틀이 있나 볼까?
- 찍기 틀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요리를 한다.
<신호등 빵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요리 재료(빵, 쨈, 방울 토마토, 바나나, 키위 혹은 오이)를 탐색한다.
무슨 모양의 신호등을 만들지 생각한다.
찍기 틀로 찍어(손으로 잘라) 모양을 만든다.
빵에 쨈을 바른다. 방울 토마토, 바나나, 오이(키위)를 얹는다.
맛있게 먹는다.

5) 요리를 먹으며 만든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만든 요리를 먹어보자. 맛이 어떠니?
- 같은 맛의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니? 무엇이었니?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만든 독특한 모양을 수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격려
한다.
2)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쨈이 정해진 곳 밖에 묻을 경우에도 유아가 불안해하지 않
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요리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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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감각기관을 활용한 탐색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2) 여러 가지 모양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요리활동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과속방지턱 빵, 횡단보도 빵과 같이 교통 기관 관련 시설물을 빵으로 표현해본다.

활동 14

경찰 지구대 방문하기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현장체험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교통경찰관과 관련된 교통 기관에 관심 가진다.
⋅현장체험 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음을 알고 지
킨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사회
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사진 또는 그림(교통경찰관이 하는 일, 교통경찰관, 교통순찰차, 싸이카)

, 현장학습

시 지참자료(유아명단, 카메라, 수첩과 필기구, 비상약품)

나. 활동 방법
1) 사전활동
가) 경찰 지구대와 경찰관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동네 경찰 지구대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니?
- 교통 경찰관을 본 적이 있니?
- 교통 경찰관이 타고 다니는 교통 순찰차나 싸이카를 본 적이 있니?
나) 견학 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경찰 지구대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 경찰 지구대에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으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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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을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니?
- 순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니?
2) 본활동
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경찰 지구대를 방문한다.
나) 경찰 지구대에서 일하시는 경찰관께 인사드린다.
다) 안내하시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순찰차와 싸이카에 타본다.
라)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
마) 교통경찰관(포돌이, 포순이)과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3) 사후활동
가) 견학사진과 기록물을 보면서 현장체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경찰 지구대에서 누구를 만났니?
- 경찰 순찰차를 타보니 느낌이 어땠니?
- 경찰 지구대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교통결찰관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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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방문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에 지구대에 연락하여 방문일정과 활동에 대해 협의한다.
2) 활동 2~3일전에 교통경찰과 관련된 사진 또는 그림 자료를 게시해두어 유아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3)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유아들은 적정 거리에서 관찰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지구대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통경찰관을 초청하여 활동한다.

라. 활동 평가
1) 교통경찰관과 관련된 교통 기관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현장체험 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음을 알고 지키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교통경찰관에게 감사편지를 써본다.
2) 바깥놀이터에서 교통경찰관 놀이를 한다.
- 자동차나 자전거에 경찰 심볼을 붙이고 교통순찰차, 싸이카로 가정하고 놀이하기
- 교통사고 상황, 교통 혼잡 상황 등을 설정하여 놀이하기
- 구급차, 견인차 등이 출동하여 병원이나, 자동차 수리점으로 연계하는 등의 상황
을 설정하여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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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활동 - 지구대 방문이 힘들 경우, 경찰관 아저씨 초청하기>

활동형태

활동 15

신호를 지켜요

바깥놀이
활동

목 표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에 관심을 갖는다.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교통안
전규칙 지키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
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자동차, 자전거 등 탈것, 신호등 막대(빨간색, 초록색)

나. 활동 방법
1) 신호등을 소개하고 놀이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바깥놀이터에 신호등이 생겼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따라 운전해볼까?
-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자전거끼리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자전거를 타면서 신호등 놀이한다.
- 무슨 색 신호등이 켜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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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3) 신호등 놀이한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자전거 타고 달리다 빨간색 신호등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니?
- 신호를 지키며 자전거를 타보니 느낌이 어땠니?

<유아들의 활동사진>

다. 활동의 유의점
1) 자전거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출발 시간을 조절한다.
2) 다른 놀이하는 유아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자전거 길을 지정하여 준다.

라. 활동 평가
1) 활동 시 정한 약속을 지켜야 함을 아는지 평가한다.
2) 다양한 교통 기관의 안전규칙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네를 산책하면서 신호등(보행자용, 운전자용)을 찾아본다.
2) 유아들의 경험 수준에 따라 자전거 놀이에 과속 방지턱을 제공하여 준다.

<확장 활동 - 과속방지턱 놀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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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제7권 교통 기관｣의 아래 활동들은 해당 자료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음.
활동번호

활동명

출 처

1-3

자동차를 타고 소풍을
떠나요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제 2권. p.249

1-4

휴게소에 오세요

1-5

기차행진

이영, 정인옥, 김온기(2004),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p.78

1-7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133

1-8

그림자 퍼즐을 찾아라

교육과학기술부(2012), 만5세 누리과정 7권. p.45

1-9

어디가 다를까요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167

1-11

굴러라 바퀴야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59

2-9

내짝은 어디에

교육과학기술부(2012), 만5세 누리과정 7권. p.125

3-2

활주로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113

3-6

모양나라 요술배

4-5

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p. 37-38

4-8

크기별로 주차하는 곳이
달라요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p. 89-90

4-10

초록불에 가요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지도서 8권 교통 기관.
pp. 93-94

보건복지가족부(2005), 표준보육과정 3세. p.293

교육과학기술부(2012), 만5세 누리과정 7권. p.45

※ ｢제7권 교통 기관｣ 활동안의 사진출처
⋅늘푸른 어린이집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세라숲 유치원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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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통 기관 교육활동과 3세 누리과정
교육활동과 3세 누리과정 관련 표
※ 활동에 포함된 3세 누리과정 관련 요소에 ○ 표시
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신
체
조
신
절
체
과

내용

신
체
활
동
에

건
강
하
게

인
기
식
생
본 참
하
활
운 여
기
하
동 하
기
하 기
기

의사소통

사회관계

나
를

안
전
하
게

말
듣
읽 쓰
하
기
기 기
기
생
활
하
기

알
고
존
중
하
기

나
+
타
인
감
정
알
고
조
절
하
기

예술경험

다
가 른
아
족 사
사
름
을 람
과 회 다
에
움
소
더
중
불 관
찾
히 어
심
아
갖
보
여 생
기
기
기 활
기 하
기

(1-1)
칙칙폭폭
기차를
만들어요

탐
구
예
수 과
예 하
술
학 학
술 는
적
적 적
감 태
표
탐
상 도
현
구
하
하
하
기 기
기
기
르
기

○

(1-2)
터널을 지나
우리반에
가요

○

(1-3)
자동차를
타고 소풍
가요

○

○

(1-4)
휴게소에
오세요

○

○

(1-5)
자동차비밀
주머니

자연탐구

○

○

탐
구
하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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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1-6)
그림자퍼즐을
찾아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

(1-7)
기차 놀이

○

(1-8)
육상 교통
패턴 찾기

○ ○

○ ○

(1-9)
데굴
데굴바퀴를
굴려라

○ ○

(1-10)
굴러라
바퀴야

○

○

(1-11)
기차행진

○

(1-12)
꼬마 기차
치포의 여행
(1-13)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 ○

○

○ ○

(1-14)
네발자전거
(1-15)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 ○

○

(1-16)
타이어가
되어 봐요
(2-1)
여기는 공사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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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2-2)
커다란
버스를
만들어요

○

○

(2-3)
부릉부릉
운전기사
식당놀이

○

○

(2-4)
음식 배달
왔어요

○

○

(2-5)
알록달록
교통 기관

○

(2-6)
내짝은
어디에
(2-7)
육상 교통
빙고게임

○ ○

○

○ ○

○

○

(2-8)
우리동네
여행하기

○

(2-9)
어디가
다를까요
(2-10)
자연물로
자동차
만들기
(2-11)
곰돌이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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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2-12) 교통
기관의
이름과
특징을
말해요

의사소통

사회관계

○

(2-14)
트럭으로
날라요

○

(3-1)
뚝딱! 뚝딱!
배, 비행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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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
활주로
만들기

○

(3-3)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

(3-4)
나를 찾아
주세요

○

○

(3-5)
어디에
숨었지

○

○

(3-6)
모양나라
요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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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

(2-13)
큰 트럭
작은 트럭

(3-7)
해상 교통
기관 퍼즐
맞추기

예술경험

○

○

○

○

○

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3-8)
둥둥배,
퐁당배

○

(3-9)
하늘과
바다로
다녀요

○

(3-10)
알록달록
열기구

○

(3-11)
두둥실
종이배

○

○ ○

(3-12)
교통 기관
소리 듣고
악기로
표현하기
(3-13)
배가 되어
보아요

○

○

○ ○

○

○

○

(3-14)
우리들의
배를
만들어요

○

(3-15)
비행기, 배가
가는 곳은

○

○

○

(4-1)
세차장을
만들어요

○

○ ○

(4-2)
크기별로
주차하는
곳이 달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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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활동

신체운동․건강

(4-3)
버스타고
견학가요

의사소통

○

(4-4)
어디에서
타야 할까요

예술경험

○

○

(4-6)
초록불에
가요

○ ○

○

○

○

○

○

○

(4-8) 교통
기관이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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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4-5)
안전한
교통 생활

(4-7) 교통
기관 시설물
퍼즐 맞추기

○

사회관계

○ ○

(4-9)
우리가
이용한 교통
기관

○

○

(4-10)
우리
동네에서 본
교통 기관
도장찍기

○

○

(4-11)
신호등을
꾸며요

○

○

(4-12)
교통규칙을
지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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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역

신체운동․건강

활동
(4-13)
신호등 빵
만들기

의사소통

사회관계

○

자연탐구

○

(4-14) 경찰
지구대
방문하기

○ ○

(4-15)신호를
지켜요
총계

예술경험

○
1

5

2

0

6

○
7

15

1

1

0

0

0

21

4

5

17

3

16 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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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부
Ⅰ. 우리나라 생활주제 개요
1. 우리나라 생활주제의 의미
2. 주제 및 내용 구성

Ⅱ. 우리나라 교육활동 종합 목록표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2.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3.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Ⅲ. 우리나라의 교육활동 전개 방안
1. 교육활동 전개 시기
2. 생활주제 전개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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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우리나라 생활주제 개요

우리나라 생활주제의 의미

유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자기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
기이다. 자기 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
한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행복감을 가질 뿐 아니라, 자
신이 속한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한다. 정체성은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국가
나 민족적인 정체성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구촌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연결된 현대사
회에서는 자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교통과 전자통신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가 긴밀하게 교류하는 시대에 한 국가나 민족
도 마찬가지로 고유성과 특수성 없이는 세계 사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어렵다. 세계
화가 가속화될수록 세계적 보편성 추구와 동시에 다문화교육 및 각국의 전통문화 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문미옥⋅이혜상⋅민행난, 2006)1). 따라서 생활
주제 ‘우리나라’는 유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정치, 사회, 문
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친숙함,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하
는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나라’ 생활주제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
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자연 존중 세계관은 우리 전통사상
의 핵심으로 의⋅식⋅주, 음악, 미술, 놀이 등의 모든 우리나라 하위문화와 정치, 역사, 경
제, 지리 모두에 녹아 있다.
이에 생활주제 ‘우리나라’에서는 5000년간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전
통문화에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즐기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문화는 과거 특정 시대에만 가치가 있었던 죽은 전통이 아니라 현
1) 문미옥⋅이혜상⋅민행난(2006). 한국전통문화와 유아교육. 서울：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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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공존과 번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우리 전통을 바르게 알고 그 좋은 점을 따르며, 새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전통을 변
화시키고,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재창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주제 및 내용 구성

가. 주제 선정의 이유
‘우리나라’ 생활주제는 유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친숙함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하는 생활주제이다. 이에
만 3세에서는 주제 선정을 할 때 유아가 능동적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경험하며
그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얼과 가치를 인식하고 느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
며 오늘에 이르러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대적 정치적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주
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이다. 유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주
생활부터 다루고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학과 음악 및 미술 등 예술적 경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이미지를 체험하도록 ‘우
리나라의 놀이와 예술’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더 나
은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
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만 4세와 만 5세 누리과정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였으나 만 3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주제와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주제의 비중을 크
게 하고 만 4세와 만 5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주제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주제로 한데 묶어 그 비중을 적게 하였다.
만 3세 우리나라 생활주제의 주제 및 소주제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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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주제 및 소주제의 조직
주제

소
주
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하기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즐기기
옷 경험하기
⋅우리나라 시작에 대하여 알
⋅우리나라의 옛 그림 감상하기
음식 즐기기
아보기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 경험
집 관심 갖기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 알
하기
아보기
생활도구 경험
⋅우리나라의 옛이야기 감상
⋅우리나라의 문화재 경험하기
하기

나. 내용 선정의 원칙
만 3세 생활주제 ‘우리나라’의 내용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세계관이 반영되도
록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연결하고, 현대적
관점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문화와 역사는 과거 속 분절된 경험이 아
닌 현재와의 시간적 연속성과 세계 각국 문화와의 공간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살려 미래의 개인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누리과정의 전 영역에 강조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 및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등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사상은 사람 존중, 자연 존중을 핵심으로 하므로
인성 및 인권교육을 전제하여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와 재창조를 위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생활주제 간 연계 및 연령 간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생
활주제가 1년 중 단위 월별로 다루어지는 독립된 주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누리과정의 11
개 생활주제와 서로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만 4세 및
만 5세 내용과 서로 연계되면서도 만 3세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내용 및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에 대한 내용도 고르게 반영하여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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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 개발의 원칙
만 3세 생활주제 ‘우리나라’의 활동 개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중심의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에서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 문화와 관련한 놀이를 실행함으로써 유아가 우리 것에 친숙해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놀이⋅민화⋅이야기⋅음악⋅춤⋅역사⋅자랑거
리 등의 내용을 놀이방식의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사람 존중 및 자연 존중 세계관은 누리과정의 구성방침 혹은 구성 원칙에서도 강
조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모든 활동에서 자연을 존중하여 유아가 자연과 지속가능한 조화
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활동 시 친자연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친자연적인 활동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모든 활동에서 교사의 발문이나 태도 등을 통해 사람
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는 내용이 활동전개 예시로 포함되도록 하였고, 혼자 하는 놀이
보다는 상호작용과 관계 맺기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셋째, 각 활동들은 단일 활동으로 진술되었으나 사전, 사후활동을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각 활동이 상호 맥락을 유지하며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관활동을 제시하였다. 즉,
연계된 확장활동은 여러 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와 같은 큰 단위의 주제로 다루어지거나, 기타 소주제가 생활주제로 선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장 활동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 활동에 제시된 활동자료나 교사 발문에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정신이 반영되
어 있으며, 유아 수준에서 나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나라사랑의 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라는 생활주제는 의식주 생활, 놀이, 음악⋅미술⋅춤, 우리 역사와
현재의 자랑거리 등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생활주제로서, 모든 생활주제의
출발점 내지 중심에 있어야 하는 주제이다. 이에 다른 생활주제 그리고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와 같은 명절 및 절기,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 하였다. 다른 생활주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제와 관련한 활동이 개념이나 지식 전달에 치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
며, 유아들이 직접 체험하여 익히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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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대⋅소집단활동과 자유선택활동,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실내활동과 실외활동
등, 특정 활동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여덟째, 각 활동마다 유아의 활동 모습과 참고 자료, 관련 사이트, 사진 및 삽화 등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각 활동마다 유아들의 동기 및 자발성을 최대화하고 활동을 다양하고 깊이 있
게 전개하도록 돕기 위해 삽화, 플래시, PPT 자료, 동영상, 그림 자료 등으로 개발하여 제
시하였다. 참고자료가 옛 자료인 경우는 정확한 고증을 거쳐 해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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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
제

우리나라 교육활동 종합 목록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활동명

(1-1)한복을 입어요
(1-2)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사
람
들
의
생
활

수⋅
조작

의사소통,
사회관계, 213
자연탐구

이야기 의사소통,
217
나누기 사회관계
동극

의사소통,
사회관계. 219
예술경험

미술

의사소통,
사회관계, 223
예술경험

수⋅
조작

사회관계,
226
자연탐구

(1-6)감물들이기

과학

사회관계,
예술경험, 228
자연탐구

(1-7)황토염색 주머니 만
들기

미술

예술경험,
234
자연탐구

동화

신체운동
⋅건강,
237
의사소통,
사회관계

수⋅
조작

사회관계,
240
자연탐구

(1-3)옷장수와 호랑이

우
리
나
라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 우리나라 전통의복을 경험
한다.
우리나라의
- 우리나라 전통의복과 관련
(1-4)한복에 문양을
옷
된 생활문화를 경험한다.
넣어요
경험하기
- 우리나라 의복에 알맞게 예
절 바르게 행동한다.
(1-5)아름다운 우리모자
도미노

(1-8)김치는 어떤 음식
우리나라의 -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만들 일까?
음식
거나 먹으며 경험해 본다.
즐기기
-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즐긴다.
(1-9)어떤 김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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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항아리 이야기

(1-11)맛있는 쌀밥

의사소통,
이야기
사회관계, 244
나누기
자연탐구
의사소통,
247
사회관계

(1-13)절편을 만들어요

요리

신체운동
⋅건강,
250
사회관계,
자연탐구

(1-14)한과를 모아요

수⋅
조작

사회관계,
252
자연탐구

(1-15)오미자 화채 만들기

요리

사회관계,
255
자연탐구

(1-16)송편

음악

사회관계,
257
예술경험

(1-17)콩나물 기르기

과학

사회관계,
259
자연탐구

(1-18)떡 가게 놀이

역할
놀이

의사소통
사회관계, 261
예술경험

(1-19)우리나라 집 바느질

수⋅
조작

신체운동
⋅건강,
263
의사소통,
사회관계

(1-20)곰들이 집을 지었
어요

동화

의사소통,
266
사회관계

미술

사회관계,
269
자연탐구

음악

사회관계,
271
예술경험

(1-23)한옥을 지어요

수⋅
조작

사회관계,
예술경험, 273
자연탐구

(1-24)한옥 마을에 가요

현장
체험

의사소통,
277
사회관계

- 우리나라 전통가옥에 관심
(1-21)흙벽 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을 가진다.
집 관심
- 우리나라 전통가옥 생활을
갖기
경험한다.
(1-22)전래동요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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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242
사회관계

동시

(1-12)떡 잔치가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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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1-25)단오 부채 꾸미기

미술

사회관계,
279
예술경험

(1-26)절구로 봉숭아 찧기

바깥

사회관계,
282
자연탐구

- 우리나라 전통 생활도구에 (1-27)떡 만들기 도구 도
우리나라의
관심을 갖는다.
미노
생활도구
- 우리나라 전통 생활도구를
경험하기
(1-28)야광귀 이야기
경험해 본다.

수⋅
조작

사회관계,
284
자연탐구

동화

의사소통,
285
사회관계

게임

신체운동
⋅건강, 288
사회관계

(1-29)지게로 나무를 날
라요

2

주
제

우
리
나
라
의
놀
이
와
예
술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활동명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쪽
(영역) 관련영역

(2-1)남생아 놀아라

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290
예술경험

(2-2)그림자놀이

과학

예술경험,
292
자연탐구

(2-3)무슨 연일까?

사회관계,
이야기
예술경험, 294
나누기
자연탐구

우리나라의 -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놀
(2-4)칠교놀이
전통놀이
이를 경험한다.
즐기기
-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즐긴다.

수⋅
조작

사회관계,
297
자연탐구

(2-5)팽이치기

동시

의사소통,
300
사회관계

(2-6)당겨보자! 풀싸움
놀이

바깥
놀이

신체운동
⋅건강, 303
사회관계

(2-7)투호놀이

게임

신체운동
⋅건강, 305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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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부채 제기놀이를
해요

신체

신체운동
⋅건강,
307
사회관계,
예술경험

(2-9)산가지놀이

수⋅
조작

신체운동
⋅건강,
310
사회관계,
자연탐구

(2-10)까막잡기

게임

신체운동
⋅건강, 313
사회관계

(2-11)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신체

신체운동
⋅건강,
315
의사소통,
사회관계

(2-12)박물관에서 전통놀
이를 해요

현장
체험

사회관계,
317
예술경험

(2-13)먹물로 그리기

미술

사회관계,
318
예술경험

(2-14)동물이 나오는 민 이야기 사회관계,
321
화 감상하기
나누기 예술경험
동화

의사소통,
사회관계, 324
예술경험

신체

신체운동
⋅건강,
326
사회관계,
예술경험

(2-17)풍속화 퍼즐 맞추기

수⋅
조작

사회관계,
예술경험, 330
자연탐구

(2-18)호랑이와 까치

동시

의사소통,
사회관계, 331
예술경험

(2-19)나무노래

음악

의사소통,
사회관계, 333
예술경험

(2-20)풍물놀이

동화

의사소통,
사회관계, 335
예술경험

(2-15)하늘빛을 담은 청자
- 우리나라 옛 그림의 아름다
우리나라의
움을 느낀다.
옛 그림
- 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다양 (2-16)십이간지 동물이 되
감상하기
어보자
한 도구로 표현해 본다.

우리나라의 - 우리나라 노래와 춤을 경험
노래와 춤
한다.
경험하기 - 우리나라 노래와 춤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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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제

우
리
나
라
의
역
사
와

(2-21)둥둥둥! 북 만들기

미술

사회관계,
예술경험, 337
자연탐구

(2-22)우리아기 자장자장

음률

의사소통,
사회관계, 339
예술경험

(2-23)소고춤을 감상해요

신체

신체운동
⋅건강,
341
사회관계,
예술경험

-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를 경 (2-24)방귀쟁이 며느리
우리나라의
험한다.
옛이야기
-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흥미 (2-25)이야기 순서대로
감상하기
를 느낀다.
이어보기

동화

의사소통,
344
사회관계

언어

의사소통,
345
사회관계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소주제

주요 내용(상세화)

활동명

(3-1)단군이야기
- 우리나라 시작을 안다.
우리나라의
- 우리나라의 탄생과 관련된 개
시작에
(3-2)알에서 나온 사람,
국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대하여
주몽
- 우리나라 개국과 관련된 이
알아보기
야기를 즐겨 듣는다.
(3-3)내 짝을 찾아 주세요.

우리나라를
자 나타내는 것
랑
알아보기
거
리

(3-4)태극무늬, 무궁화, 한
글을 이용한 디자인놀이

활동 누리과정
유형
주요
(영역) 관련영역

쪽

동화

의사소통,
347
사회관계

동화

의사소통,
349
사회관계

수⋅
조작

사회관계,
350
자연탐구

미술

예술경험 ,
352
자연탐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3-5)태극기를 만들어요.
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 상징에 대한 자부
(3-6)태극선
심을 느낀다.

수⋅
조작

사회관계,
354
자연탐구

동시

의사소통,
356
사회관계

(3-7)무궁화를 심어 주
세요

수⋅
조작

사회관계,
358
자연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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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종대왕

동시

의사소통,
361
사회관계

(3-9)몸으로 글자를 만
들어요

신체

신체운동
⋅건강, 363
예술경험

현장
체험

사회관계,
366
예술경험

동화

의사소통,
사회관계, 368
예술경험

(3-10)우리 동네 문화재
-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하 를 찾아보아요
우리나라의
여 관심을 가진다.
문화재
-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경험 (3-11)세상에서 가장 아
경험하기
한다.
름다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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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우리나라의 교육활동 전개 방안

교육활동 전개 시기

생활주제 ‘우리나라’의 내용은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무엇보다 유아에게 구체적이
며 직접적인 생활 속 경험과 연관된 활동을 구성하여 유아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유아의 생활과 가깝고 친숙한 나와 가족,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우리 동네 등의 주제와 연관시켜 우리문화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수기, 예,
효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봄⋅여름⋅가을⋅겨울’ 주제에서는 자연관
을 기반으로 한 우리 문화를 관련하여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며, ‘교통 기관’, ‘기계와 도구’
등에서는 창조정신이 녹여 있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 함께 전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생활주제는 어느 특정한 절기나 국경일이 있는 시기에만 다루어질 주제가
아니다. 1년 열두 달 계절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타 10개 누리과정 생활주제에서도 포함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교통 기관, 동식물과 자연, 봄⋅여름⋅가을⋅겨울, 세계
여러 나라 등 각각의 생활주제를 다룰 때 그 생활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전통적 내용
에서부터 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교통기관 주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통 역사를 기초로 과거의 교통 기관들로부터 현대의
교통기관을 중심에 놓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와 현대의 최첨단 교통기관을 수직 수평
적 관계로 연결하는 활동이 전개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생활주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
이다. 그러나 본 지도서에서는 모든 생활주제를 약 1개월 즉 4주 정도의 기간을 기초로
활동 및 활용방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활주제
를 9월이나 10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나
라 관련 전통놀이나 기타 여러 주제 및 소주제의 우리나라 전통문화 내용들을 연중 모든
다른 생활주제와 통합하여 전개하거나, 팽이놀이 등 작은 소주제를 3개월 혹은 6개월 정
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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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타 생활주제로 연계된 활동의 예

타 생활주제

유치원/어린이집과
친구

생활주제의 주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나와 가족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동식물과 자연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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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연계 활동
⋅한복에 문양을 넣어요.
⋅우리 아기 자장자장
⋅까막잡기
⋅칠교놀이
⋅한복을 입어요.
⋅떡잔치가 열렸네
⋅우리나라 집 바느질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이야기 순서대로 이어보기
⋅방귀쟁이 며느리
⋅단군이야기
⋅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세종대왕
⋅떡 가게 놀이
⋅절편을 만들어요
⋅옷장수와 호랑이
⋅한옥마을에 가요
⋅박물관에서 전통놀이를 해요
⋅풍속화 퍼즐 맞추기
⋅우리 동네 문화재를 찾아보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황토염색 주머니 만들기
⋅오미자 화채 만들기
⋅호랑이와 까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남생아 놀아라
⋅십이간지 동물이 되어보자
⋅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나무노래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아름다운 우리 모자 도미노
⋅김치는 어떤 음식일까?
⋅맛있는 쌀밥
⋅한과를 모아요
⋅송편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단오부채 꾸미기
⋅야광귀 이야기
⋅지게로 나무를 날라요
⋅절구로 봉숭아 찧기
⋅전래동요 아궁이

생활도구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환경과 생활

⋅하늘빛을 담은 청자
⋅먹물로 그리기
⋅풍물놀이
⋅한글 종이 판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흙벽집을 만들어요
⋅한옥을 지어요.
⋅항아리 이야기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그림자놀이
⋅투호놀이
⋅둥둥둥! 북 만들기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봄⋅여름
⋅가을⋅겨울

⋅소고춤을 감상해요
⋅부채제기놀이를 해요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태극기를 만들어요
⋅내 짝을 찾아주세요
⋅감 물들이기
⋅당겨보자! 풀싸움
⋅산가지놀이
⋅팽이치기
⋅무슨 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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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주제 전개 과정 예시

가. 생활주제 주제망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

우리나라의 옷 경험하기
우리나라의 음식 즐기기
우리나라의 집 관심 갖기
우리나라의 생활도구 경험
하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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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 우리나라 시작에 대하여 알
아보기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 알
아보기
- 우리나라의 문화재 경험하기

-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즐기기
- 우리나라의 옛 그림 감상
하기
-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 경험
하기
- 우리나라의 옛이야기 감상
하기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나. 주간 교육계획안 예시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우리나라

주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목표

날짜/요일

활동

소주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전통의복을 경험한다.
전통음식을 먹어보고 만들어본다.
전통가옥에 관심을 갖는다.
전통생활 도구를 경험한다.

1(월)

우리나라의 옷 경험하기

쌓기놀이
영역

자
유
선
택
활
동

대
⋅
소
집
단
활
동

2(화)

3(수)

4(목)

5(금)

우리나라의
음식 즐기기

우리나라의 집
관심 갖기

우리나라의
생활도구
알아보기

여러 가지 블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집 구성하기

역할놀이
영역

한복 입고 역할극놀이

언어 영역

아름다운 우리 모자

떡 가게 놀이★
동화)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수⋅조작
영역

한복
을 입어요★

아름다운
우리 모자
도미노★

한과를
모아요★
어떤 김치가
될까요?★

과학 영역

여러 가지
옷감 관찰하기

황토염색
주머니
만들기★

콩나물
기르기★

미술 영역

한복에 문양을 넣어요★

밀가루
점토놀이

음률 영역

전통악기 탐색하기

송편★

이야기
나누기

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동극을
준비해요

맛있는
쌀밥★

동화⋅
동시⋅
동극

동화)
옷장수와
호랑이

동극)
옷장수와
호랑이★

김치는 어떤
음식일까?★

음악

한옥
을 지어요★
우리나라 집
바느질★

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우리나라 생활도구 관찰하기
단오부채
꾸미기★
전통악기 두드리기

동시)
떡 잔치가
열렸네★

동화) 야광귀
이야기★
항아리
이야기★

전래동요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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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전통악기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기
지게로 나무를
날라요★

게임
절편을
만들어요★

요리

오미자
화채 만들기★

미술
한옥마을에
가요★

현장체험
바깥놀이 활동

절구로 봉숭아
찧기★

자연물을 이용한 소꿉놀이하기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2) 우리나라 놀이와 예술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우리나라

주제

우리나라 놀이와 예술

목표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경험한다.
⋅우리나라의 옛 그림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날짜/요일
활동

소주제

8(월)

9(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즐기기

쌓기놀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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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
경험하기

우리나라의
옛 그림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옛이야기
감상하기

민화 전시회 놀이
전통놀이 유래 관련 도서
감상하기
칠교
놀이★

전통악기사전

이야기 순서대로 이어보기★

산가지
놀이★

풍속화 퍼즐 맞추기★

둥둥둥! 북
만들기★

먹물로 그리기★

그림자놀이★

미술 영역
음률 영역

11(목)

전통놀이터 구성하기

역할놀이
영역
자
언어 영역
유
선
수⋅조작
택
영역
활
동 과학 영역

10(수)

소고 탐색하기

우리 아기
자장자장★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대
⋅
소
집
단
활
동

박물관
계획하기

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무슨 연일까?★

동시)
팽이 치기★

동화) ★
풍물놀이

음악

동시)
호랑이와
까치★
하늘빛을
담은 청자★

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나무 노래★

신체

투호
놀이★

게임

까막잡기★

남생아
놀아라★

소고춤을
감상해요★

십이간지
동물이
되어보자★

여우야 여우아
뭐하니★

요리
미술
박물관에서
전통놀이를
해요★

현장체험

바깥놀이 활동

부채 제기놀이를 해요★

당겨보자! 풀싸움★

산가지
놀이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3) 우리나라 역사와 자랑거리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주

생활주제

우리나라

주제

우리나라 역사와 자랑거리

목표
날짜/요일

활동

소주제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우리나라의 시작을 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다.

15(월)

16(화)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하여
알아보기
단군이야기 역할극 공간
구성하기

17(수)

18(목)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
알아보기

19(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경험하기

나무 적목을 이용하여 글자 구성하기

단군 이야기 역할극놀이/박물관 놀이

203

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언어 영역
자
유
선
택
활
동

수⋅조작
영역

내 짝을
찾아주세요★

태극기를
만들어요★

미술 영역

동화 속 등장인물 색칠하기

무궁화를
심어 주세요★

한글 종이 판화★

북소리
탐색하기

무궁화 노래
감상하기

이야기
나누기

우리나라의
시작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은?

현장체험
계획하기

동화⋅
동시⋅
동극

동화)
단군 이야기★

동시)
태극선★

동시)
세종 대왕★

동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음악
신체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표현해요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몸으로 만든 글자
알아맞히기 게임

게임
요리
미술

쑥 버무리기
우리 동네
문화재를
찾아보아요★

현장체험
바깥놀이 활동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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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그림사전

과학 영역 여러 가지 알을 비교, 관찰하기

음률 영역

대
⋅
소
집
단
활
동

글자놀이
수수께끼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그림자밟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일일 교육계획안 예시
반 이름

○○○반

시기

20○○년
○월 ○일 ○요일

수업
일수

○/○○○일

생활
주제

우리나라

주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소주제

우리나라의 옷
경험하기

목표

일과
시간표

시간/
활동명
9:00
~
9:10
등원 및
인사
나누기

9:10
~
10:10
자유선택
활동

⋅우리나라 옷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전통의복과 관련된 생활 문화를 경험한다.
09：00
09：10
10：10
10：25
10：50
11：50
12：00
13：00
13：40
13：50

~
~
~
~
~
~
~
~
~
~

09：10
10：10
10：25
10：50
11：50
12：00
13：00
13：40
13：50
14：00

활동목표

등원 및 인사나누기
자유선택 활동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바깥놀이 활동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
동극
음악
평가 및 귀가지도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바르게 인사한다.
⋅인사예절을 익힌다. ⋅옷을 옷걸이에 바르게 건다.
⋅출석표시판
⋅하루의 놀이를 계 ⋅출석을 표시한다.
⋅일과계획표
획한다.
⋅일과계획표를 살펴보면서 하루일과
에 대해 알아본다.
【쌓기놀이 영역】한옥마을을 구성해요.
⋅전통가옥 모형과 블록, 돌멩이, 나 ⋅전통의복 입은 사람
⋅다양한 우리나라
뭇가지를 이용하여 한옥마을을 구
코팅자료(블록 부착)
옷에 관심을 가
⋅초가집, 궁궐 사진이나
성한다.
진다.
⋅전통의복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활
모형
용하여 놀이해 본다.
⋅한복을 입어 보는
【역할놀이 영역】한복가게 놀이
경험을 통해 친밀
⋅여러 가지 한복, 장신구, 미술활동 ⋅여러 가지 실물 한복,
감을 느낀다.
으로 만든 소품 등을 전시해 둔다. ⋅장신구, 계산대, 돈
⋅여러 가지 한복의
⋅옷을 입어보는 공간과 판매하는 공 ⋅전신거울
명칭, 소품의 명
간을 나누어 구성한다.
칭에 대해 안다.
⋅우리나라 장신구 【언어 영역】아름다운 우리 모자
⋅아름다운 우리 모자 카드
를 감상하고 쓰임 ⋅아름다운 우리 모자 카드를 보고
⋅종이, 연필
이름을 지어본다.
새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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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을 입는 순 【수⋅조작 영역】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어요.’
서에 관심을 가 ⋅남자한복과 여자한복 그림 자료를
교구
이용하여 한복을 순서대로 입혀본다.
진다.
【과학 영역】여러 가지 옷감 관찰하기
⋅다양한 질감의 한
⋅광목, 마, 모시, 명주, 솜 등의 한 ⋅광목, 마, 모시, 명주,
복 소재를 관찰
복의 소재를 관찰하고 질감을 비교
솜
한다.
해본다.
【미술 영역】한복에 문양을 넣어요.
⋅한복의 문양에 관
⋅한복의 문양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한다.
심을 가진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한복을
⋅도구를 이용하여
꾸민다.
문양 찍기를 할
⋅자신이 꾸민 한복을 친구들에게 소
수 있다.
개한다.
10:10
~
10:25
정리
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0:25
~
10:50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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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잇감을 제자리
에 정리한다.

⋅여러 가지 천이나 한지
로 만든 한복 모형
⋅문양도장
⋅찍기틀
⋅여러 가지 물감

⋅정리신호를 듣고 활동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온다.

⋅그릇을 가져온다.
⋅간식(제철 과일, 우유)
⋅적당량을 덜어 간 ⋅적당량을 덜어 그릇에 담는다.
⋅접시와 컵
⋅먹고 난 후 제자리에 그릇을 정리
식을 먹는다.
⋅행주
한다.

10:50
~
11:50
바깥놀이
활동

〈감 물들이기〉
⋅감물을 들여 만들고 싶은 것을 생
각해본다.
- 우리는 감물염색으로 무엇을 만
들어볼까?
⋅감을 이용하여 물
-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들이기를 해 본다.
어볼까?
⋅풋감을 이용하여 감 물들이기를 해본다.
- 감을 으깨어 천에 염색해 본다.
⋅염색된 천의 변화를 살펴 본다.
⋅염색한 천을 줄에 걸어 말린다.

11:50
~
12:0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놀잇감을 제자리
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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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신호를 듣고 활동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온다.

⋅감
⋅대야
⋅광목
⋅감물들이기 순서표

⋅점심(완두콩밥, 조랭이미
역국, 땅콩호두조림, 계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란두부전, 숙주나물, 오
⋅젓가락과 숟가락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소박이)
⋅식사 예절을 지키며 먹는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한다.
⋅행주
⋅양치컵, 칫솔

12:00
~
13:00
점심

⋅식사 예절에 맞게
즐겁게 식사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
는다.

13:00
~
13:40
동극

〈옷장수와 호랑이 동극〉
⋅동화를 듣는다.
⋅동화의 등장인물과 대사에 대해 이
야기 나눈다.
- 호랑이는 옷장수에게 어떤 말을 했니?
⋅ 옷장수와 호랑이 동화
⋅동극을 위한 계획을 한다.
자료
⋅한복의 이 름을
- 배역을 나눈다.
⋅동극용소품(저고리, 치마,
안다.
- 동극에 필요한 소품은 어떤 것
⋅동화를 감상하고 동
속치마, 버선, 호랑이 머
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극으로 표현한다.
리띠)
⋅동극을 한다.
- 역할을 정하고 맡은 배역대로 동
극을 한다.
⋅동극에 대한 평가를 한다.
- 무엇이 재미있었니?

13:40
~
13:50
음악

〈옷을 만들어요.〉
⋅유아들과 지난 시간에 배운 ‘옷을
만들어요.’ 노래를 불러본다.
⋅노랫말에 맞추어 율동을 해 본다.
치수재고 치수재고
본을 뜨고 본을 뜨고
⋅노랫말에 맞추어
⋅노랫말
옷감손질 옷감손질
신체표현을 한다.
예쁘게 잘라 예쁘게 잘라
바느질하고 바느질하고
입어입어 입어입어
멋져멋져 멋져멋져
⋅재미있는 노랫말은 무엇인지 이야
기를 나눈다.

13:50
~
14:00
평가 및
귀가지도

총평

⋅하루 일과를 회상해 보고 생각과
느낌, 기분을 이야기 나눈다.
⋅자신의 기분을 적 ⋅차를 탈 때와 걸을 때 지켜야 할
절하게 표현한다.
안전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사를 한 후
귀가한다.
⋅동극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옷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실제 먹는 감으로 직접 물들이기를 해봄으로써 천연 염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우리 주위의 옷감의 색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감 이외에도
배, 쑥, 울금, 달맞이꽃 등의 다양한 종류의 천연염색 활동을 계획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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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2부
Ⅰ. 우리나라 교육활동 목록표
Ⅱ. 우리나라 교육활동의 실제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2.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3.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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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활동

우리나라 교육활동 목록표

주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쪽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쪽

우리나라의 역사
와 자랑거리

쪽

(2-25)이야기
순서대로
이어보기

345

(2-4)칠교놀이

297

(3-3)내 짝을
찾아 주세요

350

(2-9)산가지놀이

310

(3-5)태극기를
만들어요

354

(2-17)풍속화 퍼즐
맞추기

330

(3-7)무궁화를
심어 주세요

358

(2-2)그림자놀이

292

쌓기 놀이
영역
역할 놀이
영역

(1-18)떡 가게 놀이

261

언어 영역
(1-1)한복을
입어요

자
유
선
택
활
동

(1-5)아름다운 우리
226
모자 도미노
(1-9)어떤 김치가
될까요?
수⋅조작
영역

과학 영역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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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1-14)한과를
모아요

252

(1-19)우리나라 집
바느질

263

(1-23)한옥을
지어요

273

(1-27)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284

(1-6)감물들이기

228

(1-17)콩나물
기르기

미술 영역

259

(1-4)한복에 문양을
223
넣어요
(1-7)황토염색
234
주머니 만들기

음률 영역

이야기
나누기

대
⋅
소
집
단
활
동

동화
⋅
동시
⋅
동극

(2-13)먹물로
그리기

318

(2-22)우리아기
자장자장

339

(1-2)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217

(2-3) 무슨
연일까?

294

(1-11)맛있는
쌀밥

244

(2-14)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321

(1-3)옷장수와
호랑이

219

(2-5)팽이치기

300

(1-8)김치는 어떤
음식일까?

237

(1-10)항아리
이야기

242

(1-12)떡 잔치가
열렸네

(2-15)하늘빛을
담은 청자

(2-18)호랑이와
까치

음악

347

(3-2)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349

(3-6)태극선

356

(3-8)세종대왕

361

(3-11)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368

331

335

266

(1-28)야광귀
이야기

285

(1-16)송편

257

(2-24)방귀쟁이
며느리

(2-19)나무노래
(1-22)전래
동요
아궁이

(3-1)단군이야기

324

247
(2-20)풍물놀이

(1-20)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3-4)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을
352
이용한 디자인놀이

344

333

271

211

(2-1)남생아
놀아라
(2-8)부채
제기놀이를 해요

290
307

(2-11)여우야 여우야
315
뭐하니

신체

(2-16)십이간지
동물이 되어보자

326

(2-23)소고춤을
감상해요

341

(2-7)투호놀이

305

(2-10)까막잡기

313

(1-29)지게로
나무를 날라요

288

(1-13)절편을
만들어요

250

(1-15)오미자
화채 만들기

255

미술

(1-25)단오부채
꾸미기

279

(2-21)둥둥둥!
북만들기

337

현장
체험

(1-24한옥마을에
가요

277

(2-12)박물관에서
전통놀이를 해요!

317

(1-21)흙벽집을
만들어요

269
(2-6)당겨보자!
풀싸움 놀이

303

게임

(3-9)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363

(3-10)우리 동네
문화재를
찾아보아요

366

요리

바깥 놀이 활동
(1-26)절구로
봉숭아 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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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Ⅱ
1

우리나라 교육활동의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활동 1

한복을 입어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한복의 이름과 입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한복에 대해 친밀감을 갖는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안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문제해결력 - 사물변별/분류하기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한복을 입어요’ 교구
(남자어린이 한복 -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버선)
(여자어린이 한복 - 속치마, 치마, 저고리, 버선, 꽃신, 복주머니)

나. 활동 방법
1) 한복을 입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니?
- 언제 한복을 입었니?
- 무슨 색 한복이었니?
2) 한복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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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은 어느 나라의 옷일까?
- 여자와 남자가 입는 한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한복을 입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한복 그림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 여기에 있는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는 어떤 한복을 입고 있니?
- (여자 한복 그림을 보면서) 여자 아이가 입고 있는 한복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 (남자 한복 그림을 보면서) 남자 아이가 입고 있는 한복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
를까?
4) ‘한복을 입혀주세요’ 자료를 이용하여 옷을 입혀본다.
-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입어야 할 옷을 입혀볼 수 있겠니?
- 어떤 순서로 옷을 입혀볼까?
5) ‘한복을 입혀주세요’ 놀이를 하면서 한복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이 옷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저고리, 바지, 치마, 댕기, 버선 등)

다. 활동의 유의점
1) 교사는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없는 유아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질문한다.
2) 한복 입는 순서를 잘 모를 경우 한복을 입는 순서에 대한 그림 자료를 제공한다.
3) 유아가 원하는 성별의 한복 입히기를 위해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놓는다.

라. 활동 평가
1) 한복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가) 한복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나) 여자 한복과 남자 한복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2) 한복 입는 순서를 아는지 평가한다.
3) 한복을 친근하게 느끼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한복을 직접 가져와 순서대로 입어 보는 경험을 해 본다.
2) 한복의 종류와 입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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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한복>

<여자 한복>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여자 한복 입는 법
먼저 속바지, 버선, 속치마 순으로 입는다. 이후 겉치마를 입는데, 이때 겉치마 자락이 왼쪽
으로 오도록 하며 앞쪽이 들리지 않게 앞으로 당겨 입는다. 겉치마 자락이 왼쪽으로 오는 이유
는 대체로 오른손잡이이므로, 오른손으로 일을 하고 왼손으로 치맛자락을 여밀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그래서 치마꼬리가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복식 원칙인
데, 지금도 그렇게 입는다. 겉치마를 입은 후, 속저고리와 겉저고리를 입는다.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당겨 입는다. 이후 저고리 고름을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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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고름 매는 법
① 고름에는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다.
② 왼손은 긴 고름을, 오른손은 짧은 고름을 각각 아래서 받치듯이 손으로 들어 준다.
③ 오른손이 짧은 고름을 위로 가게 하여 X자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④ 위로 올라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아래에서 감아 위로 뽑는다. 이때 왼손은 위로 올라가
짧은 고름을 잡아 둥근 원을 만들고 오른손은 밑에 있는 긴 고름을 잡아 고를 만들어 짧
은 고름의 원 안으로 알맞게 잡아당겨 준다.
⑤ 왼손은 긴 고름의 고의 모양을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두 가닥의 고름을 합쳐서 모양을 바
로잡는다.
⑥ 옷고름의 완성된 모양은 두 가닥의 고름이 거의 같은 길이이다.

① 짧은 고름이 위로
가게 교차시킨다.

② 감아 뽑고 짧은 고름 ③ 긴 고름을 접어
④ 모양을 바로 잡는다.
으로 원을 만든다
원 안으로 넣어준다.

• 남자 한복 입는 법
바지는 큰사폭이 오른쪽으로, 작은사폭이 왼쪽으로 가게 입는다. 허리띠로 허리를 잡아매는
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민다. 바짓부리를 대님으로 맨다. 저고리를 입고 고름을 맨다. 조
끼를 입고 마고자를 입는다. 바깥에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정장에 속하
므로 절을 할 때도 입고한다.
• 대님 매는 법
① 배래 솔기 끝(세 개의 솔기 중 가운데 솔기)을 발 안쪽 복사뼈에 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으로 꼭 눌러준다.
② 왼손으로 바짓부리를 잡고 발목을 한번 돌려 앞서 누르고 있는 곳까지 와서 오른손으로
같이 잡는다.
③ 남은 여유분을 왼손으로 잡고 뒤쪽으로 돌려서 바깥쪽 복사뼈까지 가지고 간다.
④ 부리에서 2cm 정도 올라간 곳에 대님을 두 번 돌려 안쪽 복사뼈 있는 위치에서 외코로
매어준다. 단, 리본으로 매지 않는다.
⑤ 오른쪽 대님도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⑥ 대님 맨 윗부분의 바지를 살짝 내리면서 정리해준다.
⑦ 완성된 모습은 대님의 매듭은 다리 안쪽으로 있고, 좌우 각각 바깥쪽 복사뼈에서 앞쪽을
향하여 주름이 접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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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운데 솔기를
발 안쪽에 댄다.

② 남은 부분을 모아
뒤로 돌린다.

③ 대님을 대고 두 번 ④ 외코로 매어준다.
돌린다.
<출처：용인시 예절교육관, http://ye.yonginsi.net>

활동 2

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목 표
⋅절하는 방법을 익힌다.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을 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여아 한복, 남아한복, ‘한복을 입어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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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한복을 입어요’ 동영상을 보고 한복을 바르게 입고 모여 앉는다.
- 여자 한복은 어떤 순서로 입었니?
- 남자 한복은 어떤 순서로 입었니?
-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은 어떻게 다르니?
2) 앉아서 한복 입은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 한복을 입어 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서로 다른 한복을 보니까 어떠니?
3) 절을 하는 순서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한다.
- 남자가 절하는 것과 여자가 절하는 것을 보자.
- 이런 인사를 ‘절’이라고 해.
-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인사를 했단다.
- 설날에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절을 한단다.
- 한복을 입고 어떤 절을 하면 좋을까?
- 사진에서는 어떻게 절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 절하는 순서를 이야기 해 볼 수 있겠니?
4) 교사가 절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유아가 따라해 보도록 한다.
- 선생님이 절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 줄까?
- 남자는 어떻게 절을 했니?
- 여자는 어떻게 절을 했니?
- 남자 절과 여자 절은 어떻게 다르니?
- 손은 어떻게 했었니? 다리는 어떻게 했었니?
- 순서대로 절을 해 볼 수 있겠니?
5) 두 명의 유아가 서로 마주 보면서 절을 해 본다.
- 남자 절 여자 절을 모두 해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절하는 예법을 완벽하게 익히기보다 유아들이 우리 문화의 ‘절하기’ 예법
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2)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1-5. 평절과 큰절을 해요’ 동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3) 설날 명절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라. 활동 평가
1) 절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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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복을 입고 절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한복을 역할 놀이영역에 두어 한복을 입고 절하기 놀이를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설날의 경우 세배했을 때 덕담해주는 풍습을 경험하게 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설빔：설날의 의복
설날 아침에는 식구들이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을 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 이라고 한다. 설빔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가을부터 옷감을 마련하였다가
주부는 미리 정성껏 만들어 둔다.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살림 정도에 따라서 마련
하며 아이들은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한다.
• 세배
차례가 끝나면 웃어른에게 차례대로 절을 하며 새해 첫 인사를 드리고 집 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차례 지낸 세찬과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사당을 모신 집이 있으면 먼저 사당에 절을 한 다음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측에서는 어른에게는 주식(酒食),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돈으로 대접하며 정담을 나누
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저축 정신을 기르는 뜻으로, 곧 계란을 사서 닭으로
늘리고 다시 송아지에서 소로 늘려 논밭을 장만하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활동 3

옷장수와 호랑이

목 표
⋅우리나라 한복에 관심을 갖는다.
⋅동화를 감상하고 동극으로 표현한다.
⋅협력하여 동극에 참여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극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공
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옷장수와 호랑이’ 그림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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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극용 소품(옷장수 할머니 한복, 호랑이 가면 4개, 보자기, 노랑 한복 저고리, 빨강 한
복치마, 꽃신, 복주머니)

나. 활동 방법
1) ‘옷장수와 호랑이’ 그림 동화를 들려준다.
2) 동화의 내용을 회상한다.
- 누가 나왔니?
- 호랑이는 옷장수에게 어떤 말을 했니?
- 옷장수는 호랑이에게 어떤 말을 했니?
- 옷장수가 호랑이에게 무엇을 주었니?
- 호랑이들은 왜 싸웠을까?
- 마지막에 호랑이들은 어떻게 되었니?
3) 동극을 위한 계획을 한다.
- 등장인물의 배역을 어떻게 정할까?
- 동극을 위해 필요한 소품은 무엇일까?
- 동극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일까?
4) 동극을 연습한다.
- 역할을 정하고 맡은 배역대로 동극을 한다.
5) 동극을 한다.
- 동극이 끝나면 배역을 소개한 후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6) 역할을 바꾸어서 재공연을 한다.
7) 동극에 대한 평가를 한다.
- 동극을 해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니?
- 다음에 할 때 무엇을 다르게 해 볼까?
-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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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동극 활동에 사용한 소품을 역할놀이 영역에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동극을 해 보게
한다.
2) 한복과 장신구 등의 종류를 다양하게 첨가하여 동극의 내용을 변형할 수 있다.
3) 사전에 한복을 입어 볼 경험을 제공하거나 한복 사진을 전시하여 유아가 한복의
명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한복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동화를 감상하고 동극으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화를 듣고 동극 소품 만들기, 무대 배경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다.
2) 한복과 관련된 소품(장신구, 신발, 모자)을 주제로 동화의 내용을 개작할 수 있다.
<옷장수와 호랑이>

1. 옷장수가 옷이 가득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
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옷 사세요, 저고리, 치마, 꽃신, 복주머니가
있어요.“ ”오늘은 옷이 잘 팔리지 않네. 산
너머 김부자집에 가 볼까?“ 그래서 옷 장수
는 산을 넘기 위해 고개를 올랐어요.

2. 고개를 넘으려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
가 나타났어요. “어흥, 네 보따리에는 무엇
이 들어 있지?“
“호랑이님, 살려 주세요. 노랑 저고리를 드
릴게요.“ 호랑이는 노랑 저고리를 받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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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
어요. ‘’어흥, 네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니?“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빨간색 멋진 치마
를 드릴게요.“ 호랑이는 빨간 멋진 치마를
받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4.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
어요. “어흥, 네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지?“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가죽 꽃신을 드릴게
요.“ 호랑이는 가죽 꽃신을 받고서는 어디론
가 사라져버렸어요.

5.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
어요.
“어흥, 네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지?“ ”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복주머니를 드릴게
요.“ 호랑이는 복주머니를 받고서는 어디론
가 사라져 버렸어요.

6. 옷장수가 고갯길을 모두 넘어 김부자가 사
는 마을에 들어서려 하는데, 고갯길에서 호
랑이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래서 옷장수는 얼른 호랑이들이 던진 노
랑 저고리, 빨간 치마, 꽃신, 복주머니 등을
주워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222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7.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 보
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물레방아가 한 개
있었어요. 물레방아는 호랑이의 털 색깔을
하고 있었고 물이 없어도 계속 돌고 있지
뭐예요. 아마 지금도 호랑이들이 자기가 최
고라고 싸우고 있나봐요.

<출처：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 가옥, 박화윤 외, 교육부, 1999>

활동 4

한복에 문양을 넣어요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한복의 문양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 가지 문양을 감상하고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문양을 활용하여 한복을 아름답게 구성
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여러 모양의 문양 조각, 문양으로 꾸며 볼 한복 그림

<문양으로 꾸며 볼 한복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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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양의 문양 조각>

나. 활동 방법
1) 여러 형태의 한복을 입고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코팅하여 준비하여 둔다.
2) 문양 모양을 살펴보고 이야기 한다.
- 어떤 모양이 보이니?
- 이런 문양이 들어간 한복을 본 적이 있니?
- 왜 한복에 이 문양을 넣었을까?
3) 한복을 입고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 한다.
-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니?
- 이 사람이 입고 있는 한복을 어떤 문양으로 꾸며 주면 좋을까?
4) 문양을 가지고 여러 한복을 꾸며 본다.
- 용 문양은 누구에게 어울릴까?
- 국화꽃 문양으로 누구 옷을 꾸며줄까?
5) 문양으로 꾸며 놓은 한복을 보면서 이야기 해 본다.
- 여러 문양으로 옷을 꾸며 주니 어떤 느낌이 드니?
- 문양이 바뀌니 어떤 느낌이 드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한복에 있는 문양을 보여주어 실제 한복에 문양이 사용됨을 알도록 한다.
2) 한복 또는 사진을 이용하여 한복의 문양을 감상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한복의 문양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을 감상하고 느낌을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3) 다양한 문양을 활용하여 한복을 아름답게 구성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내가 그리고 싶은 한복의 문양을 디자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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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한복에 무늬를 넣어 볼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문양의 종류와 특징
① 자연문양
자연 중에 천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름문이 한국 문양에 가장 많이 애용된다. 영원을 상징하
기도 하고, 오색영롱한 행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운의 꿈을 의미 하여 보조 문양으로 쓰이기
도 한다. 수파문은 연속적으로 겹치는 물결의 형태로 반원이 겹친 듯한 곡선으로 사용한다.
또한 일월성신도 구름문과 함께 사용한다. 산악문으로 바위는 물과 함께 사용되는 석문
도 있지만 산중을 표시하는 석문도 있다.
② 식물문양
식물 문양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친밀감 있는 것들로서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며 풍요로운 감정을 부여
한다. 사실적인 꽃문양으로는 연화, 국화, 석류, 도류, 분미 문양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화
문양은 사군자 중의 하나로 야인의 절개를 뜻하면 주머니나 수저집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의복에도 이용하였다.
난초 문양은 매화문양, 죽문양과 함께 사군자 문양으로 한국인이 애용한 문양이다. 모란
문양은 탐스럽고 큼직한 꽃문양으로 부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연화문양은 불교적인 성격
이 있으나 흙탕물에서도 피어나는 것으로, 더러운 곳에서도 물들지 않는 청결함으로 사용하
였다. 문양은 자손을 번성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씨가 많고 가지가 많이 뻗기
때문이다. 공상적인 식물 문양으로는 불로초문, 당초문양, 보상 문양 등이 있다. 불로초는
장생을 기원하는 인간의 염원으로 장생불사 한다는 공상적인 신물로서 고구려 벽화에도 양
식화되어 있다. 주로 자수나 금박으로 많이 표현하였다. 당초 문양은 식물 문양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문양으로 다양한 변형이 있으며 다른 보조 문양과 함께 사용하였다. 형태는 줄
기나 덩굴을 연속으로 형상화하여 도안하였는데 국화당초, 인동당초, 연당초, 모란당초 등
의 다양한 분류로 구분된다. 국화당초, 인동당초, 연당초, 모란당초 등의 다양한 부류로 구
분된다. 당초 문양은 곡선의 표현으로 문양의 미적 특징을 갖고 있다. 당초 문양의 일종으
로 포도, 석류, 연화 등과 함께 꽃과 꽃잎, 덩굴을 한데 어울려 화려한 형태를 이룬다. 당초
문양은 청결하고 화미로운 것으로 상징되어 군복에 사용되었다.
③ 동물문양
문양에는 실존하는 동물의 문양도 있지만 공상적인 동물 문양을 즐겨하였던 것이 특징이
다. 따라서 사실적인 동물 문양에는 학문양이 있다. 학은 천년을 장수한다는 의미에서 십장
생의 하나로 즐겨하였고, 그 고고한 자태를 취하여 문관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문양은 용,
봉황, 거북과 함께 사영수라 하여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의미로 애호하였다. 거북 문양
은 만 년을 산다고 하여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거북의 등은 육각형을 사방
연속문으로 이용하여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형하기도 하였다. 사슴 문양은 십장생 중에 하나
로 심산에서 약초를 먹고 사는 불로장생의 영수로 알려져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으로 사용
하였다. 박쥐 문양은 번식력이 강한 점을 이용하여 길상문으로 쓰였는데 대부분 수복강령
등의 문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호랑이 문양은 우리 민족과 친밀하여 그 용맹성으로 무인의

225

상징으로 흉배에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원앙문, 공작문, 곰문양, 나비 문양 등이 있다.
④ 기하학적 문양
태극문은 파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양쪽의 대립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 음양의 사 상에
서 연유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대개 청홍색을 함께 사용하여 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뇌문은 강한 하늘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껴 형상화 된 것이다.
<출처：한국복식 미 탐구, 김영자, 2010, 경춘사>

활동 5

아름다운 우리 모자 도미노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옛날 모자의 종류와 이름에 관심을
갖는다.
⋅순서와 규칙성을 이해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규칙성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아름다운 우리모자 도미노’ 카드

<출처：국립민속박물관,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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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우리나라 모자 그림이 그려진 도미노 카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 카드에 어떤 그림이 있니?
- 이 모자를 본 적이 있니?
- 이 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2) 그림 카드의 규칙을 찾아본다.
-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같은 모자 그림을 찾아 나란히 놓아 볼 수 있겠니?
3) 도미노 놀이에 대해 알아본다.
-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카드를 놓으려면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 같은 그림끼리 카드를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4) 친구와 함께 도미노 카드놀이를 한다.
- 카드 그림을 보면서 이름을 말하거나 읽어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여러 가지 모자를 쓴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옛날 모자에 대해 알아
본다.
2) 유아들이 직접 사용해 보았거나 경험해 본 모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3) 역할놀이에서 사용해 보면서 명칭과 쓰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옛날 모자의 종류와 이름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순서와 규칙성을 이해하며 게임을 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도미노 카드의 모자 그림을 활용하여 내 모습 꾸미기를 해 볼 수 있다.
2) 도미노 카드의 모자를 보면서 이름 짓기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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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감물들이기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감물들이기 하는 방법을 안다.
⋅물들이기 재료에 관심을 갖는다.
⋅감물들이기를 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자연현상 알아
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문제해결력 - 사물 관찰하기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감물 목욕을 한 색시헝겊’ 동화

, 풋감, 천 또는 면 티셔츠, 대야, 고운 체, 감물 염색

생활용품 사진

나. 활동 방법
1) 사전 활동을 ‘감물 목욕을 한 색시 헝겊’ 동화를 듣고 감 염색의 방법에 대해 이야
기 나눈다.
- 감으로 무엇을 했니?
- 감물들이기는 어떻게 했을까?
- 물들이기를 한 후 헝겊은 어떻게 변했을까?
2) 감물을 들여 만들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본다.
- (감물 염색 생활용품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들은 감물로 염색하여 우리가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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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방석, 모자, 테이블보를 만든 거야.
- 우리는 감물 염색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 우리 반의 간식 테이블보를 만들까?
- 우리가 입는 옷에 염색을 해볼까?
3) 풋감을 이용하여 감물들이기를 해 본다.
- 풋감을 대야에 넣고 으깬다.(유아들이 으깨기 어려운 경우 분쇄기로 감을 갈아본다.)
- 으깨진 감에 물을 넣어 감물을 만든다.
- 고운 체나 천을 이용하여 감 찌꺼기를 걸러 감물을 만든다.
- 감물에 헝겊을 넣고 염색한다.
4)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감물을 들인 천과 옷을 빨랫줄에 널어 말린다.
- 천과 옷이 어떤 색으로 변했니?
- 물들인 옷이 마르면 무슨 색이 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감나무가 있는 경우 직접 감을 따보거나 떨어진 감을 주워 활동한다.
2) 7, 8월의 덜 익은 풋감을 이용하여야 감염색이 잘 된다.
3) 감 으깨기가 어려운 경우 믹서에 갈아 사용할 수 있다.
4) 15일 정도 주기로 감물에 적셔 염색을 반복해 주면 옷감의 색이 진해진다.

라. 활동 평가
1) 감물들이기 방법을 아는지 평가한다.
2) 염색을 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3) 감물들이기 활동을 하고 나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주변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색깔 물을 만들고 염색해 본다.
2)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면 티셔츠, 속옷, 양말 등을 염색해 보고 직접 입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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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 목욕을 한 색시헝겊>
최재숙

1. 뒤뜰엔 할아버지 감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
었어요. 감 꽃이 다닥다닥, 눈이 부시게 피
어 있어요. 하룻밤, 이틀밤..... 꽃 속에는 누
가 살고 있을까? 뒤꿈치를 들고 살짝 들여
다볼까요? 어? 아기 감이 나에게 손짓을 하
네요. 너무 예뻐서 만져 보고 싶어요.

2. 어느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감나무 밑으
로 달려갔어요.
“어머? 감 꽃이 떨어졌네.”
나는 옷자락 가득 감꽃을 주웠어요.

3. “감꽃으로 무얼할까?”
“목걸이를 만들자.”
“하나는 엄마 목에, 또 하나는 할머니 목에,
그리고 동생 목에요.“
다음날 아침, “감꽃이 떨어졌네.”
“꽃이 모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걱정스레 혼잣말을 하였어요. 언제 오
셨는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모두 떨어지
지 않는단다. 남은 것은 더욱 더 크게 자라
게 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나는 안심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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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 주워 온 감꽃으로는 동생과 함께 밥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소꿉놀이를 했
어요.

5. 이제 아기 감은 알사탕 만한 크기가 되었어
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감을 주워 바구니에
담아 놓았어요.
“얘야! 그거 이리로 가져 오너라.”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뭐하실 거예요?”
“글쎄다. 며칠이 지나면 알게 될거야” 하시
며, 감을 항아리 속에 넣으셨어요. 나는 어
서 빨리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밤 이틀 밤, 삼일 밤이 지나고, 할머니는 항
아리 속의 감을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할머니? 감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항
아리는 요술쟁이인가 봐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6. 어느날, 엄마는 장롱 속에서 눈이 부시게 하
얀 헝겊을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익지 않은 감을 따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 “엄마! 아직 익지도 않은 감을 왜 따시
는 거예요?“ 하고 묻자 엄마는 ”헝겊에 감물
목욕을 시켜주려고.“ “감물목욕이라고?” “헝
겊도 목욕을 해요?“ ”그럼, 감물목욕을 한 헝
겊은 예쁜 색시헝겊이 되는 거야.“ “색시헝
겊?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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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엄마, 저도 도와 드릴께요.”
나도 엄마를 도와 감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8. 엄마는 감을 으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헝겊 주머니 속에 넣어 감물을 만들었지요.
이제 헝겊이 목욕을 할 차례예요. 감물 때
문에 헝겊의 흰 색이 모두 감추어졌어요.

9. 감물 목욕을 한 헝겊을 빨래줄에 널었어요.
헝겊은 몇 번 더 감물 목욕을 해야 한대요.
목욕하고 말리고 목욕하고 말리고. 그래야
정말로 고운 색시 헝겊이 되는 거예요.

10. 감물 목욕을 한 색시 헝겊은 연지 곤지 찍
고 시집가는 색시 얼굴처럼 발그레 하고
모습을 바꾸었어요.

<출처：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 가옥, 박화윤 외, 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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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감물염색
우리나라 특유의 염색법이자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염색법이다. 조선 중기 출토 면직물
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50여년 동안 시신과 함께 관속에 들어있던 면직물이 풋감으로 염
색된 것임을 확인하고 감물염색법이 350여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널리 보급되
어 있었다고 한다.
감물염색은 덜 익은 떫은 감(풋감)에 의한 염색법으로 감의 주성분인 탄닌 성분이 공기에
닿아 산화 발색하여 적갈색을 띠며 방수, 방부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일복으로 사용되어 왔다.
청도감물 염색은 태풍으로 낙과된 떫은 감을 찧어 염액으로 사용하였는데, 청도감은 수
분 함량이 많고 씨가 없어 염액으로 적합하여 농가들이 감물염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감물염색의 효과
타닌 성분으로 염색한 옷감은 통기성이 우수해 염색 전에 비해 2~3배가량 높아지며 타닌
염료 가운데서도 감물염색은 견뢰도가 가장 놓고 물도 잘 빠지지 않으며 열전도율이 낮아
시원하며,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코팅효과가 좋아 비를 맞거나 땀에 젖어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방충효과와 향균
성(한국섬유기술연구소 2000년 시험)이 뛰어나 곰팡이나 좀벌레가 슬지 않으며, 경북대학교
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실험한 결과 집진드기의 활동을 줄여주며 피부병 및 아토
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 감즙으로 인하여 빳빳해지므로 세탁 후 풀을 먹이거나 다림질 등 잔손질을 줄일 수
있으며 옷감은 자체 내구력이 2배정도 강해진다.
• 감물 염포(감옷)의 특징
감물염포(감옷)의 장점은 감물로 인해 빳빳해지므로 세탁 후 풀을 하거나 다림질 등 잔손
질을 할 필요가 없다. 자외선 차단성이 높고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다.
비를 맞거나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소취성이 우수하여 땀 냄새가 나지 않아 하
절용 의복으로서 적합하며 또한 항균성 방충성이 뛰어나 좀이나 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 있
고, 감물이 아토피, 천식 등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물질로 검증되어 신 재료 침구와 의류 상
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 감물염색 과정
① 원료 감 채취：음력 8월경부터 감나무의 감이 붉게 변하기 전의 푸른 감을 채취한다. 원
료 감이 붉게 되어 버리면 타닌 성분이 떨어져 감의 효과가 떨어진다.
② 원료 감 분쇄기에 넣어 분쇄 후 감즙 원액을 추출한다.
③ 감즙 원액에 매염제로 소금을 조금 넣고 천을 담가 20~30분정도 주물러 준다.
이때 물이 고루 배이도록 정성껏 골고루 주무르는 것이 관건이다.
④ 물들여진 천을 짜서 주름이 지지 않게 잘 편 다음 햇볕이 잘 드는 건조대에서 말려 준
다. 수시로 천을 물에 적셔 말리기를 반복한다. 물에 적셔진 천을 짜지 말고 그대로 말
려주고 이 과정을 3~4일간 반복한다.
⑤ 3,4번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감염색 색감을 낸다.
<출처：시설렘, http://www.siseol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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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황토염색 주머니 만들기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자연현상 알아보기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황토를 이용한 천연염색 과정을 경험한다.
⋅염색의 재료가 되는 황토에 관심을 갖는다.
⋅물질의 변화를 예측한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문제해결력 - 사물관찰하기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황토 염색 PPT

, 황토, 면주머니 또는 면 손수건, 대야, 소금
황토채취

체치기

황토염색

1. 숲에 가서 친구들과 빨간색 흙을 퍼 와요.

염색물 만들기

염색물 만들기

3. 염색이 잘 되도록 소금을 한 주먹 넣어요.

헹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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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기

4. 물을 넣고 잘 저어줘요. 흙 1kg에 물 1L를 넣어줘요.

말리기

6. 깨끗한 물에서 살~살 헹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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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에 흙을 넣고 톡톡 치면서 고운 흙을 내려요.

5. 조물조물 황토물이 잘 물들도록 15~20분 동안 주물러요.

완성

7. 물기를 꼭 짜서 햇빛에 말려요.

8. 황토로 염색한 손수건과 주머니 완성!

나. 활동 방법
1) 황토로 염색된 옷이나 소품을 탐색한다.
- 이 옷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 무슨 색으로 보이니?
- 무엇으로 이런 색을 만들었을까?
-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니?
2) 황토를 탐색한다.
- (황토를 보여주며) 이것은 무엇일까?
- 황토로 어떻게 색을 만들 수 있을까?
- 황토로 염색한 옷은 어떤 점이 좋을까?
3) 황토 염색하기 PPT 자료를 보며 황토 염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황토를 체에 쳐서 고운 흙을 만든다.
- 염색이 잘 되도록 소금을 넣는다.
- 물을 넣고 잘 저어준다.
- 황토물이 잘 들도록 주물러준다.
- 맑은 물에 헹군다.
- 물기를 꼭 짜서 다시 햇볕에 말린다.
4) 3)의 과정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진한색의 황토물을 들일 수 있다.
- 진한 황토 물을 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여러 번 물들인 것들과 비교해 보면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황토를 충분히 탐색하고 염색 과정을 즐기도록 한다.
2) 주변에서 황토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직접 황토를 채취하는 것부터 유아들과 함께 한다.
3) 유아들이 입을 수 있는 흰 티셔츠나 흰 속옷 베갯잇 등을 가져와 염색해 본다.

라. 활동 평가
1) 황토를 이용한 천연 염색 과정을 경험하는지 평가한다.
2) 염색의 재료가 되는 황토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물질의 변화를 예측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황토 물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해 본다.
2) 황토의 좋은 점을 내용으로 한 동화 듣기 활동을 한다.
3) 황토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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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황토염색의 정의 및 효능
황토를 이용하여 천에 물을 들이는 천연 염색법이다. 예부터 황토는 건축 재료로 집의
벽체나 바닥, 부엌아궁이 등을 쌓고 바르는 데 사용 하였으며, 토기나 기와 등의 요업 원
료뿐만 아니라, 논이나 밭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황토는 황토⋅
적토⋅주토⋅황적토⋅적황토 등이 있는데, 음성 지역의 황토는 주로 가는 모래로 되어
있으며 다량의 탄산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점력을 지니고 있다.
황토는 물을 더하면 찰흙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다 석영과 장석⋅운모⋅방해석 등
이 들어 있어서 이들 물질이 철분과 함께 산화작용을 하여 황색, 자색, 적색, 회색 등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한다.
흙 중에서도 으뜸이라 하는 황토는 분해력과 자장력, 흡수력 등 많은 약성을 가지고 있어
서 습도 조절 기능과 온도 유지 기능, 전자파 흡수, 원적외선 방출, 생리작용 활성화 등의 효
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황토염색을 한 천은 위와 같은 효능으로 인해 몸에 좋다고 한다.
• 황토염색의 방법
① 황토 채취
황토는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채취한다. 채취한 원토는 햇볕에 바싹 말려서 정확한 색
상을 살핀 뒤 같은 색끼리 모아 둔다. 채취한 황토를 물에 담그면 미세한 황토 입자가 위
에 뜨는데, 이 입자를 골라내는 것을 수비라고 한다. 염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미세한
입자이다.
황토 염색은 황토의 작고 고운 입자가 섬유 사이에 박혀서 색깔을 내는 것이므로 모래
질보다 끈적끈적하고 수분이 많은 점토질이 좋다. 황토는 채취한 뒤 한겨울을 넘기며 숙
성시킨 것이 좋은데,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점질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② 황토물 숙성
황토를 따뜻한 물에 풀어 덩어리를 부수면서 잘 저어 주면 굵은 입자는 가라앉고 고운
황토물만 위에 남게 된다. 이때 고운 황토물만 따로 분리하여 햇볕에서 일주일,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두어 숙성을 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소금을 첨가하기도 한다.
③ 물들이기
황토물이 숙성되면 물의 양을 보고 1% 정도 소금을 첨가하여 끓인다. 온도가 너무 높
으면 염색하기 힘들므로 조금 뜨거울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 염색할 천은 새 옷이 아닌
경우 삶아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물기가 있으면 황토물이 스며
들지 못하므로 반드시 천을 말려서 염색해야 한다.
꼬들꼬들하게 천이 말랐으면 황토물에 넣고 약 20분 정도 골고루 주무른 뒤 햇볕에 말렸
다가 다시 20여 분 동안 주무르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이때 마른 천을 황토물에 한꺼번에
담근 뒤 손으로 주무르고 비벼서 황토물이 골고루 스며들게 한다. 염색할 천이 크거나 두꺼
우면 발로 오랫동안 밟아 준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황토물이 들었다 싶으면 젖은 원단을 비닐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말린
후에 빨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욱 염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초벌 염색을 할 때는 황토물이 잘 스며들게 천천히 주무른 다음 약 30분 정도 담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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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가볍게 짜서 건조시킨 뒤, 천이 바싹 마르면 황토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빨아서
말리면 된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재벌(3벌) 염색으로, 원하는 대로 색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마지막 손질 및 관리
황토염색을 한 천은 필요에 따라 풀을 먹이기도 하는데, 강하거나 약하게 먹인 뒤 잘
접어서 꼭꼭 밟아 주거나 다듬이질을 해주면 좋다. 황토염색을 한 천은 절대 삶아서 세탁
하면 안 된다. 세탁할 때는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하며, 세제는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여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가볍게 빨아 준다.
<출처：염색용어사전, 하미희, 학문사, 2002>

활동 8

김치는 어떤 음식일까?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김치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안다.
⋅김치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는다.
⋅김치가 우리나라 대표 음식임을 알고, 자부심
을 갖는다.

⋅신체운동⋅건강: 건강하게 생활하기 - 바른
식생활하기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김치 이야기’ 플래시

출처：동화 ‘김치 없이는 못살아’
(송원근, 한국톨스토이, 2008) 모션그래픽디자인：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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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김치를 먹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어떤 김치를 좋아하니?
- 김치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니?
-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2) ‘김치이야기’ 플래시 동화를 들려준다.
3) 동화를 감상하고 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김치의 재료는 무엇이었니?
- 김치는 어떻게 만들었니?
- 김치를 어디에 보관하였니?
- 김치가 배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니?
-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김치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도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유아들이 김치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동화를 들려준다.

라. 활동 평가
1) 김치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가) 동화 속에 나온 김치의 재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 동화를 듣고 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가?
2) 김치에 대해 친근감을 갖는지 평가한다.
3) 김치가 우리나라 대표 음식임을 알고 자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깍두기 담그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땅 속에 항아리를 묻거나 김치광을 만들어 본다.
3) 김치와 관련된 내용을 엮어 책 만들기를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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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김치의 역사
고려 시대에 김치를 ‘지’ 또는 ‘염지’라고 하였다가 고려말에 ‘침채’로, ‘침채’에서 ‘딤채’, ‘김
채’라고 부르다가 현대에 이르러 ‘김치’로 불리어졌다. 김치는 삼국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하
였으나, 이때에는 단순히 무⋅가지⋅죽순 등을 소금 또는 술찌기⋅소금과 누룩 등에 절여서
상용음식으로서만 대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동치미, 짠지, 산갓김치, 오이
지, 나박김치 등이 있었으며, 생강과 천초 등의 향신료도 있었다.
한편, 16~17세기인 조선시대에는 나박김치, 돌산 갓김치, 생채 침채, 생채 짠지, 생채지,
오이지 등 김치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현재와 같이 고추를 넣은 김치도 이때부터 발달하였
다. 단순한 절임식의 김치에 고추⋅파⋅마늘⋅생강과 같은 양념과 젓갈이 들어가기 시작하
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 변화는 17세기말에서 19세기 말의 2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고
추가 김치에 쓰이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농업기술의 변화, 홍수나 가
뭄의 빈번함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기근의 빈발이 내부의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이때부터 김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빨갛게 되었다.
• 김치의 영양적 가치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유한 채소염장 발효식품이다. 김치는 다음과 같은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채소류의 기능을 한다. 즉 채소의 영양상 유효성분이 많이 보유되어 있다.
둘째, 김치가 익는 동안에 유기산이 생성되어 청량미가 있다.
셋째, 젖산이 장내의 부패균 번식을 억제하여 김치를 먹으면 비위를 가라앉힌다.
넷째, 배추⋅무 이외에 갓⋅미나리⋅청각 등을 섞어 담그므로 비타민 A⋅C가 공존하고
젓갈을 넣으면 약간의 단백질과 함께 발효미가 알맞게 섞여 맛이 좋다.
다섯째,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capsicin)의 작용으로 지방산(젓갈에 있는 유리 지방
산)의 산화가 방지되어 젓갈에서 오는 곁내를 가시는 한편, 매운맛을 주어 입맛을 돋운다.
다만 요즈음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소금의 간을 줄여 가는 대신 조금 더 신
맛이 나게 하여 저장성을 높이고 맛의 균형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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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9

어떤 김치가 될까요?

목 표
⋅김치의 종류와 재료를 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안다.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가. 활동 자료
‘어떤 김치가 될까요?’ 퍼즐

나. 활동 방법
1) 김치를 먹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김치를 먹어 본 적이 있니?
- 어떤 김치들을 먹어 보았니?
- 김치는 어떤 재료들로 만들까?
2) ‘어떤 김치가 될까요?’ 교구를 소개한다.
3) 김치의 재료와 김치 그림이 그려진 퍼즐을 맞춰본다.
4) 완성된 그림을 보고 김치의 이름과 재료를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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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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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퍼즐을 맞추어 보면서 우리나라 김치의 종류에 관심을 갖도록 상호작용한다.
2) 10개의 조각 그림을 한 번에 제시하지 않고 유아들의 활동 수준에 따라 개수를 조
절하여 줄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김치의 종류와 재료를 아는지 평가한다.
2)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아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교구에 제시된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김치 책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2) 김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김치박물관 현장체험을 계획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김치의 종류
김치의 종류는 배추통김치, 백김치, 깍두기, 동치미,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나박김치 등이
있다. 김치의 종류 별 특징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김치의 종류와 특징
종 류
배추통김치

특

징

배추를 통째로 담근 김치로, 저린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한 소를 넣어 저장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겨울 김장김치를 대표할 수 있음

백김치

배추통김치와 비슷하나,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담근 김치

깍두기

무를 네모난 깍둑썰기로 하여 양념을 많이 넣어 버무려 만든 김치

동치미

무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소금물을 식혀 부어 담근 김치

오이소박이

오이에 칼집을 내고 그곳에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열무김치

어린 열무로 담근 김치로, 여름철에 제 맛이 나는 시원한 국물김치

나박김치

배추와 무를 얇고 네모지게 썰어 고추,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을 넣고 국물을
부어 익힌 김치

총각김치

달랑 무를 십자로 잘라 소금에 절여 씻은 뒤 고추,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린 김치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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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0

항아리 이야기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항아리에 관심을 갖는다.
⋅항아리의 종류와 만드는 법에 관심을 갖는다.
⋅동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항아리 이야기’ 플래시

, 여러 가지 항아리 사진

출처：동화 ‘항아리가 숨을 쉰다고’
(옹기민속박물관, 한국톨스토이, 2008) 모션그래픽디자인：김민아

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 항아리 사진을 보여준다.
- (항아리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을 본 적이 있니?
-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일까?
-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2) ‘항아리 이야기’ 플래시 동화를 들려준다.
3) 동화를 감상하고 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42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동화 속에 나온 어떤 항아리가 기억이 나니?
- 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었니?
- 어떤 항아리들이 있었니?
- 항아리는 어디에 사용했니?
- 항아리가 왜 숨을 쉴 수 있다고 했니?
- 항아리가 숨을 쉬어서 어떤 점이 좋았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 활동으로 다양한 옹기 사진을 보여주고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옹기로 만든 항아리의 좋은 점을 동화를 통해 느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항아리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항아리의 종류와 만드는 법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동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김치 만들기를 한 후 항아리와 플라스틱 통에 김치를 넣어 보관한 후 맛을 비교해 본다.
2) 옹기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현장체험을 통해 다양한 옹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3) 옹기토를 이용하여 항아리 빚기 활동을 해 본다.
4) 옹기 사진을 보고 옹기 이름 지어보기 활동을 해 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옹기의 좋은 점
① 통기성
예로부터 옹기는 숨 쉬는 그릇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태토가 되는 찰흙에 들어있는
수많은 모래 알갱이가 그릇 벽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만들어 옹기의 안과 밖으로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서 안에 담긴 음식물을 잘 익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
래서 옹기는 된장, 간장, 김치,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의 저장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② 방부성
옹기에 쌀이나 보리, 씨앗 등을 넣어 두면 다음해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는 옹
기를 가마 안에서 넣고 구울 때 나무가 타면서 생기는 검댕이(연기)가 옹기의 안과 밖을
휘감으면서 방부성 물질이 입혀지기 때문이다. 또한 잿물유약에 들어가는 ‘재’도 음식물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성 효과를 높여준다.
③ 쓰임새의 다양성
청자, 백자 등 자기류와는 달리 옹기는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집안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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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장독대, 부엌, 곳간 등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신앙용,
의료용품, 악기 등 우리 생활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④ 자연으로의 환원성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서 옹기는 자연에 가장 가까운 그릇이다. 야산에서 얻어지는 흙
에다 나뭇잎이 썩어 만들어지는 부엽토와 재를 섞어 만든 잿물을 입혀 구워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릇이다. 또한 옹기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던 중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더라도 옹기의 성분이 자연 그대로
이기 때문에 청자, 백자에 비해 비교적 쉽게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출처：옹기민속박물관, www.onggimuseum.org>

활동 11

맛있는 쌀밥

목 표
⋅밥 짓기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쌀의 형태 변화를 관찰한다.
⋅밥 짓기 과정을 이야기한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벼를 키워 쌀밥을 만들어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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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나. 활동 방법
1) 쌀, 투명한 용기, 물 등 준비된 재료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무엇이 준비되어 있니? (쌀, 투명한 용기, 물, 솥)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밥 짓기)
2)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아침에 밥을 먹고 온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밥을 먹고 왔니? (흰밥, 현미밥, 검정 약 쌀밥, 콩밥, 잡곡밥, 김밥)
- 밥을 먹지 않은 유아들은 무엇을 먹고 왔니?
- 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 쌀과 밥을 각각 다른 접시에 담아 관찰, 비교한다.
- 밥은 무엇으로 한 것일까?
- 쌀이 어떻게 밥이 되었을까?
4) ‘벼를 키워 쌀밥을 만들어요’ 동영상을 살펴보며 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쌀에 물을 부으니 어떻게 변했니?
- 불에 끓이니 쌀의 모양과 색이 어떻게 달라졌니?
- 무엇이 쌀을 변하게 했을까?
- 밥이 되면 어떤 냄새가 날까?

<쌀과 불린 쌀 비교하기>

<쌀이 익는 소리 들어보기>

다. 활동의 유의점
1) 쌀과 밥을 준비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2) 유아들이 밥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밥 짓기 과정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쌀의 형태 변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밥 짓기 과정을 이야기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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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모를 키워 벼가 되고, 벼가 익어 쌀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벼 기르기를 해 본다.
2) 밥 짓기를 해 먹어 본다.
3) 밥을 이용한 요리활동을 해 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밥을 지을 때 유아 1인당 쌀의 기준량은 60g이다.
• 우리의 주식은 주로 흰쌀밥이고, 조, 수수, 검정약쌀, 현미, 율무, 보리, 콩, 팥 등을 섞는
잡곡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오곡밥, 찰밥, 영양밥, 김밥, 주먹밥, 비빔밥 등이 있다. 밥을
짓는 것은 특수한 조리법의 하나로 끓는 물이 있는 동안은 끓는 법에 속하고, 그 후는 찌
는 법에 속한다. 밥 짓는 조건은 쌀의 종류, 쌀의 양, 건조도에 따른 물의 양, 솥의 종류,
불의 종류(전기, 가스, 연탄, 숯)가 영향을 준다.
• 쌀은 도정이 되지 않은 것일수록 밥물의 분량이 많아진다. 밥물이 쌀알에 흡수되어 전분
은 투명하게 다 익고 윤이 나야하며, 잘된 밥은 부피가 쌀의 2배로 불어서 고슬고슬하게
지어져야한다.
<밥물의 분량>
종류
햅쌀 백미
보통 백미
묵은쌀 백미
현미

쌀
10컵
10컵
10컵
10컵

물
10컵
12컵
14컵
15컵

• 밥 짓기는 다른 어느 조리법 보다 숙련을 요하는 조리 기술이다.
불은 처음에는 강화로 했다가 100℃ 까지 올라가면 밥물이 넘지 않을 정도로 불을 약하게
하여 10-15분이 되면 물은 거의 다 흡수되므로 아주 불을 없이하고 여열로 10분간 뜸을
들인 후 밥그릇에 푼다.
• 우리 식사의 주식은 밥이며, 주영양소는 탄수화물이지만 쌀에는 비타민 B군이 쌀의 외피
에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도정률이 높은 백미에서는 비타민 B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미
가 몸에 좋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며, 곡류 외피에는 불용성 섬유소가 많이 함유 되
어 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을뿐더러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유치원 급식⋅간식 식단 및 요리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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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2

떡 잔치가 열렸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시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떡의 종류와 이름을 안다.
⋅떡을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갖
는다.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이 있음을 안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떡 잔치가 열렸네’ 동시

나. 활동 방법
1) 유아들이 먹어 본 다양한 떡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떡에 대한 동시를 감상하자.
- 어떤 떡을 먹어보았니?
- 언제 먹어보았니?
2) ‘떡 잔치가 열렸네’ 동시를 감상한다.
3) 동시를 감상하고 떡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가래떡은 언제 먹는 떡이니?
-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 송편은 언제 먹는 떡일까?
- 화전은 무엇으로 만든 떡이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떡의 이름과 먹는 시기를 기억하기보다 유아들이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
음을 아는데 중점을 둔다.
2) 동시 활동 후 그림을 출력하여 언어 영역에 붙여 두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보고 이
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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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떡의 종류와 이름을 아는지 평가한다.
2) 떡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이 있음을 아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시 속에 나온 떡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2) 명절과 절기에 맞추어 동시 속에 나온 떡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3) 유아들이 먹어 본 떡을 주제로 동시 짓기 활동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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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떡은 만드는 법에 따라 크게 백설기, 팥시루떡 등의 시루편과 주악, 부꾸미 등의 물편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시루편
시루떡의 가장 기본형은 시루에 찌는 증병(烝餠)이다. 증병은 시루에 시루 밑을 깔고 쌀
가루나 찹쌀가루를 안치고 솥에 올려 증기로 쪄내는 것이다. 떡가루에 제철의 풍성한 산물
을 섞어 계절의 미각을 맛볼 수 있게 한 별미떡도 많은데, 봄에는 쑥떡과 느티떡, 여름에는
수리치떡과 상치떡, 가을에는 물호박떡, 겨울에는 호박꽂이떡 등을 해 먹었다. 시루편의 종
류는 아래와 같이 무척 다양하다.
- 떡가루의 종류에 따라：메떡, 찰떡, 수수떡, 좁쌀떡
- 떡가루에 섞는 재료에 따라：쑥떡, 승검초편, 무떡, 느티떡, 상치떡
- 고물에 따라：붉은 팥떡, 녹두떡, 거피팥떡
- 백설기：시루떡 중에 가루에 다른 재료를 섞지 않고 소금과 설탕으로만 간을 한 떡
- 팥시루떡：멥쌀가루나 찹쌀가루에 붉은 팥으로 고물을 한 떡으로 제사나 행사 떡으로
많이 쓰인다.
② 물편
물편은 시루에 찌지 않고 가루에 물을 주어 찌거나 반죽하여 모양을 만드는 떡으로 그 종
류가 무척 다양하다. 물편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물편의 종류와 특징

기름에
지지는 떡

화전

찹쌀가루를 더운물로 익반죽하여 잘 치대어 둥글 납작하게 빚은 다음 프
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지는데 진달래꽃, 국화 등을 고명으로 얹는다.

주악

찹쌀가루로 익반죽하고 깨나 대추를 꿀로 반죽한 것을 넣고 송편 모양으
로 작게 빚은 다음 기름에 튀겨 꿀이나 설탕물에 재웠다가 건져낸다.

부꾸미 익반죽하여 안에 소를 넣고 화전처럼 기름에 지진다.
삶는 떡
술로 부풀린
떡

쳐서 찌는 떡

송편

떡가루를 반죽하여 송편 껍질로 만들고 소를 넣어 빚은 후 솔잎을 깔고 찐다.

증편

술맛이 풍기는 시큼한 떡. 멥쌀가루에 막걸리를 섞어서 부풀게 한 떡으로
기주떡이라고도 한다.

인절미

찹쌀을 불려 시루나 찜통에 찐 다음 꺼내 곧바로 떡메로 쳐서 적당한 크
기로 썰어 콩고물이나 흰팥고물을 묻힌다.

절편

멥쌀가루에 물을 주어 대강 버무려 낸 다음 절구에 끈기가 나도록 잘 친
뒤 납작하게 썰어 떡살로 문양을 낸 떡. 설날에는 절편을 가늘고 긴 모양
이라는 뜻을 가진 가래떡을 뽑아 얇게 썬 후 떡국을 끓여 먹는다.

경단

가루를 익반죽하여 끓는 물에 삶아낸 다음 콩고물이나 깨고물 등을 묻혀 낸다.

멥쌀가루를 익혀 곱게 쳐서 얇게 민 다음 소를 넣고 접어 주발같은 작은
그릇으로 뜬 떡이다. 접을 때 공기가 들어가 통통하게 되므로 ‘바람떡’이
개피떡
라고도 한다. 개피떡의 소는 대개 팥고물을 넣고, 떡의 껍질에 쑥을 넣으
면 쑥개피떡, 송기를 넣어 분홍물을 들인 것은 송기 개피떡이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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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3

절편을 만들어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요리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떡의 종류와 이름에 관심을 갖는다.
⋅떡살을 이용하여 절편을 만드는 경험을 한다.
⋅절편 먹기를 즐긴다.

⋅신체운동⋅건강: 건강하게 생활하기 - 바른
식생활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떡 반죽, 참기름, 떡살, 도마, 솔, 접시, 절편 만들기 PPT

3. 떡 반죽을 주먹만큼 떼어내 주물러 길게 늘인다.

4. 떡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7. 떡살에 참기름을 바른다.

8. 떡살로 떡 반죽을 눌러 무늬를 낸다.

나. 활동 방법
1) 절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떡을 먹어 본 적이 있니?
- 무엇으로 만든 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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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떡이 붙지 않도록 도마 위에 참기름을 바른다.

2. 떡 반죽을 조물 조물 주무른다.

5. 떡 반죽을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다.

6. 동그란 떡 반죽을 납작하게 누른다.

9. 접시에 담아 맛있게 먹는다.

- 어떻게 만들었을까?
- 절편에 어떤 모양들이 찍혀 있을까?
2) 떡 반죽을 탐색한다.
- 떡 반죽의 느낌은 어떠니?
-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들 수 있을까?
3) 떡 반죽을 주물러 늘이면서 가래떡처럼 길게 만든다.
4)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5) 잘라낸 떡 반죽에 떡살로 무늬를 낸다.
- (떡살을 보여주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 어떻게 무늬를 만들 수 있을까?
- 떡살에 있는 무늬는 무엇처럼 보이니?
6) 그릇에 담아 맛있게 먹는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 유아들이 쌀 씻기부터 시작하여 떡 반죽을 만드는 과
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간이 부족하거나 유아들이 전 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 떡 방앗간에서 만든
떡반죽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유아들이 떡의 종류와 이름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떡살을 이용하여 절편 만들기를 하는지 평가한다.
3) 떡의 맛을 느끼고 즐기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쌀가루에 수리취, 모시잎, 쑥 등을 넣어 색깔 절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2) 역할놀이 영역에 밀가루 반죽이나 지점토와 함께 떡살을 제공하여 놀이에 사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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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4

한과를 모아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수와 연산의 기
초개념 알아보기

⋅한과에 관심을 갖는다.
⋅한과의 모양과 색을 비교한다.
⋅수 개념을 익힌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한과를 모아요’(한과 그림카드, 한과 모으기 그릇, 돌림판)

<한과 그림카드>

, 게임규칙

<한과 모으기 그릇>

<돌림판>

나. 활동 방법
1) ‘한과를 모아요’ 게임 자료를 보면서 게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게임 규칙판을 보면서 게임 방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3)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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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를 모아요’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순서를 정한다.
한과카드를 모두 큰 그릇에 담아 가운데 놓는다.
돌림판을 돌린다.
돌림판의 지시대로 한과를 가져와 자신의 그릇에 모은다.
큰 그릇의 한과가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다.
몇 개를 모았는지 세어본다.

4) 게임에 대해 평가 해 본다.
- 게임을 해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니?
- 어떤 종류의 한과를 모았니?
- 한과의 이름이 무엇이니?
- 게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한과의 이름과 종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한과 먹어보기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2) 한과는 실물 사진을 활용하거나 입체적인 모형 한과를 사용할 수 있다.
3) 게임에서 한과를 모으는 바구니는 한지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한과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한과의 모양과 색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수 세기와 수 비교를 통해 수 개념을 익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게임에 나온 다식이나 매작과 만들기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전통과자와 서양 쿠키의 맛, 모양, 색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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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한과의 우수성
① 뛰어난 저장성
：방부제를 쓰지 않아도 쉽게 상하거나 변하지 않는다.
② 우수한 영양
- 주재료가 찹쌀, 쌀, 밀가루, 콩가루 등의 곡물과 꿀, 그리고 잣, 깨, 호두, 밤, 대추 등
의 종실류가 주를 이뤄 다른 어느 과자보다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
- 찹쌀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한다.
- 잣, 호두, 깨, 땅콩 등의 종실류에는 필수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두뇌발달, 치
매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③ 아름다운 모양
- 다식의 경우 다양한 색 표현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에서 얻어진다.
- 정교한 다식판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아릅답다.
- 강정은 색이 은은하며 아름답다.
- 술실과는 밤, 대추, 생강 등을 모양대로 말갛게 졸여내는 멋이 있어 그 모양을 아름답
게 한다.
④ 한과의 효능
소화가 잘되므로 위장이 튼튼해지며 피를 맑게 한다. 따라서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좋다. 여름철에 더위를 먹고 더위에 허덕일 때 입맛이 떨어지고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
밥 먹기 싫을 때 찹쌀, 쌀, 콩 등의 곡물과 꿀, 잣, 깨, 호두, 밤 등의 종실류가 주를 이
루는 한과를 먹으면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
• 한과의 종류
한과에는 강정류, 유밀과, 실과, 다식 등이 있다. 한과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한과의 종류
종 류
강정류

특

징

유과(油果)라고도 하며 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말려서 기름에 튀긴 다음 고물을 묻힌
것이다. 모양이나 고물에 따라서 빙사과, 연사과, 산자, 세반강정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것이 약과로, 밀가루에 참기름, 꿀, 술을 넣어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다
유밀과 음 꿀에 담근 과자를 말한다. 모양에 따라서 약과, 다식과, 만두과, 모양과, 매작
과, 차수과, 여화과 같은 것이 있다.
배에 후추를 박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삶은 음료이다. 과일을 익혔다는 뜻으로 밤,
숙실과 대추를 꿀에 조려 만든 밤초, 대추초가 있다. 그리고 밤이나 대추를 다져서 다시
꿀로 반죽한 율란, 조란이 있다.
다식

유자와 배를 썰어 만든 화채이다. 곡식가루, 한약재, 꽃가루 같은 것을 꿀로 반죽하여
덩어리가 지도록 치댄 다음 다식판에 여러 모양으로 찍어낸 과자를 말한다.
<출처：한국전통음식문화교육, 문미옥외, 학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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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5

오미자 화채 만들기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요리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의 전통음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오미자 화채 만들기 과정을 경험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오미자, 생수, 과일, 꿀, 큰 그릇, 숟가락, 모양 틀, ‘오미자 화채’ 요리 순서표 PPT

<출처：유치원 급식⋅간식 식단 및 요리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

나. 활동 방법
1) 오미자를 탐색한다.
- 이 열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 오미자는 무슨 색이니?
- 오미자를 만져보자.
- 오미자 냄새를 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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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미자 화채를 만든다.
- 오미자와 과일들로 맛있는 오미자 화채를 만들 거란다.
- 어제 물에 오미자를 담가 놓았었지?
- 오미자를 담가 놓은 물의 색이 어떻게 변했니?
- 오미자 물에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 거야.
- 오미자 물에 과일을 넣을 거야. 복숭아를 넣어볼까?
3) 오미자 화채를 먹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맛이니?
- 오미자 화채는 언제 먹으면 좋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 활동으로 유아들과 오미자를 물에 담가 놓고 색의 변화를 예상해 보도록 한다.
2) 화채는 주로 여름철에 먹는 음식이므로 여름철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3) 화채용 과일로는 계절 과일을 이용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전통음료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오미자 화채 만들기 과정을 경험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오미자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맛(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떫은 맛 등)을 경험한
후 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단오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앵두화채를 만들어본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어 씨를 빼고 꿀에 재워 두었다가 오미자 물에 넣고 잣을 띄워 먹
는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화채의 종류
화채는 냉수에 꿀이나 엿기름물을 타서 단맛과 향이 나도록 하거나, 한방약재를 달여 그 물
로 맛을 내는 것, 오미자를 우린 물이나 과일을 기본으로 하여 만드는 것 등이 있다. 화채에는
진달래, 창면, 배수, 식혜, 수정과 등이 있다.
화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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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채의 종류와 특징
종 류

특

징

진 달 래

진달래꽃을 녹말에 묻혀 데친 후 화채 그릇에 담아 오미자 국물을 부어 잣을
띄운 음료로, 그 향기와 색깔이 봄철에 잘 어울린다.

창

면

녹두 녹말로 얇은 면을 만들어 오미자 국물에 띄운 음료로 ‘책면’이라고도 한다.

배

숙

배에 후추를 박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삶은 음료이다.

유자화채

유자와 배를 썰어 만든 화채이다.

식

되직한 흰밥이나 찰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서 삭힌 음료이다.

혜

수 정 과

생강과 계피를 삶은 물에 곶감을 담근 음료이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외, 보건복지부, 2001>

활동 16

송편

목 표
⋅송편은 추석에 먹는 음식임을 안다.
⋅송편 빚는 방법을 노랫말로 표현한다.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 부른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음악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송편 노랫말 판, 송편 만들기 과정 사진 자료, 장구

나. 활동 방법
1) 송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송편을 언제 먹어 보았니?
- 송편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니?
2) 송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송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니?
- 그릇에 쌀가루가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반죽 해볼까?
- 뭉쳐진 반죽을 조금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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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을 동그랗게 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 동그랗게 굴려진 송편에 검지로 구멍을 뚫어 보자.
- 그 안에 콩, 깨 등 각자 넣고 싶은 것을 넣어 보는 거야.
-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구멍을 집으면 예쁜 송편이 완성되지요.
3) 교사가 장구 장단에 맞춰 ‘송편’ 노래를 부른다.
4) 장구 장단에 맞춰 노랫말을 붙여본다.
5) 교사의 장구 장단에 맞춰 유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송편 만들기를 사전 활동으로 해서 노랫말과 경험을 연결 지어 노래 부를 수 있도
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송편이 추석 명절 음식임을 아는지 평가한다.
2) 송편 빚는 방법을 노랫말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3)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송편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을 생각해 보고 노랫말을 바꾸어 볼 수 있다.
2) 다양한 국악기를 이용하여 노랫말에 맞추어 연주하기를 해 본다.
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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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송편의 유래와 종류
송편은 17세기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1680년 요록(要錄)에 송편은 “백미가루로 떡을 만
들어 솔잎과 켜켜로 쪄서 물에 씻어낸다.”고 하였으며, 성호사설(星湖僿說) 권4 ｢만물문(萬
物門)｣에는 “떡 속에 콩가루 소를 넣고 솔잎으로 쪄서 만드는데 이는 송병 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쌀가루를 곱게 하여 흰 떡을 골무떡보다 눅게 하여
쪄서 꽤 쳐 굵은 수단처럼 가루 묻히지 말고 비벼 그릇에 서려 담고 떼어 얇게 소가 비치게
파고, 거피팥꿀을 달게 섞고 계피, 후추, 건강가루 넣어 빚는다. 너무 잘고 동글면 야하니 크
기를 맞추어 버들잎같이 빚어 솔잎 격지 놓아 찌면 맛이 유난히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편 속에 들어가는 재료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콩, 검정콩, 팥, 꿀, 대추, 미나리
를 들었고,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팥, 잣, 호두, 생강, 계피를,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거피팥가루, 거피녹두고물, 대추, 꿀, 팥, 계피, 밤을 들었다. 송편은 흰 떡 속에 솔잎에서 발
산되는 소나무의 정기(精氣)를 침투시킨 떡으로, 이것을 먹게 되면 솔의 정기를 체내에 받
아들임으로써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여겼다.
송편은 쌀가루에 무엇을 첨가하느냐 또는 소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
다. 멥쌀가루에 모시잎 찧은 것을 섞어 반죽한 모시잎송편, 송기를 넣어 빚는 송기송편 이
외에도 도토리가루와 칡가루, 호박가루를 섞어 빚는 도토리, 칡, 호박송편이 있다. 또한 흰
송편에 여러 가지 색으로 꽃모양을 내어 화려하게 빚은 송편을 꽃송편이라 하며, 매화꽃과
같이 꽃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매화송편이 있다.
<출처：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활동 17

콩나물 기르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 고유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콩이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
는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
환경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물에 불린 콩, 시루, 검정 천, 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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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교사와 유아가 콩나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 (콩나물을 보여주며)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니?
- 먹어 본 적이 있니?
- 콩나물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씨앗은 콩이란다.
2) 콩을 소개한다.
- 이것은 콩이야.
- 콩나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콩을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단다.
3) 시루에 볏짚을 깔고 물에 불린 콩을 넣고 물을 충분히 뿌린 후 검정 천을 덮어서
햇빛이 통하지 않게 한다.
- (시루를 소개하며) 이건 시루라고 하는데 여기에 콩나물을 길러 볼 거야.
- 이제 콩나물이 자라도록 물에 불린 콩을 시루에 넣어보자.
4) 유아가 매일의 콩의 변화를 날마다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 과정을 사진 찍어
게시한다.
5) 사진을 보며 콩나물의 성장과정을 이야기한다.
- 콩에서 무엇이 나왔니?
- 콩나물이 된 것이 보이니?
- 검정 천을 씌운 시루의 콩나물과 그냥 시루의 콩나물은 어떻게 다르니?
- 콩나물이 쑥쑥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 자란 콩나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 볼까?

콩나물 기르기
① 물에서 콩 불리기

③ 콩에 물주고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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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콩의 성장과정 관찰하기

② 시루에 볏짚을 깐 후
콩 넣기

⑤ 햇빛에서 콩나물기르기

다. 활동의 유의점
1) 콩나물이 자라는데 오래 걸리므로 유아들이 관심을 잃지 않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해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관찰과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2) 콩나물 기르기에 전통 시루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음식 문화 및 생활도구를 느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 고유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콩나물이 재료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
2) 당근, 무, 고구마, 양파 등의 채소를 물에서 키우고 성장과정을 탐색한다.
3) 빈 깡통 또는 종이컵 밑면에 구멍을 뚫어 개별적으로 콩나물 기르기를 해 볼 수 있다.

활동 18

떡가게 놀이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역할놀이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떡의 이름과 종류를 이야기한다.
⋅떡 가게 놀이에 필요한 소품과 역할을 안다.
⋅떡 가게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지역사회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다양한 떡 모형, 판매대, 계산대, 다양한 그릇, 떡 만들기 도구, 밀가루 반죽, 종이, 연필

나. 활동 방법
1) 사전활동으로 떡 가게를 현장체험한다.
- 떡 가게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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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2) 떡 가게 현장체험 경험을 회상하고 떡 가게 놀이를 계획한다.
- 떡 가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니?
(떡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떡을 사러 온 사람)
- 떡 가게에는 무엇이 있었니?
(다양한 떡, 떡을 만드는 기계, 떡 포장상자, 떡 진열대, 메뉴판, 계산대)
- 떡 가게 놀이를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선생님이 준비해 줄 것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3) 떡 가게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역할놀이 영역에 떡 가게를 차린다.
4) 역할을 나누어 떡 가게 놀이를 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떡 가게를 현장체험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자료를 보고 떡 가게의 모
습을 예측해보도록 한다.
2) 가정과의 연계활동으로 떡 가게를 방문하고 유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조사하
여 오게 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떡의 이름과 종류를 이야기하는지 평가한다.
2) 떡 가게 놀이에 필요한 역할과 소품을 아는지 평가한다.
3) 떡 가게를 극놀이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역할놀이 영역에 전통 떡 만들기 도구를 두어 점토나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떡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재연해 보도록 한다.
2) 미술 영역이나 역할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이 만든 떡을 분류하여 진열해 보고 놀이
속에서 판매해 보도록 한다.
3) 경단, 백설기 등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 만들기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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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9

우리나라 집 바느질

목 표
⋅한옥에 관심을 갖는다.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기른다.
⋅우리나라 집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몰입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우리나라 집 바느질 교구(초가집, 너와집, 귀틀집, 굴피집)’

, 여러 가지 색깔의 털실이

나 구정뜨개실, 돗바늘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그림출처：도서출판 아람>

나. 활동 방법
1)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
- 무슨 그림이니?
- 지붕은 무엇으로 만든 것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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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은 어떻게 생겼니?
- 문의 모양은 어떠니?
- 이 집의 이름은 무엇일까?
2) 활동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
- 구멍에 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 볼까?
3) 바느질을 한다.
- 원하는 집 그림을 선택한다.
- 바느질을 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바느질할 구멍 수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수를 조정한다.
2) 끝이 뭉뚝한 돗바늘을 활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정해 둔 곳에 꽂아 두도록 한다.
3) 실은 바구니에 담아두면 풀어져서 엉킬 수 있으므로 실패를 이용한다.

라. 활동 평가
1) 한옥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되는지 평가한다.
3) 우리나라 집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바느질 그림으로 사용된 사진을 빈 상자에 붙여 쌓기놀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바느질 한 한옥 그림을 활용하여 공동 작업으로 한옥 마을 꾸미기를 할 수 있다.
3)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을 구별하는지 평가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한옥의 지붕 재료
한옥의 지붕은 자연 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샛집, 너와집, 굴피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기와집
기와집은 지붕을 기와로 이은 집으로 주로 중류⋅상류
주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와집을 한 채 지으려면
천 석은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와집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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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가집
초가집은 볏짚으로 지붕을 만든 것으로서 볏짚은 서민
주택인 민가의 지붕재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다. 볏짚
은 속이 비어 있어서, 그 안의 공기가 여름에는 햇볕의
뜨거움을 막아 주는 구실을 하였다. 초가는 따스하고 부
드럽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또한 한 해에 한 번씩 덮어
주므로 언제나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③ 샛집
샛집은 들이나 야산에서 나는 야생풀을 썼는데, 그 수
명이 이십 년에서 삼십 년이나 되어 한 세대마다 한 번씩
덮어 사용하였다. 샛집은 지붕이 무거워 튼튼하게 지어
야 했으며, 그늘져 습기찬 곳은 쉽게 썩기 때문에 부분적
으로 갈아 끼워 사용해야 했다.

④ 너와집
너와집은 돌기와집, 널기와집, 너새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나무나 돌을 지붕재료로 사용하였다. 강원도 산
간지방의 화전민 주택에 많다.

⑤ 굴피집
굴피집은 20년쯤 자란 상수리나무의 밑둥에서 떼어낸
껍질로 지붕을 이은 것인데 보통 두 겹으로 덮었다. 굴피
로 덮으면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운 장점이 있으나
누더기를 덮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굴피
는 건조하면 틈새가 벌어지나, 비가 오면 다시 늘어나서
비가 새지 않고 수명이 긴데, 이 또한 강원도지방 같은 산
간지방에 건축된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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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목 표
⋅우리나라 집의 종류에 관심을 갖는다.
⋅동화를 즐겨 듣는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동화 자료

나. 활동 방법
1) 유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어떤 집에서 살고 있니?
-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집에 살고 계시니?
2)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림동화를 들려준다.
3) 동화 내용을 회상하고 다양한 집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첫째 곰은 집을 짓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니?
- 첫째 곰은 무엇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니?
- 첫째 곰은 볏짚으로 무슨 집을 지었니?
- 둘째 곰은 집을 짓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니?
- 둘째 곰은 통나무와 돌로 무슨 집을 지었니?
- 셋째 곰은 집을 짓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니?
- 셋째 곰은 무엇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니?
- 셋째 곰이 지은 집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까?
4) 엄마 곰에게 지어 주고 싶은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곰 세 마리는 엄마에게 어떤 집을 지어 주었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동화 속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집 그림이나 사진을 언어 영역에 전시해 두어, 우리
나라의 집 종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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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집의 종류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동화를 즐겨 듣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화 속에 나오는 집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한옥이 있
는 마을이나 민속촌으로 현장체험을 갈 수 있다.
2) 쌓기놀이 영역에서 블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집짓기 활동을 할 수 있다.
3) 동화 속의 집 사진을 코팅하여 상자에 붙인 후, 민속마을 꾸미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지은이：박화윤

1.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곰과 아기 곰 세 마
리가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아기 곰들이
점점 자라게 되자 엄마 곰은 집이 너무 좁
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너무 커서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이제
는 너희도 집을 지어서 살도록 하거라.“
세 마리 곰들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2. 첫째 곰은 넓은 밭과 논이 있는 들판을 만
났습니다. “볏짚으로 집을 지으면 참 좋겠
는걸.” 하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기둥을 세우고 볏짚을 엮어 지붕을
올리자.” 어느새 초가집이 다 지어졌어요.

3. 둘째 곰은 산길을 따라 숲속에 오자 많은
나무와 돌을 보았습니다. “옳지! 나무와
돌로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둘째 곰은
부지런히 돌과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습
니다.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통나무를
쌓고 억새를 엮어 지붕을 올리자!” 어느새
귀틀집이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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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셋째 곰은 ‘어떤 집을 지을까’ 생각하며 길
을 걷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기와를 가마
에서 굽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기와를 좀 주시겠어요?” 웅장
하고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요.

5. 세 마리 곰들은 자기들이 지은 집을 자랑
하려고 엄마 곰을 초대하기로 하였습니
다.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은 걸 보시면 엄
마가 기뻐하실 거야.“ 셋째 곰이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한테 가자.”
모두들 신나게 노래 부르며 엄마집으로
향했습니다.

6. “엄마! 저희들 왔어요.”
“오 그래! 벌써 집을 다 지었니?”
“네! 엄마 아주 멋진 집을 지었어요. 우리
가 지은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엄마도 빨리 보고 싶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집을 지었을까?”

7. 엄마와 세 마리 곰들은 제일 먼저 첫쩨 곰
의 집을 갔습니다.
“엄마! 저는 짚으로 초가집을 지었어요.“
첫째 곰은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마루와 방, 부엌이 정말 아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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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에는 둘째 곰의 집으로 갔어요.
“엄마! 저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둘
째곰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자랑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겠구나.“

9. 마지막으로 엄마 곰은 막내 집에 도착하
였습니다.
“엄마! 저는 멋있고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
어요.”
“저 멋있는 기와지붕 좀 봐! 창문의 문양도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 곰은 감탄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우리들이 멋진 엄마 집을
지어 드릴게요.“ 엄마 곰은 세 마 리 아기
곰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출처：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 박화윤 외, 교육부, 1999>

활동 21

흙벽 집을 만들어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미술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집을 만들 때 흙이 사용됨을 안다.
⋅벽에 흙을 바르는 경험을 한다.
⋅흙의 변화과정을 관찰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황토, 짚, 말린 풀, 폐품 종이상자(세탁기 상자와 같이 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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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황토로 만들어진 집 사진을 감상한다.
- 이 집 벽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어떻게 만들었을까?
-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황토와 짚을 섞어 흙벽을 바를 재료를 준비한다.
- 황토와 짚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좋을까?
- 황토와 짚과 물을 섞으면 어떻게 변화할까?
- 짚을 잘게 자른다.
- 황토와 잘게 자른 짚을 섞는다.
- 황토와 짚의 양이 많으면 맨발로 밟아 반죽한다.
3) 황토 반죽을 종이상자의 벽면에 페인트 붓이나 손으로 바른다.
4) 황토 반죽이 마르면 지붕과 창문 등을 만들어 달아 집을 완성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짚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2) 흙 반죽을 할 때 물의 양은 점성이 있을 정도의 농도로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집을 만들 때 흙이 사용됨을 아는지 평가한다.
2) 흙 바르는 경험을 하는지 평가한다.
3) 흙의 변화과정을 관찰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짚과 풀을 섞은 황토를 벽이나 캔버스 등에 손으로 발라보면서 탐색해 보는 활동
을 한다.
2) 공동 작업으로 큰 상자를 이용해 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지붕, 문,
창문, 대문 등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3) 황토와 짚을 섞어 흙벽돌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4) 흙으로 움집 짓기와 같은 활동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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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2

전래동요 아궁이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음악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
하기

⋅아궁이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 가락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전래 동요를 즐겨 부른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아궁이 노랫말 그림판

, 아궁이 사진

, 음원(출처：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 박화윤 외, 교육부, 1999).

나. 활동 방법
1) 아궁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무엇을 하는 곳일까?
- 아궁이에 불을 때서 무엇을 했을까?
2) 음악을 감상한다.
3) 노랫말 그림판을 보며 노랫말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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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을 붙여 노래를 불러본다.
5) 노래를 부른 후 느낌을 이야기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전통가옥의 특징인 아궁이, 굴뚝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2) 전래 동요이므로 CD를 사용하는 대신 장구나 국악기를 이용하여 교사가 음성으로
노래를 들려 줄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특징인 아궁이의 기능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우리 가락에 관심을 갖고 듣는지 평가한다.
3) 전래 동요를 즐겨 부르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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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노랫말을 바꾸어보는 동시 짓기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2) 기둥자리 다지기 등 노랫말 속에 한옥의 특징이 담긴 전래동요를 배워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온돌
온돌은 그 바닥 밑에 연기를 통하게 하여 따뜻한 공기로 바닥을 덥히는 한반도 고유의 난
방법이다. 아궁이를 만들어 이 아궁이에서 취사를 위해 불을 때고 남은 열을 이용하여 바닥
을 덥힌다. 이러한 바닥 난방 방식은 가장 열효율이 높은 난방법으로, 한국에서 발명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온돌구조는 크게 나누어 아궁이, 축열장소, 굴뚝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아궁이는 부엌의 취사겸용과 난방 전용 아궁이가 있다. 상류 계급의 주택에
는 돌로 된 반듯하고 높은 아궁이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는 하인이 숯을 사용하여 연기가 나
지 않도록 하였다. 온돌방은 방의 보온 효과를 위해 공간용적이 적고 높이도 손을 들면 천
정에 닿을 정도로 낮다. 굴뚝은 단순히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기능뿐 아니라 주택의 외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문양과 채색을 하기도 했다.
<출처：한국관광공사. 한옥에서의 하루, http://korean.visitkorea.or.kr/kor/hanok>

활동 23

한옥을 지어요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집에 대해 알아본다.
⋅한옥의 지붕과 문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부분과 전체를 고려하여 한옥을 구성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집의 기본 뼈대 그림자료

, 지붕 그림자료(초가지붕, 너와지붕, 기와지붕), 문살 그림

자료(띠살, 완자살, 빗살, 귀자살, 아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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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 박화윤 외, 교육부, 1999>

나. 활동 방법
1) 지붕의 재료, 모양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우리나라 집의 지붕들은 어떻게 다를까?
-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2) 문살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문살을 보니 무엇이 생각나니?
- 문살은 어떤 모양이니?
3) 집의 기본 뼈대에 지붕과 문과 창문을 붙여 한옥을 구성한다.
- 원하는 지붕을 선택해서 지붕을 만들어 보자.
- 원하는 문과 창문을 선택해서 문을 만들어 보자.
4) 여러 가지 지붕과 문과 창문을 사용하여 한옥을 구성해 본다.
5)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 어떤 느낌이 드니?
- 집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OHP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그림 자료를 오려 겹쳐 보는 활동을 해 본다.
2) 지붕과 문은 같은 그림이 2개씩 되도록 자료를 제작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의 다양한 집들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한옥의 지붕과 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3) 부분과 전체를 고려하여 한옥을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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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담장이나 담벽, 기와 무늬 등을 다양하게 하여 한옥 구성하기를 해 볼 수 있다.
2) 민속촌이나 한옥 마을을 현장체험하고 실제 집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가진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한옥의 특징
한옥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
하여 지은 집이다. 한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환경과의 조화
한옥은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에 터를 잡아 겨울에는 북쪽의 바람을 막고 연료를 구
하기 쉬웠으며, 남쪽 땅을 경작하기가 좋았고 농업용수 해결도 용이했다. 집의 모양 역
시 마을 뒷산 모양을 본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순응하는 마을 구성과 집의 배치는 자연과 집,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안온하고 평안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② 자연재료 사용
한옥은 돌, 나무, 흙 등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자연 재료가 그대로 이용되었다. 또한 창
은 한지를 사용하여 실내를 밝게 하였으며 바닥은 한지를 깐 뒤 콩기름을 발라 윤기 있
고 방수도 되게 하였다. 벽과 바닥은 황토를 발라 단열효과를 내게 하였으며 무더위와 심
한 추위를 막기 위해 마루와 온돌문화가 발달하였다.
③ 신분의 상징
한옥은 신분에 따라 공간배치와 집의 형태가 달랐다. 즉 여염집이라 불리던 일반 백
성의 집, 대부분 기와집으로 되어 있던 양반집, 노비 중 외거노비의 살림집을 말하며, 부
엌 1칸에 방 1칸-2칸 정도였던 호지집 등등 공간의 배치와 집의 형태에 신분계층이 반영
되었다.
④ 생산 및 생활양식 반영
한옥은 농사일과 행사를 위해 개인, 가족,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방
적인 공간이다. 안방은 가족의 식사와 행사 등 대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
을 뿐 아니라 침실로도 사용한 개인적, 사회적 공간이다.
⑤ 깊이감
비대칭 균형과 공간간의 연속성 및 위계성 그리고 양과 음의 공간이 교차 반복되어
깊이감을 가졌다. 즉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당채 등의 채들은 비대칭적으로 위치하였
으며, 각각의 채들은 그 자체의 사랑방, 침방, 대청 등이 있고 이들 대치도 비대칭적이
다. 또한 음양이 교차되어 방안에서는 대청이 또 대청에서는 마당이 밖이며 안채와 바
깥채 그리고 안주인과 바깥주인 등 안과 밖의 구별원리가 음양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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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용성과 미적 추구 반영
한옥은 외부공간은 선으로, 내부공간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용성과 미적 추구를
반영하였다. 즉 처마의 서까래, 지붕의 용마루와 골, 창호의 살 짜임 등은 곡선과 직선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기둥, 도리, 보 등은 벽지나 천장지로 가려 면을 만들었
다. 또한 공간마다 창호로 구성되어 개방적이지만 생활에 따른 사용상의 융통성을 살렸
다. 창호의 한지 사용은 소리와 빛이 투과되므로 자연음과 은은한 빛이 내부에 투영되
어 자연과 융화감을 느끼게 했다.
⑦ 높은 기단
한옥은 기단이라 부르는 댓돌(또는 죽담)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고 그 위에 주초를
놓아 집을 놓는 방법을 보편화했다. 그 이유는 고온다습하지 않더라도 땅에 가깝게 자
리를 마련하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은 움집을 땅 위로 노출시킨 이
후 차츰 바닥을 높이면서 땅에서 떨어지는 방도를 취하여 땅의 습기를 줄여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했다.
⑧ 깊은 처마
한옥의 깊은 처마는 여름철 높은 태양이 떴을 때 차양이 되어 뙤약볕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시원하게 살 수 있게 했다. 또한 마당에서 반사된 빛이 건물 내부를 간접
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양에서는 직접조명보다 간접조명이 고급스럽다고 천장 등과
스탠드를 간접조명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새삼 한옥에서 처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⑨ 인격
한옥은 우리 몸에 맞는 크기로 설정되어 있어 인격이 있다. 따라서 한옥은 쓸모 있게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살림살이를 배려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
육 도량이기도 하였다.
⑩ 난방 시설
한옥의 난방을 위한 구들은 매우 개성적이다. 즉 부뚜막과 아궁이 고래와 개자리, 굴
뚝을 완벽하게 구조하였다. 고래켜고 구들장 놓은 온돌방에는 아랫목과 윗목이 있어 이
에 따라 장유유서 예의와 질서가 있었다.
또한 몸이 부실한 사람이나 산모가 뜨끈한 아랫목에서 지지고 나면 몸이 거뜬해진다.
세종 때 간행된 의료요법 책인 ｢구황촬요｣에도 ‘뜨끈뜨끈한 구들은 병을 치료하는 데 아
주 요긴한 시설’이라고 설치를 장려했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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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4

한옥 마을에 가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현장체험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한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집의 특징에 대해 안다.
⋅한옥과 현대 가옥의 다른 점에 관심을 갖는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한옥 마을에 가요.’ 동영상

,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집 사진 자료, 이름표, 사진기

나. 활동 방법
1) 한옥에 대해 이야기한다.
- 한옥을 본 적이 있니?
- 한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한옥과 관련지어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3) 현장체험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한옥마을을 관람한다.
- 우리나라의 집의 모습은 어떠니?
- 한옥마을 집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어떻게 다르니?
5) 유치원/어린이집에 돌아와서 현장체험한 것에 대해 ‘한옥 마을에 가요.’ 동영상을
보며 회상한다.
- 한옥의 지붕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대문의 모습은 어떠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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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들의 모습은 어떠했니?
- 창문의 모습들은 어떠했니?
- 부엌은 어떠했니?
-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니?
- 무엇이 생각나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지역의 고택, 민속 마을, 민속촌 등 다양한 한옥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현장체험 장소로 선택한다.
2) 현장체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한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사후 활동으로 연
계한다.
3) 현장체험이 어려운 경우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나누기 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한옥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우리나라 집의 특징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3) 한옥과 현대 가옥의 다른 점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현장체험에서 본 다양한 한옥의 사진을 코팅하여 상자에 붙여 쌓기놀이 영역 소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여러 종류의 한옥 사진과 블록, 전통 놀이 소품으로 쌓기놀이 영역에서 한옥 마을
구성하기를 해 볼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북촌한옥마을
①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05번지 북촌문화센터
② 문의전화：02) 3707 - 8388, 8678
③ 홈페이지：www.bukchon.seoul.go.kr
• 남산골 한옥마을
①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4번지
② 문의전화：02-2266-6923~4
③ 홈페이지：http://hanokmae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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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옥마을
①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4
② 문의전화：063) 281-5095 (한옥마을사업소 운영담당)
③ 홈페이지：http://tour.jeonju.go.kr
• 안동하회마을
① 소재지：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49-1 번지
② 문의전화：054)853-4331(안동하회마을보존회)
③ 홈페이지：http://www.hahoe.or.kr
• 경주양동마을
①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4
② 문의전화：070-7098-3569
③ 홈페이지：http://yangdong.invil.org
• 낙안읍성마을
①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② 문의전화：061-749-3347
③ 홈페이지：http;//www.nagan.or.kr
• 제주성읍민속마을
①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② 문의전화：064) 787-1179
③ 홈페이지：http;//www.seongeup.nowenter.co.kr

활동 25

단오 부채 꾸미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
리고 꾸며 본다.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을 경험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부채, 동양화 물감, 붓, 여러 가지 전통문양 도장, 전통문양 그림,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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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사전활동으로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 조상님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도록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단다.
- 선물하는 부채에는 좋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넣어 선물했어.
2) 부채 만들기의 재료를 소개한다.
- 물감이나 한지를 이용하여 부채를 꾸밀 거야.
- 부채에 어떤 그림을 그려 넣을까?
- 도장을 이용하여 어떻게 꾸밀까?
3) 동양화 물감, 붓, 여러 가지 전통문양 도장을 이용하여 부채 꾸미기를 한다.
4) 완성된 부채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부채의 크기와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꾸며 보도록 할 수 있다.
2) 부채의 기능을 하는 현대의 물품을 찾아보고 비교해 본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생활도구인 부채를 아는지 평가한다.
2)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꾸며 보는지 평가한다.
3) 단오에 부채를 선물해 보고 경험을 이야기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부채와 선풍기 비교하기 등 옛날과 현대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생활 도구를 찾
아 보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2) 단오 절기와 관련한 수리취떡 만들기, 창포로 머리 감기 등의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단오의 풍습 및 놀이
단오에는 단오차례, 단오제, 단오선 등의 풍습과 그네타기, 씨름 등의 놀이를 하였다.
- 단오차례
단오는 연중 가장 양기(陽氣)가 많은 날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각 가정에서 단
오차례라고 하여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제물을 가묘에 괴고 제사를 지냈다.
- 단오제
단오날 강릉에서는 대관령 서낭신을 모셔다가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단오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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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토 제사로써 전설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신검을 토벌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중이 나타나 구해 준 일이 있어 이때부터 대관령의 서낭에 제사를 지내는 단오제가 시
작되었다. 서낭제의 고비에 이르는 5월 4일과 단오날에는 가면놀이가 벌어진다. 이 가면놀
이는 말없는 무언극이라는 점이 또한 특이하다. 단오제의 목적은 대관령의 산길의 안전과
풍작과 풍어를 비는 것으로, 규모가 영동에서 제일 큰 것이기도 하다.
- 단오선
단오 무렵이 되면 더위가 시작되어, 부채를 사용하게 된다. 옛날에 단오날이면 임금님이
시종들에게 부채를 하사하였는데, 이것을 단오선이라고 한다. 동짓날 달력을 선물하는 것
과 함께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는 풍속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부채를 선물하면서 올해도
더위를 타지 말고 건강하라는 소망도 함께 선물했다.
- 그네타기
여자들 사이에 성행하는 놀이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네뛰기에 대한 기록이
“고려사 열전 최충헌전”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여
겨진다. 고려시대에는 왕궁을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에서 호화롭게 성행된 놀이였던 반면
조선시대에는 상류층 여인들에게는 금지된 놀이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그네뛰기는 주로
서민층의 젊은 여인네들이 놀이하였다.
- 씨름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자 운동경기의 하나로 각희, 각력, 각저라고도 한다. 단오를 비롯하
여 백중날, 한가위, 농한기 등에 행해졌으며 특히 단오절에는 여자들의 그네뛰기와 함께 연
중행사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씨름은 샅바나 띠를 넓적다리에 걸친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잡고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내는 운동이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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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활동 26

절구로 봉숭아 찧기

바깥놀이
활동

목 표

⋅절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알아본다.
⋅봉숭아의 형태 변화를 관찰한다.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 본다.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
현상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절구, 절구공이, 봉숭아 잎과 꽃잎, 조각비닐, 실, 테이프

나. 활동 방법
1) 봉숭아 잎과 꽃잎을 딴다.
2) 절구와 절구공이를 탐색한다.
-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 우리가 따 온 봉숭아 잎을 절구에 넣고 빻아 보면 어떻게 변할까?
3) 봉숭아 잎과 꽃잎을 절구에 넣어 찧는다.
손톱에 물이 잘 들도록 소금이나 백반을 넣어 찧는다.
4) 찧어 놓은 봉숭아를 유아의 손톱에 콩알만큼씩 올려놓고 새지 않게 비닐로 싸고
테이프나 실로 맨다.
5) 손톱에 빨갛게 봉숭아물이 들면 비닐을 풀고 손을 씻은 후 물들은 손톱을 서로 비
교해 본다.
- 손톱이 어떻게 되었니?
- 왜 손톱이 빨갛게 되었을까?
- 누가 가장 빨간 손톱이 되었니?
- 또 어떤 꽃으로 손톱을 물들여보고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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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절구의 기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작은 절구와 절구공이를 준비해 각자가
절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절구와 절구공이를 사용할 때 손이나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3) 손톱에 물을 들일 때 비닐로 싼 손톱이 답답하여 금방 빼버리려는 유아에게는 조
금 더 참아 보도록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절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아는지 평가한다.
2) 봉숭아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는지 평가한다.
3) 봉숭아 물들이기 과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실외 놀이에 절구를 준비해 두고 유아들이 꽃과 풀, 흙 등을 빻아보도록 할 수 있다.
2) 요리 활동을 계획하여 쌀 빻기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4월(四月) 월내조(月內條)에 보면 “계집애들과 어린애들이 복
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임하필기
(林下筆記)에는 “봉선화가 붉어지면 그 잎을 쪼아 백반을 섞어 손톱에 싸고 사나흘 밤만
지나면 심홍빛이 든다.”라고 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봉선화물을 들여 주는 것은 예쁘
게 보이려는 뜻보다 병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곧 귀신이 붉은색을 두려워하므로 손톱에
붉은 봉선화물을 들여 병귀를 쫓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 풍속이다.
봉선화가 피면 꽃과 잎을 섞어 찧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이것을 손톱에 얹고 호박
잎, 피마자잎 또는 헝겊으로 감아 붉은 물을 들인다. 원래 이 풍속은 오행설에 붉은색[赤]이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선화물이 남아
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들도 봉선화물을 들였다. 이것은 봉선화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부터 봉선화는 못된 귀신이나 뱀을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집의 울
타리 밑이나 장독간 옆, 밭 둘레에 봉선화를 심으면 질병이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실제 봉선화에서는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므로
봉선화를 심으면 뱀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봉선화를 금사화(禁蛇花)라고도
부른다.
<출처：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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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7

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을 구별하며 짝을 맞출 수 있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규칙성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카드

, 게임 규칙판

나. 활동 방법
1)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떡을 만들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 쌀을 빻는 도구는 무엇일까?
- 문양을 넣는 도구는 무엇일까?
- 떡을 찌는 도구는 무엇일까?
2) 도미노 카드를 보면서 도구의 이름과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3) 게임 규칙판을 보면서 게임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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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도미노 카드 한 장을 놓는다.
먼저 놓은 카드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있는 카드를 선택한다.
선택된 카드는 먼저 놓은 카드 그림과 맞추어 놓는다.
같은 방식으로 위, 아래, 옆으로 놓아가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

4) 규칙대로 게임을 한 후 게임에 대해 평가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떡 만들기 활동에서 사용해 본 도구를 중심으로 게임 카드를 만든다.
2) 같은 그림에는 같은 색의 배지를 대어 색상으로도 분류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그림을 구별하고 짝을 맞추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떡 만드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떡 만들기를 해 본다.
2) 역할놀이 영역에서 떡 만드는 도구를 사용해 보고 사용법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한다.

활동 28

야광귀 이야기

목 표
⋅체의 쓰임새와 특징에 관심을 갖는다.
⋅대보름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알아본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야광귀 이야기’ 애니메이션 동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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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www.kidsnfm.go.kr>

나. 활동 방법
1) 실물 ‘체’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니?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언제 사용하는 도구일까?
2) ‘야광귀’ 동화를 들려준다.
- 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 대보름날에 체를 걸어 놓는 풍습이 있단다.
- 왜 체를 걸어 놓았는지 동화를 듣고 알아보자.
3) 동화의 내용을 회상한다.
- 대보름날 야광귀가 체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새는 것을 잊었다고 했지.
- 체에는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을까?
- 체에 있는 구멍은 어떤 역할을 할까?
- 체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사전 활동으로 체를 사용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2) 묵은세배, 밤새우기 등 섣달 그믐날 풍습을 알아본다.
3) 야광귀 관련 동화는 인터넷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www.kidsnfm.go.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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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체의 쓰임새와 특징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대보름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알아보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굵기가 다양한 체를 준비하여 요리활동에서 사용해 본다.
2) 굵기가 다양한 체를 준비하여 바깥놀이터에서 모래를 고르는 데 사용해 보도록 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야광귀 쫓기의 유래
야광귀 쫓기는 설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인 야광귀(앙광이)를 쫓
기 위해 체 등을 걸어두고 머리카락을 태워 마당에 뿌리는 풍속을 말한다. 따라서 앙광이
귀신 내려온 날은 설날을 보통 지칭하나, 정월대보름에도 앙광이(야광귀)가 내려온다는 풍
속이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각종 세시기(歲時記)에는 야광귀(앙광이)에 대한 기록이 나
온다. 경도잡지에는 “야광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밤에 사람의 집에 찾아와 신발 훔치는 것
을 좋아한다. 이때 신을 잃은 사람은 일년 신수가 불길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신발을 숨겨놓고, 야광귀가 오기 전에 일찍 잠을 잔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장대 등에 체를 걸
어둔다. 야광귀가 찾아와 체를 보고는 구멍을 세다가 순서를 잃어버려 다시 세면서 결국 다
세지 못하고 새벽에 닭이 울면 도망간다.”는 기록이 있다.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야광귀를 쫓기 위해 저녁에 마당에서 머리털을 태우고 그 재
를 뿌리는 풍속을 적고 있다.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야광귀를 ‘야광신’이라 지칭하고 있
으며, 이를 ‘앙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한다. 설날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
름에도 내려온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섣달 그믐날 밤을 새우고, 설날에는 차례와
세배 등을 다니느라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방심하고 곤하게 잠자고 있을 때 신발을 훔쳐 간
다는 것이다.
일본의 민속학자 무라야마(村山智順)는 야광귀를 쫓기 위해 걸어두는 체의 구멍을 세는
이유에 대해서 체의 구멍을 눈으로 생각한 것으로 풀이한다. 즉, 체는 무수히 많은 눈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야광귀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방
상씨의 눈이 4개로 표현되어 악귀를 쫓아내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하고 있다. 즉, 눈이 많은
귀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것인가 하는 호기심에서 체의 구멍을 세게
된다는 것이다.
<출처：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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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9

지게로 나무를 날라요

목 표
⋅지게의 쓰임새를 경험한다.
⋅규칙을 지켜 게임을 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게임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기
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집단협력

가. 활동 자료
지게 2개, 나무모양 블록

나. 활동 방법
1) 지게에 대해 소개한다.
- (지게를 보여주며) 이것을 본 적이 있니?
- 이름은 무엇일까?
-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 지게는 옛날에 물건을 담아서 나르던 도구란다.
- 오늘은 지게로 나무를 나르는 게임을 해 볼 거야.
2) 게임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 두 팀으로 나누어 지게에 담긴 나무를 빨리 내려놓고 오는 게임이야.
3) 두 팀으로 나누어 앉는다.
4) 출발 신호가 울리면 각 팀의 선수 한명 씩 나와 지게에 나무 블록을 싣고 달려 목
표지점에 나무블록을 내려놓고 돌아온다.
5) 이긴 팀의 점수판에 스티커를 붙여 준다.
6) 게임이 끝나면 점수판의 점수를 비교해 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지게는 유아들이 실제로 맬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2) 지게에 담는 나무 블록은 작은 원형 모양의 유니트 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288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라. 활동 평가
1) 지게의 쓰임새를 아는지 평가한다.
2) 규칙을 지켜 게임을 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지게와 전통 생활 용품을 이용하여 역할 놀이를 해 보도록 한다.
2) 지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오늘날의 생활 도구를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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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활동 1

남생아 놀아라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강강술래의 가락과 춤을 경험한다.
⋅자신의 느낌을 움직임과 춤으로 창의적으로 표
현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남생아 놀아라’ 동영상

, 음원 CD플레이어

나. 활동 방법
1) 강강술래 중 ‘남생아 놀아라’를 감상한다.
- 강강술래를 할 때 남생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
- 남생이가 된 사람은 어떤 춤을 추고 있니?
- 남생이의 춤을 보니 어떤 동물이 생각이 나니?
- 남생이는 뭘까?
- 남생이는 거북이나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물 거북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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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랫말을 듣는다.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논다.
○○나와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논다.

3) 교사가 먼저 장구소리에 맞추어 불러 준다.
- 가사를 불러주면서 한 소절씩 불러 본다.
4)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들과 함께 부른다.
5) 실외의 넓은 곳으로 나가 ‘강강술래’ 놀이를 한다.
6) 남생이가 되기로 한 유아가 원 안에 들어와 춤을 추면, 다른 유아가 따라서 춤을 춘다.
- 춤을 어떻게 출까?
- 우리가 다같이 OO의 춤을 따라 춰보자.
7) 남생이가 되었던 유아가 다른 남생이가 될 유아를 부른 후 자리로 돌아간다.
8) 남생이 놀이를 해 본 느낌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남생이 놀이를 해 보았는데 어땠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노랫말의 의미를 알고 유아들에게 설명해주며 함께 불러보도록 한다.
촐래 촐래：춤을 추며 놀 때 어깨춤을 나타내는 의성어
어화색이 저새기：이녀석 저녀석
아랑주：소주를 내린 뒤에 남은 찌꺼기로 내린 품질이 낮고 독한 소주
철나무초：가을철의 땔감인 풀
구갱캥：장단을 맞추느라 뜻없이 들어간 말

2) 남생이가 되기로 한 유아들이 자신의 춤을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강강술래 중 ‘남생아 놀아라’의 가락과 춤을 즐기는지 평가한다.
2) 자신의 느낌을 움직임과 춤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여러 유아가 함께 원으로 손을 잡고 서서 한명을 지적해 원안으로 들어가 춤추게
한 후, 그 유아의 행동을 따라한다. 유아 여러 명이 번갈아 하면서 놀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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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남생아 놀아라’의 개념
‘남생아 놀아라’는 강강술래 중 진도 강강술래의 여흥놀이 중 하나로, 놀이꾼들이 춤을 추
고 사람을 웃기는 동작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놀이이다. 이때의 춤은 곱사춤과 궁둥이춤
이 섞인 남생이 흉내춤이 주가 되는데, 이 춤을 이루어지면서 원안에서 1-2명이 마치 남생이
(거북목 남생이과의 파충류이며 물과 육지에 걸쳐 생활하는 담수성 거북이)가 기어 가는 듯
이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한다.
<출처：디지털진도문화대전, http://jindo.grandculture.net>

• 남생이 모의무(模擬舞)의 방법
시선은 원 안을 향하고 자진강강술래와 같이 계속 원무 하다가 둘째 장단의 노래가 끝나
면 셋째 장단이 시작될 때 두 사람이 원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발은 역시 뛸 때와 마찬가
지로 하고 양팔을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첫째 박자에 오른팔을 머리 쪽으로 약간 구부리고,
둘째 박자에는 오른팔을 옆으로 펴고 왼팔을 구부리면서 흔들어 주듯이 구부렸다 폈다 하
는데 첫째 장단은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게 원을 조그맣게 그리며 뛰다가 둘째 장단에는 마
주 보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약간 굽힌 채 앞의 팔 동작과 함께 엉덩이를 한 박에 한 번씩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듯이 내민다. 그리고 다시 뛰면서 제자리에 머무르고 하여 약 네 장단
만에 제자리로 들어간다.
<출처：돌고 도는 진도의 강강술래, 김태균, 1997, 국토연구원>

활동 2

그림자놀이

목 표
⋅그림자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자와 몸의 움직임의 관계를 안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하얀색 천(스크린 용), 조명기구 혹은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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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과학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예술경험: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 통합적으
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 과정
즐기기

나. 활동 방법
1) 여러 가지 그림자를 보며 이야기한다.
- (손을 직접보이며) 선생님의 손은 무슨 색이니?
- (천 뒤에서) 선생님 손이 무슨 색으로 변했니?
-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그림자’라고 한단다.
-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며) 그림자가 무슨 모양으로 보이니?
2) 친구의 그림자를 보며 신체부위를 알아본다.
- (다리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은 무엇일까?
- 우리 몸에 그림자처럼 동그란 것은 어디에 있지?
3) 그림자로 친구이름을 맞춰본다.
4) OHP 위에 손을 비쳐서 벽이나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실내에서는 하얀 천을 활용하여 스크린을 만들고 조명기구의 빛을 투사하여 여러
가지 그림자놀이를 할 수 있다.
2) 직접 손, 몸, 물건 등을 비추어 그림자놀이를 할 수 있으며 종이를 여러 가지 모양
으로 오려서 그림자놀이를 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그림자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그림자놀이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탐색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그림자를 이용하여 물건 이름 맞추기 활동을 한다.
2) 햇빛이 비치는 실외로 나가 그림자의 외곽선을 따라 나무젓가락, 분필, 물총으로
벽이나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
3)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들어서 그림자 인형극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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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그림자놀이의 유래, 기원
그림자놀이는 전기불이 없던 시절, 등잔불이나 촛불로 밤을 밝혀가며, 형제나 이웃 마을 아이
들끼리 모여 앉아 하던 놀이다. 이러한 그림자놀이를 발전시킨 것이 그림자극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자극에는 <만석중놀이> 혹은 <파일놀이>라는 것이 있다.
조선 정조 때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극은 산희와 야희로 나눈다. 이들은 나례도감에 예속되어 있는데 산희는 가설무대에
포장을 치고 사자, 범, 만석을 만들어 춤추게 하고, 야희는 당녀와 소매의 춤이다. 만석은 옛
고려의 중 이름이다.
이렇듯 은연중 이것이 고려시대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놀이는 1920년대 까지는
사찰이나 그 근처 마을에서 연등일(4월 초파일)에 주로 승려의 주관에 의해 불교 포교의 수
단으로 놀아졌으나, 이후 사라졌다. 한편, 1983년도에 극단 <서낭당>에서 이 극을 재구성하
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한때 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그림자놀이의 재료(소재)
등잔불 혹은 촛불, 손, 한손 또는 두 손으로 뜻하는 모양을 만들기 어려울 때에는 종이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 그림자놀이의 방법
손으로 갖가지 모양을 지어 벽에다 비추어 보면 벽에는 손의 모양에 따라 개, 토끼, 사람
등의 그럴싸한 모습이 그림자 지어 나타나게 된다.
<출처：우리나라 민속놀이, 심우성, 동문선, 1996>

활동 3

무슨 연일까?

목 표

⋅우리나라 전통 연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전통 연의 모양과 형태를 관찰한다.
⋅전통 연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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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 과정
즐기기

가. 활동 자료
다양한 종류의 연, ‘무슨 연일까’ PPT
문자연

사동치마연

무슨 연일까?

한자로 문(門)를 종이에 그린 문자연이에요.

여자가 예쁜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네 가지 색이에요.

출처 :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상투빗연

송액영복연

연의 머리에 머리를 빗는 빗을 그려 넣었어요 .

삼봉산눈쟁이 신호연

그림으로 신호를 그렸어요. 낮에 삼봉산앞 바다로 모이라는 뜻이래요.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행복을 받고 싶은 소망을 적었어요.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나. 활동 방법
1)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연날리기에 대해 소개한다.
- 연날리기를 해 본적이 있니?
- 어떤 연을 날려 보았니? 기분이 어땠니?
2) 유아들이 경험한 연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가 본 연은 어떤 것이었니?
3) 다양한 종류의 연 또는 연 사진을 보여주며 연의 이름을 함께 알아본다.
- 이 연의 이름은 무엇일까?
- 너희들은 어떤 연이 마음에 드니?
4) 다양한 종류의 연 또는 연 사진을 보고나서 이야기 나눈다.
- 오늘 본 연 중에서 어떤 연을 날려보고 싶니?
- 연을 만든다면 어떤 연을 만들어보고 싶니?
-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어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연의 이름을 아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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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연 사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세 누리과정 ‘2-2. 날아라 방패연’에 수록
된 PPT의 연 사진을 참고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의 전통 연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전통 연의 모양과 형태를 관찰하는지 평가한다.
3) 전통 연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좋아하는 연을 출력하여 색칠하거나 그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 직접 연을 만들어 날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연은 BC.400년대에 그리스의 군사가⋅과학자⋅수학자⋅철학자이기도 한 아르키타스가
나무로 된 새모양을 공기를 활용하여 200m 정도 날렸던 적이 있다는 전해지는 이야기를 연
의 기원이라고 사양학자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기록은 아르키타스 사후 500년이 지난 후 기
록을 하였던 것이며 나무 새에 실이 매달려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후세 서양
사람들은 연의 기원 혹은 로케트의 기원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이 고구려 장천 1호분 벽화에 솔개로 보이는 새가
그려져 있고 새를 향해 사림이 손목을 위로 향하고 고개를 젖혀 새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연의 기원일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벽화가 오랜 세월 탓인지 새에 달린 실의 흔적은 분
명치 않으나 그 모습이 새에 실을 달아 날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연의 기원
은 이렇게 새에 실을 매단 것에서부터 일수도 있고, 어쩌면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
터일 수도 있다는 추론도 해 볼 수 있다. 공기의 흐름인 바람이 있고 나뭇잎 등이 날리는 것
을 보고 나뭇잎에 실처럼 길게 뽑아지는 식물의 줄기를 매달아 날려보는 행위를 했음직도
하다.
현재 우리가 ‘연’이라고 하는 형태의 연에 대한 기록으로는 중국 송나라 때 고승(高承)이
편찬한 (사물기원 事物起源)에 BC200년경 한신(韓信)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의 연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列傳) 중의 김유신 전
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덕왕 16년이자 진덕왕 원년인 정미년 (丁未年, 647)에 대신 비담(毗曇)과 염종(廉宗)
은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키려 하였다. 반
란군은 명활성(明活城)에 진을 치고 왕을 지키는 군대는 월성(月城)안에서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10여일 동안 서로 공방전을 벌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에 큰 별똥이 월성안에 떨어졌다. 이것을 바라본 비담의 무리는 휘하 장병에게 ”별똥이 떨
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혈(流血)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다“라고
하였다.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환호성을 울리니 천지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여왕은 이 함
성을 듣고 대경실색하였다. 이때 왕사의 지휘관인 김유신 장군이 여왕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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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만들어 이것을 큰 연에 매달아 불을 질러 올려 보냈다. 마치 별이 하늘로 솟아올라
가는 것 같이 보였다. 다음날 김유신은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되올라갔다
고 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적군의 장병들은 동요하여 마침내 패주하고 말았다…”
연이 군사적으로 이용된 또 다른 전해지는 이야기는 최영(崔瑩)장군에 얽힌 이야기이다.
“…옛날 고려말의 명장 최영장군이 제주도를 정벌하였을 때의 일이다. 섬 주변(성주가 살
고 있는 성벽이라고 전한다)에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병사가 진군할 수 없었으므로 최영장
군은 묘안을 생각해 냈다. 즉 연 밑에 갈대씨를 담은 주머니를 달아 그 연을 높이 띄워 섬
주변 가시밭에 그 씨주머니를 떨어뜨렸다. 그 해 가을에 섬 주변에는 마른 갈대로 뒤덮였
다. 여기에 불을 질러 가시밭을 태워 없애고 마침내 상륙하여 (성에 들어가서) 섬을(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일설에는 소년들을 소집하여 제각기 연을 날려 줄을 대어 성 중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을 쳐 부셨다고도 한다….”
이러한 연날리기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놀이로 세시풍속화 하였다. 연
에 대한 기록은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지봉유설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다.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www.ahaemuseum.org>

활동 4

칠교놀이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칠교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모양과 크기에 대한 변별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고력과 모양인식 능력을 기른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 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칠교놀이(칠교조각, 칠교그림판)

, 게임 규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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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교조각>

<칠교그림판>

나. 활동 방법
1) 칠교조각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칠교로 너희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모양들을 만들어 보는 거야.
2) 칠교조각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꽃, 동물, 식물, 건축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들
을 만들어 본다.
- 무엇을 만든 것이니?
- 이것을 가지고 또 무엇을 만들어 볼까?
3) 준비된 칠교 그림판 모양을 보면서 만들어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어려워할 경우 칠교 그림판 위에 모양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칠교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모양과 크기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 모양을 인식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칠교조각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연두, 보라 등의 색을 칠하여 활동해 볼 수 있다.
2) 칠교조각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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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칠교놀이의 유래
칠교놀이는 사방 10cm의 사각형을 삼각형 사각형 모양의 7개 조각으로 나눈 후, 조각들
을 조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놀이이다. 칠교를 7개의 교묘한 판, 또는 손님이 머루를
때 하는 놀이라는 뜻의 유객판이라고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놀이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
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놀이이다. 칠교로 모양을 만들 때 다리, 집, 동물
등 다양한 형태 패턴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형책자인 칠교도(七巧圖)를 보고 형태를 만들곤
하였다. 우리나라에 보관된 칠교도는 서울대 규장각과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과 서
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있을 뿐 전해 내려오는 칠교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 칠교도는 특수층이 소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칠교판 자체의 제작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칠교놀이 자체는 칠교도 유물의 휘귀성과 달리 보다 보편적으
로 즐겨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칠교도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청나라 시기인
1803년에 처음으로 칠교에 대한 책이 출간되으며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주(周)나라 때부터
칠교라는 글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칠교놀이의 기원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럽으로 건너간 이 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유사한 종류가 개발되었다.
19세기 초부터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탱그램(Tangram)이란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였는데, 유
배생활 중이던 나폴레옹이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미국의 소설가 에드가 앨랜 포는 광적
으로 이 놀이를 즐겼다고도 전해진다.
칠교놀이는 기하도형에 대한 경험과 함께 미적 감각 및 창의성 교육 등에 좋은 놀이이며
한 눈에 다 들어오는 정도의 작은 크기이며 7개의 적은 개수의 조각으로 무한대의 형태를
창조적으로 구성해보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익한 놀이이다.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www.ahae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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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팽이치기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팽이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동시를 읽고 어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의사소통: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팽이채, 팽이, ‘팽이치기’ 동시판

<전통 말팽이>

<돌팽이>

<숫자팽이>

<장구팽이>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나. 활동 방법
1) 팽이를 쳐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팽이치기를 해본 적이 있니?
- (팽이를 보여주며) 이것을 본적이 있니? 어디서 봤니?
- 어떻게 팽이를 치는 거니?
2) 팽이를 보여주고, 팽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팽이가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이 있니?
- 팽이를 돌리거나, 돌아가는 팽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니?
3) ‘팽이치기’ 동시를 들려준다.
4)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를 읽어본다.
- 교사와 유아가 한 소절씩 바꾸어 읽어본다.
- 유아들을 반으로 나누어 한 소절씩 바꾸어 읽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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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아들이 함께 읽어본다.
5) 동시 말을 바꾸어 재구성해 본다.
- 의태어, 의성어를 아이들이 정한 것으로 바꿔본다.
- 어떻게 돌아간다고 바꿔보면 좋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팽이를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유아들이 팽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2) 동시판을 함께 읽어보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바꿔본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의 전통놀이인 팽이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팽이치기’ 동시를 읽고 유아들이 동시의 구절들을 재미있는 표현으로 나타내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과 팽이를 직접 돌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아들이 잘 돌릴 경우, 팽이
채를 주고 팽이치기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2) 교실에서 팽이처럼 돌릴 수 있는 놀잇감을 찾아 돌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 팽이가 도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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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팽이치기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팽이치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90년 숙종 16년에 쓰여진 역어유해譯語
類解 중 놀이기구를 진술한 기희편에 “핑이돌리다”로 되어 있고, 영조 말에 간행된 한어와
만주어 사전인 ｢漢淸文鑑｣에는 ‘핑이’로 기록되어 있다. 즉, 최소한 17-18세기 말까지는 ‘핑
이’로 불리웠으며 그 이전부터 팽이라는 놀이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BC800년전 ‘호머’의 작
품 ‘일리어드’에 팽이가 쓰러지는 모습은 트로이가 멸망할 때 휘청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팽이에 대한 기록은 무척 아쉬움이 남
는다. 팽이의 기원은 우리나라 문미옥을 비롯하여 서양의 학자들도 팽이의 기원은 인류의
시작부터일 것이며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돌아가는 모습이나 단풍나무 열매가 하늘
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것이 팽이놀이의 기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팽이
의 기원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팽이가 기원전 민족의 시작일 때부터일 가능성
이 농후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문헌과 그림작품 벽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팽이에 대한 기
록과 여타 놀이의 기원을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팽이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였다. 서울⋅경기⋅충청지방에서는 ‘핑딩’,
전남에서는 ‘삥돌이’, 제주에서는 ‘도래기’ 로 불렸다. 이렇듯 서로 다른 이름은 ‘팽’, ‘삥’, ‘핑’
등의 음의 차이는 ‘이’라는 접미사의 결합에서 생겼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통놀이는 돌멩이, 나뭇가지, 흙 등의 소재로 어린이 스스로 혹은 부모와 함
께 놀잇감을 만들어 사용하는 놀이로서 녹색놀이라 할 수 있으며 인류 놀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만든 놀잇감인 까닭에 같은 유형의 놀잇감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창의
적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어 모두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주변
의 자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 자연친화적 느낌을 줄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질박함 가운데
에서도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어느 예술품에 뒤지지 않는 멋을 가진 특성이 있다. 또한 놀
이방식은 특별히 여러 명이 어우러져 놀이하는 특징이 있다.
팽이놀이에는 지구의 자전, 공전, 관성의 법칙, 세차운동 등 많은 물리적 지식이 내포되어
있으며 각도와 힘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팽이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중요한
물리과학적, 운동역학적 지식과 개념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팽이 놀이를 위한 소재로 도토리에서부터, 나무조각, 기와, 사금파리, 바가지, 돌멩이, 상아,
엽전 등을 매우 개방적으로 선택해 왔다. 또한 나무조각이나 깨진 항아리 조각인 사금파리,
바가지 등으로 팽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둥글게 때로는 예리하게 깎아내며 각도와
힘, 회전축과 무게 중심 등의 개념을 자신도 모르게 체험하게 된다. 팽이채를 만들 때도 채
와 팽이의 크기나 무게 등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관계성을 가지고 채의 굵기 등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팽이놀이 활동 중에는 치는 힘과 속도, 팽이면의 위치와 채의 관계 등
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팽이놀이 한가지에는 매우 많은 과학적 개념과 지
식을 놀이로 경험할 수 있으며 놀잇감 제작과 놀이 과정에서는 융통성, 민감성, 재조합, 정
교성 등의 다양한 창의성 요소가 경험되는 놀이이다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www.ahae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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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활동 6

당겨보자! 풀싸움 놀이

바깥놀이
활동

목 표

⋅풀싸움 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풀싸움 방법을 알고 즐겁게 놀이한다.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바
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다양한 풀잎

나. 활동 방법
1) 풀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 풀싸움을 들어본 적이 있니?
- 풀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 풀싸움은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끊는 겨루기를 하는 놀이란다.
2) 유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풀잎을 탐색한다.
- 풀들을 살펴보고 풀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을 모아보자.
3) 유아들이 모은 풀들로 풀싸움 놀이를 해 본다.
-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끊어보도록 하자.
- 꽃잎인 경우에는 가위, 바위, 보를 하여 하나씩 떼어보고 먼저 잎을 다 떼어낸 사
람이 이기는 놀이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단다.
4) 풀싸움 놀이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본다.
- 풀싸움 놀이를 해보니 어떠니?
- 어떤 풀이 먼저 끊어졌니?
- 어떤 풀이 끊어지지 않고 이겼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산책이 어려울 경우, 미리 풀잎이나 꽃잎을 준비하여 유아들이 서로 당겨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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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을 하나씩 떼어서 먼저 다 떼어낸 사람이 이기거나 지는 등 놀이의 규칙을 다양
하게 정하여 할 수 있다.
2) 유아들이 자연물에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안내한다.
3) 유아들이 함부로 풀이나 꽃을 따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 활동 평가
1) 풀싸움 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풀싸움 놀이 방법을 알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모은 풀잎과 꽃잎 등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염색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2) 풀잎과 꽃잎을 말려서 미술영역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풀싸움 놀이 방법
풀싸움은 주로 봄철에 많이 하지만 풀이나 나뭇잎이 자라지 않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
든지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풀잎을 뜯어다가 서로 비교하여 가짓수를 많이
뜯어온 아이가 이기는 놀이로서, 단둘이서 놀기도 하고 또 여럿이 편을 갈라 놀기도 한다.
놀이방법은 어린이들이 제각기 흩어져서 여러 가지 풀잎을 따 모으는데, 자기가 뜯은 것
을 상대가 모르도록 한다. 또한 희귀한 풀을 뜯을수록 유리하며, 잎의 가짓수가 많으면 더
욱 좋다. 그것은 이 놀이의 승부가 결국 남이 뜯지 못한 풀잎의 가짓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자기 풀잎 중에서 하나를 뽑아들고 ‘이것은 민들레다. 민들레를 내어라.’하면
상대는 틀림없이 민들레인가를 확인한 뒤에 ‘자 여기 있다.’ 하고 자기 것을 내놓는다.
이 경우에 민들레가 없으면 한 점을 잃고 반대로 한 점을 얻는다. 이렇게 차례를 바꾸어
계속하면서 점수를 많이 딴 쪽이 승리한다. 이와 달리 한 아이가 ‘이것은 무슨 풀이냐’ 했을
때 상대방은 풀의 이름은 알았으나 이와 똑같은 풀잎이 없으면 지게 되며, 반대로 풀잎은
있으나 이름을 몰라도 지게 된다.
풀잎을 처음 낸 족에서도 반드시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가 이야기하여 보라고 요
구하였을 때 대답하지 못하여도 벌점을 받는다.
그 밖에도 토끼풀이나 제비꽃 꽃줄기를 서로 엇걸어 잡아당겨서 그것을 끊어 버리는 것
으로 승부를 내는 겨루기 놀이도 있다.
이때에는 꽃의 머리 쪽을 서로 걸려고 애를 쓰며 꽃망울 밑에 대고 재빨리 당기는 쪽이
유리하다.
또 작은 아카시아 가지를 꺾어다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한 잎씩 뜯어 승부를 내는 방법
도 있는데, 잎을 먼저 다 떼어낸 쪽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
<출처：우리나라 민속놀이, 심우성, 동문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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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투호놀이

목 표
⋅투호놀이를 경험해 본다.
⋅투호놀이 방법을 익히고 즐겁게 놀이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게임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 ⋅건강: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화살, 항아리, 투호놀이 그림 자료

나. 활동 방법
1) 투호놀이 그림을 살펴보며 투호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놀이를 해 본 적이 있니?
-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
-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2)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하던 놀이였을지 생각하며 이야기 나눈다.
- 이 놀이는 어떤 사람들이 즐겨했을까?
- 옛날 궁중이나 양반집에서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으며 놀이했단다.
3) 투호놀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어떻게 하면 화살을 항아리 안에 잘 넣을 수 있을까?
4) 항아리를 준비하여 유아 다섯 발걸음 정도의 거리에 놓는다.
5) 놀이하는 순서를 정한다.
6) 선을 그어 유아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도록 하고 화살을 나눠준다.
7) 화살을 항아리 안에 들어가도록 던진다.
- 유아들이 잘 넣지 못할 경우, 던지는 선을 앞으로 옮겨 그리고 던지도록 한다.
8) 활동을 하고 난 후 생각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니?
- 어려웠던 점이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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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바깥놀이터에서 해 보도록 한다.
2) 투호놀이 도구가 없을 경우, 신문지를 말아 투호를 만들고 항아리나 기타 플라스
틱 통을 이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다.
3) 다른 유아에게 던지지 않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투호놀이에 관심을 갖고 경험하는지 평가한다.
2) 투호놀이 방법을 익히고 즐겁게 놀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자연물에서 투호놀이를 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서 놀이를 해본다.
2) 가깝게 또는 멀게 거리를 조절하여 투호놀이를 다양하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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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8

부채 제기놀이를 해요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제기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제기놀이의 방법에 대해 안다.
⋅제기놀이의 다양한 동작을 표현해본다.

⋅신체운동 ⋅건강: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부채 제기 놀이를 해요.’ 동영상

, 책받침, 얇은 책, 부채, 탁구채 등 제기 놀이를 할

수 있는 물건들

나. 활동 방법
1) 제기를 보여주며 제기놀이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제기를 본 적이 있니?
- 제기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
2) 제기놀이를 발 외에 무엇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손으로 어떻게 제기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손바닥을 이용해서 제기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손과 손등, 무릎과 손바닥 말고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제기차기를 할 수도 있을까?
3) 부채 제기놀이를 한다.
- 부채로 제기 놀이를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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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이용해서 제기차기를 하면 어떨까?
4) 부채나 책을 이용하여 제기놀이를 하면서 튀어 오르고 떨어지는 제기의 모습을 관
찰한다.
- 부채와 책으로 제기 놀이를 해 본다.
- 제기를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해보자.
5) 신체로 제기를 표현해본다.
- 우리 모두 제기가 되어보자.
- 제기가 튀어 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볼까?
6) 부채 제기놀이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제기놀이를 잘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유아들이 즐겁게 제기를 갖고 놀며
즐겁게 신체로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 다른 사물들을 이용하여 제기놀이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라. 활동 평가
1) 제기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다양한 제기놀이의 방법에 대해 알고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기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2) 바깥놀이 활동으로 제기를 갖고 멀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제기차기의 유래
제기차기는 <축국>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축국은 고대 중국에서 무술
을 연마하기 위하여 행하던 것으로, 넓은 마당에 높은 장대를 여러 개 세워 그 위에 망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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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털로 싼 가죽 공을 여러 사람이 다투어 차서 공을 망 위에 얹는 결과로 승패를 짓던 것
이었다. 뒷날 공에 바람을 넣어 사용하게 되어 이름도 축국 또는 타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이 놀이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져 왔음을 짐작하
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자어<축국>에 우리말 음훈을 붙여 <적이>라 했다. 그후 <적이>란
말은 <제기>로 바뀌게 되고, 놀이방법도 공을 차올리는 것에서 오늘에 보이는 소년들의 <제
기차기>로 변했으리라는 설도 있다. 한편 나현성은 그의 책 ≪한국체육사≫(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체육연구실 1963)에서 <축국>과 <제기차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축국을 일설에는
오늘날 소년들이 즐기는 <제기차기>라고 하나 삼국시대에 행해진 축국은 오늘날의 축구와
같은 스포츠적인 구희인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인용한 ≪삼국유사≫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다가 김춘추의 옷깃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아, 축국이 단순한 오늘날의 <제기차기>
정도라면 김춘추의 옷깃이 떨어졌을 리가 없을 것인즉 당시의 축국이 공을 차고 뺏고 하는
오늘날의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다른 책{《한국민속대관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에서는 앞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축국이 제기차기로
변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농촌의 어린이들이 질경이풀이나 우산풀을 차고 노는
순수한 놀이인 <풀제기차기>에서 비롯된 듯 하다고 쓰고 있다.
• 제기차기 놀이방법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한 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고 하는 따위의 제기차기를 <땅 강아지>, 두 발을 번갈아 가
며 차는 것을 <어지자지>,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헐랭이>라고 한다. 한편 전남 고
흥 지방에서는 땅강아지를 <땅지기>, 어지자지를 <양발지기>, 헐랭이를 <들지기>라고 한다.
이 밖에 한 번 차서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고 다시 무는 <물지기>, 키를 넘겨 올
려 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 <언지기>도 있다.
앞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미리 정해서 차기도 하고, <삼세가지>라 하
여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차거나 해서 합계를 내어 승부를 짓기도 한다. 잘 치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몇 백까지 차기도 하는데, 차올린 계기를 머리 위나 어깨로 받아서 한참씩 다리
를 쉬거나 발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또는 무릎으로 차는 재주를 부리기
도 한다. 진 족에서는 <종들이기>라 하여 상대방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발부리에 던지
며, 이긴 사람은 이것을 멀리 차낸다. 진 쪽이 그것을 손으로 잡지 못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
서 들여 주어야 하며, 차는 쪽에서 헛발질을 하면 종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제기를 받아 차는 쪽에서는 일단 받아서 자기 혼자서 몇 번이고 차다가 주위에 있
던 자기편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진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 찬 사람에게까지 종들이기
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들이는 사람은 제기를 던지는 헛시늉을 하거나 일부러 다른 데
로 던져서 상대의 헛발질을 유도한다.
또 세 사람 이상이 찰 때에는 갑이 을에게 차 넘긴 것을 다시 병이 받아 차면서 순서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둥글게 둘러서서 순서 없이 아무나 차기도 한다.
<출처：우리나라 민속놀이, 심우성, 동문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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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9

산가지놀이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산가지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산가지를 직접 수집하며 친숙한 경험을 갖는다.
⋅산가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바깥
에서 신체활동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탐구과정
즐기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산가지(작은 나뭇가지류), ‘산가지 놀이를 해요.’ 동영상

나. 활동 방법
1) ‘산가지’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산가지’ 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니?
- ‘산가지’ 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니?
-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니? (‘산가지’는 작고 가는 막대기라는 뜻이야)
2) ‘산가지 놀이를 해요.’ 동영상을 본다.
- 산가지 놀이가 어떻게 노는 놀이인지 보자.
3) 유아들과 산책을 하거나 바깥놀이에서 산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물을 모은다.
- 산가지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 산가지로 사용하려면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할 것 같니?
4) 유아들이 모아온 산가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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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의 산가지를 모았니?
- 산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있을까?
5) 산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본다.
- 너희들이 갖고 온 산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자.
6) 산가지로 놀이를 한 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보았니?
-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 이 산가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놀이를 해 볼 수 있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산가지를 모으기 어려울 경우,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산가지로 모양 만들기를 해본 후 수세기로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산가지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산가지를 직접 수집하며 친숙한 경험을 갖는지 평가한다.
3) 산가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산가지로 쌓기 놀이를 해 볼 수 있다.
2) 산가지를 이용하여 산가지 윷놀이를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산가지 놀이의 유래, 기원
산가지란, 주판이 나오기 전 수를 셈하기 위한 도구로 씌여졌던 나뭇가지이다.
<산가지>, <산목>, <산대>, <수가비>, <수대>라고도 한다. 산가지는 셈을 하기 위한 나뭇가
지라, 산목은 셈하는 나무, 산대는 셈을 하는 대나무 등의 준말이다.
산가지를 가지고 셈계산 외에도 놀이를 하기도 하였는데 놀이로서는 <산가지 놀이> <주가
비 놀이>, <주가지 놀이>라고도 불린다.
• 산가지 놀이의 재료(소재)
대나무, 싸리나무, 황철나무, 수양버들, 싸라 등 미끈한 나뭇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아주 드물지만 상아로 만든 산가지도 발견되어 박물관(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
관)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 산가지 수 계산법이 뛰어난 우리 조상님들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산가지로 매우 복잡한 수계산을 잘하셨다고 한다. 중국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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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산가지 계산하는 것을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 산가지를 활성화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1은 산가지를 세로로 세우고, 10은 산가지를 수평으로 눕히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음수를
표현하고 싶으며 숫자를 표현한 후 그 위에 산가지 한 개를 대각선방향으로 얹어 놓아 표현
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 산가지 놀이
① 산가지 떼어내기
이 놀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이다.
산가지를 손으로 모두 움켜쥐고 있다가 손을 놓아 산가지들이 자연스럽게 흩어 쌓이게
한다. 차례를 정해 산가지 하나씩을 가져가는 놀이이다. 산가지를 가져올 때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면 산가지를 가져가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산가지를 다 떼어낸
후 산가지를 많이 가져 온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② 산가지 윷놀이
산가지를 다음의 그림처럼 늘어놓는다.

윷을 던져 나온 윷가락 수에 해당하는 산가지를 가져간다. 즉 걸이 나오면 걸에 해당하는
산가지 더미를 가져오고 도가 나오면 도에 해당하는 산가지를 가져온다. 또다시 걸이 나오
면 이미 산가지를 가져가고 없으니 가져오지 못하고 다음 사람 차례로 넘어간다. 산가지가
모두 없어지면 윷놀이가 끝난다.
때로는 산가지 중 도, 개, 걸 등은 2배 3배의 산가지를 늘어놓고 하기도 한다. 윷이나 모
도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산가지를 놓을 수도 있으나 윷이나 모가 나올 확률이
도 개 걸보다 작으므로 어린 유아에게는 좌절감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www.ahae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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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0

까막잡기

목 표
⋅까막잡기 놀이방법에 대해 안다.
⋅소리에 따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게임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눈가리개, 쥐 그림 머리띠, 고양이 그림 머리띠

나. 활동 방법
1) 쥐와 고양이 그림을 보며 이야기한다.
- 고양이가 가까이 가면 쥐는 어떻게 할까?
- 만일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면 쥐는 어떻게 되지?
2) 까막잡기 놀이에 대해 설명한다.
- 누가 고양이를 맡을지 정한다. 고양이를 맡은 사람은 눈을 가린다.
-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면 쥐는 도망가야 해. 선생님이 고양이가 되어볼게.
- 쥐가 잡혔으니, 이제 잡힌 쥐가 고양이를 해보자.
- 북소리가 울리는 동안만 쥐를 잡을 수 있어요. 준비되었니?
- 술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단다.
3) 까막잡기 놀이를 한다.
- 이번에는 고양이의 눈을 가리고 해보자.
- 보이지 않으니까 쥐들이 손뼉을 쳐주는 것이 좋겠지?
4) 까막잡기 놀이를 한 후 유아들과 놀이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눈을 가리고 쥐를 잡아보니까 기분이 어떠니?
- 박수소리만으로 쥐를 찾는 것이 쉬웠니?
-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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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술래가 앞을 보지 못하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신호체계를 정하여 알
려준다.
2) 눈을 가리고 놀이를 진행하는 경우, 활동반경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까막잡기 놀이방법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2) 소리에 따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소리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놀이, 잡은 다음에는 누구인지 알
아 맞히는 놀이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2) 쥐와 고양이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신체표현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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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1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전통놀이에 친숙해진다.
⋅반복되는 말의 규칙을 즐기며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의사소통: 말하기 -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수렴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가. 활동 자료
여우 그림 자료, 녹음자료, 녹음기

나. 활동 방법
1) 그림 자료를 조작하며 녹음기를 이용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를 듣는다.
2) 여우의 움직임을 흉내 내어 본다.
- 여우가 잠자는 모습은 어떨까?
- 여우는 세수를 어떻게 하지?
- 여우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
3) 유아들과 함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를 불러본 후 놀이방법을 정한다.
- 여우가 여우 집을 정하고, 여우 집에서 떨어진 곳 바닥에 선을 긋는다.
- 여우를 맡은 유아는 여우 집에 서고, 다른 유아들은 선 앞에 선다.
- 다른 유아들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고 물으면서 여우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여우는 물음에 답한다.
- 여우가 “살았다”라고 대답하면 다른 유아들은 선 밖으로도 도망갈 수 있지만, 여
우는 선 안에서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 여우가 “죽었다”라고 대답하면 다른 유아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 여우에게 잡힌 유아가 여우가 되어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4)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놀이를 하고 난 후에 느낌을 함께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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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놀이하며 어떤 느낌이 들었니?
-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니?
- 왜 재미있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여우아 여우야 뭐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유아들이 다양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우 머리띠를 만들어서 팀을 나누어 놀이할 경우, 유아들의 흥미를 더 돋울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전통놀이에 친숙해 지는지 평가한다.
2) 반복되는 말의 규칙을 즐기며 신체활동을 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실외에서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동물인형, 녹음자료와 함께 언어영역에 제시할 수 있다.
3) 전래동요와 놀이가 혼합된 놀이(예：우리 집에 왜 왔니?)도 함께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여우야 여우야> 놀이의 유래
<여우야 여우야> 놀이는 일본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어 학자들 사이에는 일본 놀이가 우
리나라에 전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우리 놀이가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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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2

박물관에서 전통놀이를 해요!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현장체험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박물관 체험 경험을 한다.
⋅박물관에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를 안다.
⋅우리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해 본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여러 가지 유물사진, 현장학습 질문목록 수첩, 이름표, 사진기

<윷>

<굴렁이>

<썰매>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나. 활동 방법
1) 현장체험 갈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검색해본다.
- 이것을 본 적이 있니?
-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2) 박물관 현장체험을 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
- 박물관에서 보고 싶은 것에는 무엇이 있니?
3) 박물관에서 전통놀이 체험활동을 한다.
- 전시실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놀잇감에 대해 살펴본다.
- 유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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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을 가기 전에 유아들이 하고 싶은 전통놀이에 대해 박물관과 협의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박물관에서 유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 하기 힘든 전통놀이를 사전에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박물관에서 소개하는 우리의 전통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우리 전통놀이를 체험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놀이에 친숙해지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과 그림들을 이용하여 박물관 놀이를 할 수 있다.
2) 유물사진을 인쇄하여 박물관 책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 13

먹물로 그리기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전통그림 도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전통그림 도구를 경험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먹과 붓, 먹물, 붓펜, 화선지, 먹물 담을 그릇, 물통, 벼루, 신문지 혹은 깔개

나. 활동 방법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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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무엇으로 글씨를 썼을까?
- 그림은 무엇으로 그렸을까?
2) 우리나라의 전통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했던 도구들을 소개한다.
- 이 종이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던 화선지라는 종이야.
- 검은색 물감은 무엇일까?
- 벼루에 물을 넣고 까만 먹을 문지르면 이렇게 까만 먹물이 생긴단다.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는 이 먹물을 사용했단다.
- 붓은 이렇게 잡는거야.
3) 유아들에게 붓으로 먹물을 찍어 화선지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 보도록 한다.
- 먹물을 이용하여 그리니까 어떻게 되었니?
- 선을 굵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가는 선/굵은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붓에 먹물을 조금씩만 찍어서 그리게 되면 가는 선이 나올 거야.
4) 먹물로 그리기를 한 작품을 다른 유아들에게 소개하며 발표한다.
- 먹물로 그려보니까 어땠니?
-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니?
-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화선지나 벼루와 먹과 같은 도구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술영역에 비
치해둔다.
2) 붓 사용이 어려운 유아는 붓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전통그림 도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해본다.
2) 우리나라의 전통그림 도구로 그림이나 글씨를 표현하는지 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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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먹물로 그린 그림이나 글씨를 이용하여 서당꾸미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전통미술의 재료
① 한지
한지는 닥나무와 닥풀을 가공하여 자연광에 말린 것을 그 원맥으로 한다. 한지의 종류는
원료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소나무 속껍질을 닥나무에 섞어서 만든 송피지(松皮紙), 버드나
무 잎과 닥나무를 섞어 만든 유엽지(柳葉紙), 뽕나무를 닥나무에 섞어 만든 상지(桑紙), 황마
를 닥나무에 섞어 만든 황마지(黃麻紙)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한지를 제조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한지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 정서가 배어 있고, 강인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면에서 우리 민족
성을 닮았다. 한지의 독특한 풍치는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아늑한 질박감이 있다.
한지는 재료의 자연성과 습기에 대한 흡수성이 뛰어나다. 한지는 소량의 습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묵의 농담과 선묘적 표현의 특징이 한지 그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적
재료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남으로 동양의 회화가 오랫동안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독특한
표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먹
먹은 소나무와 식물유(植物油)를 태워 얻은 그을음 가루를 갖풀에 섞어 반죽하여 굳힌 검
은 물감을 말한다. 사용할 때는 벼루와 같은 단단한 판 위에 물을 붓고 갈아서 사용한다.
먹의 종류에는 소나무를 태워만든 송연묵(松煙墨), 식물유(植物油)를 태워 만든 유연묵(油
煙墨)이 있으며 현재는 광물성 그을음을 사용하여 만든다.
③ 붓
붓은 축, 수, 초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은 죽관이 많으나 목봉이 사용되기도 한
다. 수의 재료로는 양, 여우, 토끼, 호랑이, 사슴, 산돼지, 이리, 개, 말 둥의 털이 사용되며,
초는 붓의 덮개를 말한다.
붓은 털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털이 뻣뻣하고 뾰족한 것, 털이 많으며 가지런한 것, 털
윗부분이 끈으로 잘 묶여서 둥근 것, 오래 써도 털에 힘이 있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④ 아교
아교는 소가죽을 물에 넣고 끓여 끈적끈적한 성분을 우려내어 굳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교는 단청이나 나무를 붙일 때 쓰는 용도로는 몰라도 회화용으로는 채도가 떨어
지며 쉽게 부패하여 재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⑤ 물감
물감은 분채, 석채, 당채 등으로 나뉜다. 분채는 가루로 된 물감으로 분말을 제조하는 과
정에서 알맹이를 부수어 병에 담은 것이다. 분채의 특징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것이고
광물성 물감이다. 사용상 주의할 점은 색 반죽을 끝낸 뒤 묽게 쓰려고 물을 넣고 저어 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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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번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석채는 광석을 분쇄하여 만든 물감이다. 석채의 특징은 입자가 미세한 것부터 거친 것까
지 다양하다. 당채는 ‘오채먹’이라고도 한다.
자연 식물성 물감은 풀이나 꽃 등 식물을 이용하여 천연색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자연 식물성 물감은 한지가 아니면 자연스런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외, 보건복지부, 2001>

활동 14

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민화에 관심을 갖는다.
⋅민화를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동물이 나오는 민화’ PPT
호랑이

호랑이_산신도

호랑이와 까치
_송하호작도

나. 활동 방법
1) ‘동물이 나오는 민화’ PPT를 보여주며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이 민화는 어떤 동물을 그린 그림이니?
- 토끼는 무엇을 하고 있니?
- 어떤 느낌이 드니?
2) 동물이 나오는 민화를 보며 어디에 사용하였을지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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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그려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을까?
3) 민화를 감상한 후 유아들과 느낌을 나눈다.
- 너희들은 어떤 민화가 재미있었니?
- 민화를 본 느낌이 어떠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민화와 관련된 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민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우리의 전통미술인 민화에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이 원하는 동물을 선택하여 보고 그리기를 할 수 있다.
2) 민화에 나온 동물과 식물을 찾아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민화(民畵)속의 동물들
- 궁궐 앞에 해태를 세우는 이유
해태는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머리에 뿔이 하나 있다. 중국 문헌에 동북 변방에 살고 있
다고 했으니 한반도의 조상들이 숭배했던 상상의 동물일 수 있을 것이다.정의를 수호하는 동물
혹은 불귀신을 막는다 하여 궁궐 같은 목조건물 앞에 세우기도 했다.
- 금계가 울어 귀신을 쫓는구나(邪金鷄圖)
조류숭배사상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닭은 새벽에 홰를 치면서 울어 해가 빨리 뜨도록 재
촉하고, 어둠의 존재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믿어졌다. 해는 양의 존재로서 귀신을 쫓아내
므로 닭 혹은 새와 동격으로 생각되었다.
- 귀신을 찢어발기는 매
매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먹이를 찢어발기는 위력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산해경에는 호랑이 신인 서왕모에게 삼청조가 먹이를 날라주었다고 한다. 조류
숭배사상은 태양사상이기도 했다.
- 소나무아래 호랑이와 표범(松下虎豹圖)
여러 마리 줄백이 호랑이와 점박이 표범 그림은 호렵도와 함께 무관들이 용맹을 뽐내기
위해 장식했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표범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했다. 한국인은 표범을 민족정기인 호랑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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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아래 호랑이(松下猛虎圖)
삿된 것을 물리치는 소나무 아래 으스스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린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
서 곰과 함께 굴속에서 기(忌)하다가 튀어나갔다. 어디로 갔을까. 산해경의 호랑이신인 곤
륜산 서왕모, 상제의 궁궐을 지키는 호랑이신 하후개 등의 연장선상에서 벽사와 연결된 것
으로 믿어진다.
- 귀신 잡는 개
개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거나 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속신은 개가 태양의 상징이기 때문
에 생겨났다. 옛 한국어에 개는 해와 같은 발음이었다. 해는 대표적인 양의 표상이요, 귀신
은 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귀신이 무력해지며, 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으
로 발전했다.
- 달토끼, 달호랑이와 달두꺼비(月兎搗臼圖, 日月靈獸圖)
장군 예가 서왕모로부터 받은 2인분의 불사약을 그의 부인인 항아가 먹고 친정인 하늘나
라로 날아가다가 잠시 달에 머물어 두꺼비가 된다. 호랑이신 서왕모는 달호랑이에서 달토끼
로 와전되어 불사약을 찧는 달토끼가 만들어진다.
-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네요(雙兎舞鳳圖)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필적에...’의 옛날은 담배가 수입된 17세기가 아니라 정월에 책봉
된 호랑이에게 2월 토끼가 존경의 장죽을 올리던 1년 10달의 태양력시절이다. 이후 한국인
의 조상인 동이의 장군 예가 요임금의 부탁을 받고 1년 12달인 태음력으로 역법을 개량한
다. 봉황은 요임금의 태평성대에 나타났다는 신조이다
- 오동나무에 앉은 봉황(梧桐鳳凰圖)
봉황은 천 길을 날고, 배가 고파도 좁쌀을 쪼아 먹지 않는다. 오동나무에 앉으며 대나무
열매만을 먹고, 예천의 물을 마신다. 꿩의 머리, 원앙의 몸, 학의 다리에 앵무의 부리를 가진
새로 그려진다.
- 봉황을 보렸더니(朝陽鳳凰圖)
봉황은 옛 한국의 별명인 동방군자지국에서 탄생, 동이족인 순임금 때 나타났으니 한국
의 새라 할만하다. 이슬을 떨치며 뭇새를 이끌고 하늘산인 곤륜을 지나 태양의 구멍인 단혈
에서 잔다 하여 태양새라 부른다. 아침의 태양(朝陽)과 함께 그려질 때는 임금이 계신 조정
(朝廷)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 사조황룡도
용의 발톱이라는 것이 있다. 상상 속의 동물이 무슨 발톱이 있을까마는 중국의 황제들의
상징이 되면서 위계가 정해졌다. 그래서 황제는 다섯, 왕이나 왕후는 넷, 왕자는 셋의 발톱
을 그리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조선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 비바람 구름 거느리고(如意雲龍圖)
용의 진화를 돕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과 기원이다. 신화적인 배경
을 바탕으로 용은 먹구름 속에서 비를 부르며,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준다는 여의주로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준다는 신령스런 동물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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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다리에 앵무의 부리를 가진 새로 그려진다.
- 세발톱의 용(三爪雲龍圖)
황제가 처음 地德을 받아 만들었다는 용은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들에 의해 진화를 한다.
처음에는 지렁이처럼 단순하던 용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슴뿔, 낙타머리, 귀신의 눈, 뱀의 목,
이무기의 배, 물고기 비늘, 매발톱, 호랑이 발바닥, 소의 귀를 조합한 괴물로 재탄생한다.
<출처：조선민화박물관, www.minhwa.co.kr>

활동 15

하늘 빛을 담은 청자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도자기의 색과 문양에 관심을 갖는다.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한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하늘빛을 담은 청자 동화’ 플래시

, 청자 사진이나 실물

출처：동화 ‘하늘빛을 담은 청자’(김성희 ,한국톨스토이, 2008) 모션그래픽디자인：김아녜스

나. 활동 방법
1) 청자 사진이나 실물을 보여 주며 이야기 나눈다.
- (청자 사진, 실물을 보여주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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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는 무슨 색이니? (이렇게 파란 빛이 도는 도자기를 청자라고 부른단다.)
- 청자의 파란색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니?
- 청자에는 어떤 무늬가 있니?
- 청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2) ‘하늘빛을 담은 청자’ 플래시 동화를 들려준다.
- 동화를 듣고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자.
- 도자기 속에 있는 무늬에 대해 생각해 보자.
3) 동화를 감상한 후 유아들과 느낌을 나눈다.
- 동화를 듣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청자는 무엇으로 만들었니?
- 청자는 어떻게 만들었니?
- 도자기에 무늬는 어떻게 내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도자기와 관련된 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자기를 만드는 정확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도자기를 감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라. 활동 평가
1) 도자기의 문양과 색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지 평가한다.
3)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다양한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 현장체험을 간다.
2) 도예가를 초빙하거나 가마에 가서 도자기를 빚어 보는 경험을 한다.
3) 여러 가지 흙(백자토, 청자토, 옹기토 등)을 탐색하는 활동을 한다.
4) 도자기 사진을 보고 도자기의 이름 짓기를 해 본다.
5) 도자기 그림을 제시한 후 문양을 그려 넣어 보는 활동을 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도자기의 명칭 분류
① 종류에 의한 분류：청자, 백자, 분청사기, 청화백자, 백자 등
② 도자기의 안료에 의한 분류：진사, 철사, 철회, 청화 등
③ 장식에 의한 분류：모깎기, 투각, 상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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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양에 따른 분류：운학문, 모란문, 매화문, 죽문, 연화문, 화조문 등
⑤ 도자기의 형태에 따른 분류
- 병：술이나 물 등을 담아두던 것으로 항아리보다 목이 좁은 형태
- 편병, 주병, 매병, 정병, 자라병
- 항아리：가장 일반적인 형태 - 명호, 편호, 호
- 장군：술, 물이나 분뇨 등을 담아두던 그릇 - 장군, 배게(두침), 주전자
- 가정용：분합 , 각배, 사발, 대접
- 사무용：지통 (필통), 연적, 향로, 인주합(인주 통), 도장
⑥ 도자기의 쓰임 종류에 따른 분류：매병, 편병, 연적, 주자, 호(항아리) 등
• 도자기 명명의 원칙
① (종류) - (장식) - (문양) - (형태)의 순에 따라 명명한다.
예) 청자 음각 연단문 외형 주자
② 장식, 문양은 중복이 가능하며, 주된 안료를 앞선다.
예) 장식의 중복 - 백자 음각 총청채(總靑彩) 필세(筆洗)
문양의 중복 - 청자 상감 운학문(雲鶴 - 구름, 학) 매병
③ 상형해서(자연의 물상을 본떠서) 만든 자기는 본뜬 모양으로 명명한다.
예) 청자 귀형(龜形 = 거북형) 주자
<출처：광주전통문화체험관, www.gccc.co.kr>

활동 16

십이간지 동물이 되어보자.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띠에 관심을 갖는다.
⋅12간지의 동물을 알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12간지(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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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유아들과 자신의 띠 12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OO야 너는 무슨 띠니?
- 엄마 띠는 무슨 띠니?
- 아빠 띠는 무슨 띠니?
- 동생(형, 누나, 오빠)은 무슨 띠니?
2) 12간지 동물이름을 알아본다.
- (쥐 그림을 보여주며)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 나이별 띠에는 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아보자.
4) 12간지 동물들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 이 동물의 특징이 무엇이니?
- 쥐는 어떻게 움직일까?
- 호랑이가 먹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5) 동물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유아들이 12간지 중에 선택하고 싶은 동물을 표현해본다.
- 교사는 준비한 머리띠를 나눠준다.
- 유아들은 머리띠를 하고 동물이 되어 움직임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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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12간지 동물 사진을 교실의 벽면에 게시해둔다.
2) 12간지 열두 띠 등 다양한 도서를 언어영역에 비치한다.

라. 활동 평가
1) 열두 띠 동물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12간지의 동물을 알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12간지 동물 탈을 만들어서 쓰고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2) 12간지 동물을 유아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열두 띠 동물의 구성
한국의 십이지는 시간신과 방위신의 역할로서 그 시간과 그 방향에서 오는 사기를 막는
수호신이다. 십이지의 열두 동물을 각 시간과 그 방위에 배열하게 된 관련 설화가 여럿 있
는데, 동물의 발가락 수와 그때 그 시간에 나와서 활동 하는 동물을 들어 표시했다는 것이
그 중 설득력이 있다.
십이지 동물 중 맨 처음에 오는 쥐는 앞 뒤 발가락 수가 다른데, 앞발은 홀수, 뒷발은 짝
수로 특수하다고 해서 맨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 소(4), 호랑이(5), 토끼(4), 용(5), 뱀(0),
말(7), 양(4), 원숭이(5), 닭(4), 개(5), 돼지(4)의 순이다. 이 순서는 발가락의 숫자가 홀수와
짝수로 서로 교차하여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은 시간을 표시할 때
그때그때 나와서 활동하는 동물을 하나 들어 그 시간을 나타냈는데, 십이지 동물은 바로 여
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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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23~01시)：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 다니는 때
축시(01~03시)：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 반추하며 아침 밭갈이 준비를 할 때
인시(03~05시)：하루 중 호랑이가 제일 흉악한 때.
묘시(05~07시)：해뜨기 직전에 달이 아직 중천에 걸려 있어 그 속에 옥토끼가 보이는 때
진시(07~09시)：용들이 날면서 강우 준비를 하는 때.
사시(09~11시)：이 시간에 뱀은 자고 있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때.
오시(11~13시)：이 시간에는 고조에 달했던 ‘양기’가 점점 기세를 죽이며 ‘음기’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말은 땅에서 달리고 땅은 ‘음기’이므로 말을 ‘음기’의 동
물로 보고 이 시각을 말과 연계시킨다.
미시(13~15시)：양이 이때 풀을 뜯어먹어야 풀이 재생하는데 해가 없다.
신시(15~17시)：이 시간에 원숭이가 울음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
유시(17~19시)：하루 종일 모이를 쫓던 닭들이 둥지에 들어가는 때
술시(19~21시)：날이 어두워지니 개들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때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해시(21~23시)：이 시간에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다.
쥐가 십이지의 첫자리가 된다. 그렇게 된 사연을 말해 주는 설화가 몇 가지 있다. 옛날,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다. 이에,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
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한 짐승으로부터 그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그 중에서
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각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보던 쥐가 도저히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먼저 도달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중 제일 열심인 소에게 붙어
있었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동물들이 앞 다투어 달려왔는데, 소가 가장 부지런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소에게 붙어 있던 쥐가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하였다. 소는 분했지만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쥐가 십이지의 첫머리로 자
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약한 힘을 일찍 파악하고, 약삭빠르게 꾀를 썼기 때문이다.
선조대왕 때 어느 날 경연에 임어 하셨는데 쥐 한 마리가 어전을 지나갔다. 선조대왕은
매우 의심쩍은 기색으로 ‘쥐란 짐승은 저렇게 외모도 못생기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많거늘 어찌하여 육갑(六甲)의 쥐로 십이간지 중 첫자리에 놓았는고? 경 등은
그 까닭을 아는가? 하는 하교가 있었다. 그 때 유희춘이 대답하기를 ’다름이 아니오라 쥐의
앞발 가락은 넷이오 뒷발 가락 온 다섯입니다 그러하온데 음양陰陽)하에 짝이 맞는 수는 음
에 속하옵고 짝이 맞지 않는 수는 양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넷은 음수요 다섯은 양수입니
다. 여러 짐승 중에 한 몽뚱이에 이와 같이 음양이 상반되는 짐승은 쥐 이외에는 별로 없습
니다. 그러하온데 원래 음기라는 것은 밤중이 되면 사라지고 뒤미처 양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와 쥐로서 열두시 중에 첫 꼭대기에 놓아 자, 축, 인, 묘 등으로 나누게 된 것은 음에
속하는 앞발을 내디딘 뒤에 양에 속한 뒷발 을 내디디는 뜻을 취한 것이니 즉 밤 열두시는
양기가 생기는 때인 까닭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설화는 쥐의 앞발과 뒷발의 숫자가 다른 점을 음양오행으로 설명한 것이다. 십이지가 방
위신과 시간신의 개념에서 시작한 후 오행가(五行家)들은 십간과 십이지에다 금목수화토(金木
水火土)의 오행을 붙이고 상생상극(相相相剋)의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배열하여 인생
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안위까지 점치는 법을 만들어 냈다.
<출처：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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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7

풍속화 퍼즐 맞추기

목 표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풍속화에 관심을 갖는다.
⋅옛 그림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안다.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김홍도의 ‘고기잡이’, ‘자리짜기’, ‘활쏘기’ 퍼즐

<고기잡이>

<자리짜기>

<활쏘기>
<출처：국립중앙박물관>

나. 활동 방법
1)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한 이전 경험을 나눈다.
- 김홍도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니?
2) 김홍도의 그림을 보여준다.
- (그림을 보여주며) 이 그림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 (그림을 보여주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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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이 그림들을 보니까 어떠니?
3) 김홍도 풍속화 퍼즐 맞추기를 한다.
- 맞추기 어려울 경우, 퍼즐조각과 밑그림 색을 같은 색으로 만든다.
4) 퍼즐 맞추기가 끝난 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김홍도의 그림 퍼즐 맞추기를 해보니 어땠니?
- 어떤 그림이 재미있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그림 퍼즐 맞추기를 유아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풍속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김홍도의 풍속화를 감상하며 옛 그림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3)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아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김홍도의 다른 작품들을 소개하고 활동할 수 있다. (예：씨름, 서당, 무동, 길쌈 등)

활동 18

호랑이와 까치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시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민화에 관심을 갖는다.
⋅호랑이와 까치에 대한 민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안다.
⋅동시를 듣고 즐긴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
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호랑이와 까치’ 동시판

, 호랑이와 까치의 막대인형, 호랑이와 까치 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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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호랑이와 까치’의 민화그림을 감상한다.
- 이 그림의 까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 이 그림의 호랑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 호랑이와 까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2) ‘호랑이와 까치’ 동시를 들려준다.
3) ‘호랑이와 까치’에 대한 동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하여 본다.
- 다함께 낭송한다.
-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연씩 바꾸어 낭송한다.
- 교사와 유아가 한 연씩 바꾸어 낭송한다.
4) ‘호랑이와 까치’ 동시의 내용을 다른 말로 재구성해 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호랑이와 까치’ 동시를 호랑이 팀과 까치 팀으로 나누어서 낭송해본다.
2) 유아들이 생각하는 동물들로 바꾸어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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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민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호랑이와 까치에 대한 민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3) 동시를 듣고 즐겁게 활동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호랑이와 까치 민화그림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2) 동⋅식물이 그려진 민화를 찾아 민화 따라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 19

나무노래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음악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가락과 장단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노랫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어휘력과 표현
력을 기른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나무노래’ 노랫말

, ‘나무노래’ 음원

(출처: 문화마당 ‘아리수’ 유아국악교육연구회),

장구, 궁채, 열채

나. 활동 방법
1) ‘나무노래’ 노랫말을 이야기로 만들어 유아들에게 들려준다.
2) 노랫말을 들려준다.
3) 장단을 들려준다.
4) 장단을 유아들과 함께 연습해 본다.
- 덩-기 덩-기 덩-따 쿵-따
- 손뼉으로 장단을 쳐보자(손뼉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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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으로 장단을 쳐보자(무릎장단).
5) 노래를 불러 본다.
- 두 팀으로 나누어 주고받는 형식으로 불러본다.
- ‘먼저 가자가자’ 하고 부르면 다음 팀은 ‘감나무’ 하고 화답한다.
6)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 본다.
7) 다른 나무이름으로 노랫말을 재구성하여 불러본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과 장구를 이용하여 함께 장단연습을 해본다. 장구가 없을 경우에는 손뼉을
치면서 장단을 연습할 수 있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가락과 장단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4음보 율동을 구성하여 표현해본다.
2) 바깥활동에서 관찰한 나무의 이름과 특징을 이용하여 노랫말을 구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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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자진모리장단이란?
3분박 4박자의 장단 (덩 덩 덩 따 쿵 따)으로 보통 속도의 경쾌한 빠르기이다. 민요, 춤,
풍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단이며 동요는 대부분 자진모리장단이다. 자진모리가 사용되
는 동요 및 민요로는 들강달강, 나무노래, 다리세기 노래, 사물놀이, 호랑장군, 종달새, 군밤
타령, 꽃타령, 개타령, 까투리타령, 어랑타령 등이 있다. 자연이나 동⋅식물을 관찰하며 부르
던 다른 노래로는 나무노래, 나물노래, 바람아 바람아, 달, 해야 해야, 비야 비야, 매미, 꿩꿩
장서방, 달팽이, 잠자리 꽁꽁 등이 있다.

활동 20

풍물놀이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풍물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전통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고 탐색한다.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한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
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
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신나는 풍물놀이’ 플래시

출처：동화 ‘신나는 풍물놀이’
(최연주, 이지예, 아해박물관 출판부, 2012). 모션그래픽디자인 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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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방법
1) ‘신나는 풍물놀이’ 플래시를 감상한다.
- 오늘 동화 속에 나오는 악기 연주 모습을 잘 살펴보자.
-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악기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신나는 풍물놀이’ 동화를 듣고 ‘징, 꽹과리, 북, 장구, 소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동화 속에는 어떤 악기들이 나왔니?
- 기억나는 악기의 이름이 있니?
- 악기의 소리는 어땠니?
- 다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3) 북, 징, 장구, 소고, 꽹과리를 연주해 보는 경험을 갖는다.
- 어떻게 연주하는 악기일까?
- 어떤 채를 사용할까?
- 어떤 소리를 만들고 싶니?
- 연주 해 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북, 장구, 꽹과리, 소고, 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게시해 둔다.
2) 전통악기를 음률영역에 비치하고 전통악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통
악기 CD를 비치한다.
3) 실외놀이터에 다양한 악기를 준비해 두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풍물놀이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전통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고 탐색하는지 평가한다.
3)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화 속에 나오는 악기 사진을 이용하여 악기 책 만들기를 해 볼 수 있다.
2) 북, 징, 꽹과리, 징, 소고와 소리가 비슷한 물건을 주변에서 찾아서 연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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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풍물(風物)
풍물은 음악과 춤, 연극의 형태가 어우러져 있는
민속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굿’을 가리
키는 말로, 예전에는 ‘굿 친다’, ‘매구 친다’, ‘풍물 친
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농민들이 농사일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한 두레굿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마을굿, 지신밟기굿,
그리고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놀이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던, 춤과 음악과 연극의 요서가 섞여 있는
민속 종합예술이다. 쓰이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장
구, 북의 4가지 타악기와 태평소, 나발의 관악기, 그
외에 소고 등이 있다. 장단은 매우 다양하며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최근에는 4가지 타악
기만을 사용하는 음악을 사물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도 전라도 지방에서 대금, 향피리, 해금, 장고, 징, 북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합주한
시나위와 가야금으로 연주와 노래를 함께 하는 가야금 병창, 현대의 음악인들에 의해 새롭게
작곡된 창작곡 등이 있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활동 21

둥둥둥! 북만들기

목 표

⋅우리의 전통악기인 북에 관심을 갖는다.
⋅북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북을 만든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
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북 사진

, 아기용 분유통(재활용), 창호지, 물풀, 붓, 먹물, 붓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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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출처：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나. 활동 방법
1) 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북을 쳐 보았니?
- 어떤 소리가 나니?
2) 북 만들기를 한다.
- 오늘은 북을 만들어보려고 해.
<재활용 북 만드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아기용 분유통의 한쪽 면을 뚫는다.
뚫린 면에 창호지를 4~5회 바른다.
그늘에 말린다.
분유통 옆면에도 창호지를 찢어 붙인 후에 말린다.
먹물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3) 유아들과 함께 북을 쳐본다.
- 우리가 만든 북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뚫린 면에 붙이는 창호지는 뚫린 면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오려두고, 옆면에 붙이
는 창호지는 옆면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2) 풀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옆면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풀이 마른 후에 한다.

라. 활동 평가
1) 북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다양한 방법으로 북소리를 만들기 위한 탐색을 하는지 평가한다.
3)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북을 만드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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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북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크기에 따른 소리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한다.
2) 북의 창호지 붙이는 두께를 조절하여 그 차이를 경험하도록 한다.

활동 22

우리아기 자장자장

목 표
⋅전래동요에 관심을 갖는다.
⋅전래 자장가의 리듬을 느낀다.
⋅자장가를 감상하고 불러 볼 수 있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음률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전래 자장가 음원

, CD 플레이어, 인형류

나. 활동 방법
1) 전래 자장가를 들려준 후 자장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어떤 느낌이 드니?
2) 전래 자장가를 들으며 인형을 재워본다.
- 인형을 업어서 재워보자.
- 인형을 안아서 재워보자.
- 인형을 눕혀서 토닥이며 재워보자.
- 누구의 인형이 잠들었니?
3) 전래 자장가에 맞추어 옆에 있는 친구를 재워본다.
- 누가 먼저 아기가 되어볼까?
- 그럼 아기를 재워주는 사람은 누구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전래 자장가를 부를 때는 처음에 조금 큰 소리로 고르게 사이를 두고 부르며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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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가 노래소리를 점차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토닥이던 것도 서서히 멈춰간다.
2) 음률영역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장가 음원을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의 전래동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전래 자장가의 리듬패턴을 경험하는지 평가한다.
3) 전래 자장가를 감상하고 부르기를 즐기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우리나라 자장가와 다른 나라의 자장가를 들어본 후 비교해본다.
2) 역할놀이 영역에 인형과 자장가 음원을 제공하여 엄마와 아가놀이를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자장가
엄격한 의미에서 놀이는 아니었지만, 업고 다니며 아기에게 들려주며, 잠재우던 자장가는
나름대로 놀이가 되기도 했는데 이 시기 아기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육아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자장가는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나 할머니
만이 아니라 누나, 언니, 아버지, 할아버지 등 육아에 참여하는 가족 모두가 즐겼던 노래였
다. 그러므로 부르는 이의 처지와 심리상태에 따라 노래의 내용이 자유자재로 변용될 수 있
었다.
자장가는 아기에게 어휘력, 리듬감각을 자극하는 동시에 성인들에겐 정서적 갈등을 해소
시켜 주는데도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기놀이처럼 아기와 성인이 함께 즐긴
놀이이면서 노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자장가는 세계 각국의 자장가보다 가장 인간의 심장박동과 유사하여 아기를 가
장 편안하게 잘, 일찍 잠재운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출처：영유아 예절 및 보육프로그램, 문미옥 외, 보건복지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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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3

소고춤을 감상해요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소고춤에 관심을 갖는다.
⋅음악에 맞춰서 소고춤을 춘다.
⋅신체를 조절하여 소고춤 동작을 표현한다.

⋅신체운동⋅건강: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소고춤을 감상해요.’ 동영상

, 소고

<소고춤：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일무 이수자 송영인>

나. 활동 방법
1) 소고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춤을 춰 보는 경험을 한다.
-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 이 악기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니?
- 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출 수 있을까?
- 악기를 이용하여 춤을 춘다면 어떤 동작을 만들 수 있니?
2) ‘소고춤을 감상해요.’ 동영상을 감상한다.
-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을 감상해 볼 거야.
-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어떤 동작이 기억에 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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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에 맞추어 소고춤을 춰 본다.
- 음악에 맞추어 소고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춤을 춰 보자.
- 어떻게 움직여 볼까?
4) 소고춤을 춰 본 느낌을 평가한다.
- 어떤 동작이 재미있었니?
- 소고춤을 춰 보니 기분이 어떠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소고춤 영상 속의 동작을 따라해 보면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2) 사전 활동으로 자유롭게 소고를 탐색해 보며 사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소고춤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음악에 맞추어 소고춤을 출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신체를 조절하여 소고춤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악기나 소품을 활용한 다양한 우리나라 춤을 감상할 기회를 가진다.
2) 재활용품으로 소고를 만들어 소고춤을 추어 볼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전통 춤의 특성
우리 춤의 다양한 특색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춤은 상체(손, 팔, 어깨) 중심의 춤이다. 치마 속에 감추어진 하체의 움직임
은 상체 움직임의 안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지만, 그 동작의 미묘함 또한 중요하다.
둘째, 우리의 춤판은 무대 없이 평면 공간인 뜰이나 마당에서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행해
왔다. 따라서, 관객과 수평 위치에 있는 상체 표현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이다. 1900
년대 들어 ‘원각사’라는 서구식 무대를 갖춘 극장이 생기면서 이에 맞게 무용도 점차 무대화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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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의 춤사위는 움직이는 듯하면서 동작이 멈추어 있고, 멈춘 듯하면서 그 안에
움직임이 살아 있는 동중정(動中靜) 정중동(靜中動)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러 있다.
넷째, 춤의 동작 즉 춤사위의 시작이 그 끝이 되고, 그 끝이 다시 춤의 시작이 되는 무한
연속의 반복적인 특징이 있다.
다섯째, 춤의 구성이나 동작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런 표현으로 시종일관한다. 따라서, 춤
사위 자체가 ‘무기교적 기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 전통 춤의 기능
우리의 춤은 종교나 농경의례, 노동, 일상생활, 명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등 다양
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요약해보면 생활적 기능, 공동체적 기능, 표현적인
기능, 예술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생활적 기능
우리 춤은 무대공연을 위한 춤이 아니라 종교나 농경생활 그리고 세시풍속과 관련된 생
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탈춤이나 소리 춤을 보면 민중계층의 제약된 생활조건 속에서 자
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므로 실제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춤판이 벌어졌을 때 민중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한다는 점으로
보아 민중 춤은 생활과 결부된 공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공동체적 기능
민중의 춤인 민속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결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농
악을 위시하여 탈춤, 소리춤과 같은 집단춤을 생활화하여 양반층과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
스를 풀거나 투쟁적 시위로 활용하였다.
특히 농민들은 공동 노동을 하면서 노동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농악을 하면서 일을 하였
다. 설날,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여러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공동체나 마을
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러한 명절에는 남성들이 농악 판이나 탈춤
판을 베풀고 여성들은 강강술래 판을 베풀어 난장을 이루는 가운데 춤을 춘다.
③ 표현적 기능
우리 춤은 생활과 결부된 기능과 공동체적 기능 이외에도 생활에서 겪은 온갖 고통 및 갈
등과 응어리진 감정을 푸는 삶의 표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연예적 농악과 탈춤
그리고 남녀의 소리 춤과 난장판에서 추는 허튼 춤과 사람과 동물의 모방 춤 같은 것이 그
러한 기능을 가진다. 이와 같이 민중 춤은 살이 낄수록, 응어리가 깊을수록 신명이 고조되
고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갈등해소는 물론이고
예술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예술적 기능
우리나라 춤에서 예술성이 높은 춤은 무당춤을 비롯하여 승려 춤인 바라춤, 나비춤 등 종
교 춤과 농악인들이 추는 장구춤, 북춤, 광대나 탈꾼들이 추는 사자춤 등이 있다. 우리나라
춤에서 공연예술의 성격을 띤 춤은 ‘마당’이라는 공연장에서 추어진 농악춤과 탈춤이 있으
며 또한 궁정의 들판과 옥내에서 연희된 궁중 춤과 본격적인 공연예술이라 할 수 있는 대청
마루나 사랑채에서 추어진 기녀, 창우들의 춤인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등은 예술적 기능이
높은 춤이다.
<출처：한국의 전통춤, 정병호, 1996,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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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4

방귀쟁이 며느리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옛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옛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듣
는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
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방귀쟁이 며느리’ 플래시

출처：동화 ‘방귀쟁이 며느리’(최연주⋅이지예, 아해박물관 출판부, 2012).
모션디자인그래픽：오현지

나. 활동 방법
1) 유아들과 방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방귀는 언제 나오니?
- 방귀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
- 오늘 이야기는 옛날에 방귀를 엄청 크게 뀌는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야. 감상해보자.
2) ‘방귀쟁이 며느리’ 플래시 동화를 함께 감상한다.
- 이 이야기 속에는 누가 나왔니?
- 며느리는 왜 방귀를 참았을까?
- 어떤 장면이 재미있었니?
3) ‘방귀쟁이 며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유아들과 몸으로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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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의 유의점
1) 언어 영역에 ‘방귀쟁이 며느리’ 도서를 비치하여 유아들이 매체에 따른 이야기의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만 3세의 유아들은 ‘방귀’라는 어휘를 말하기를 재미있어 하므로, ‘방귀’의 어휘를
과잉일반화하여 다른 유아들을 놀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옛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우리나라 옛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듣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동화를 듣고 유아들이 미술활동에서 소품을 만들고 동극활동을 할 수 있다.
2) 방귀쟁이 며느리를 막대동화로 만들어서 유아들이 동화를 구연해본다.

활동 25

이야기 순서대로 이어보기

목 표
⋅우리나라의 옛이야기를 듣고 즐긴다.
⋅이야기를 순서대로 이해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언어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림 자료 PPT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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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화 ‘해와달이 된 오누이’(장안성, 도서출판 아람, 2012)

나. 활동 방법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를 들려준다.
- 동화 속에는 누가 나왔니?
- 엄마는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니?
- 오누이는 어떻게 해와 달이 되었니?
2)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그림 자료를 유아들이 순서대로 이어보도록 한다.
3) 그림을 순서대로 이어본 후 이야기를 지어본다.
- 그림에 있는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엮어보자.
- 그림에 있는 이야기들을 순서를 바꾸어서도 이야기 해보자.

다. 활동의 유의점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동화에서 유아들이 재미있어 하거나 원하는 장면을 위주
로 출력하여 그림 자료로 만들어 이야기를 순서대로 이어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활동하는지 평가한다.
2)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순서대로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의 주인공들을 막대동화 자료로 만들어 극놀이를 해본다.
2)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동극으로 표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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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랑거리

활동 1

단군이야기

목 표
⋅우리나라 개국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단군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바른 자세로 동화를 듣는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듣기 - 바른 태도로 듣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단군이야기’ 동화 PPT
3세3-1 단군이야기

출처：동화 ‘단군이야기’ (이남구, 한국 톨스토이, 2008)

나. 활동 자료
1) 유아들과 ‘단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 단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2) ‘단군이야기’ PPT 동화를 감상한다.
3) ‘단군이야기’ PPT 동화를 함께 감상하고, ‘단군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재미있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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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처음 세우신 분이 누구셨니?
- 호랑이와 곰은 어떻게 되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흥미 있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와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2) 단군에 관한 도서를 언어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개국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바른 자세로 동화를 듣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미술 영역에서 ‘단군이야기’ 동화를 활용한 동극활동 소품을 만들어 동극활동을 한다.
2) 과학 영역에서 ‘단군이야기’에 나온 마늘과 쑥의 생김새를 탐색하고 관찰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단군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建國神話), 국조전설(國祖傳說). 원시시대부터 민간에서 구비
(口碑)로 전해 내려왔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말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
史)의 제1권 고조선 조(條)에 실려 있다. 위서(魏書)에는 단군 임금이 아사달(阿斯達)에 도
읍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으니 중국 요(堯)와 같은 시대(B. C. 2333)라고 되어 있다. 고기
(古記)에 의하면,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할 때, 환인이
그 뜻을 알고 삼위 태백(三危太白)을 보아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할
만하다 생각하여 그들에게 천부인(天府印) 3개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여러 신들과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환웅은 쑥과 마늘만
으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을성 많은 곰만이 삼칠일
(三七日)을 견뎌내 사람이 되었고(熊女),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다.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였고, 뒤에 아사달에 천도하여 1,500년 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단군 신화는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도 나타난다. 단군 신화의
사상은 상고(上古)의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것으로 선왕당(仙王堂)⋅천왕당(天王堂)⋅산신
당(山神堂) 등 천신숭배⋅산신숭배의 사상과 합치되어 있다. 단군 숭배 사상은 고려 충렬왕
무렵에 원(元)에 대한 자립 의식으로부터 싹터, 조선 세종 때 평양에 단군 사당을 지어 동명
왕(東明王)과 더불어 추앙하였으며, 구한말 자주 독립사상이 고조될 때 발생한 대종교(大倧
敎)⋅단군교(檀君敎)의 성립 배경이 되었다. 유교, 불교, 선교(仙敎：道敎)의 유입 이후 단군
신화의 사상을 3교의 모태로 보기도 하며,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檀君)을 3신(三神)
이라 하는 삼신사상이 싹트기도 하였다
<출처：철학사전, 임석진 외, 중원문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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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목 표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바른 자세로 동화를 듣는다.

⋅의사소통: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
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주몽이야기’ PPT 동화

이사내아이는영리하고활을잘쏘았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려를세운

바로고구려를세운주몽이에요.

주몽에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주몽이야기

출처：동화 ‘알에서 나온 아이, 주몽’(이남구, 한국톨스토이, 2008)

나. 활동 방법
1) 유아들과 태어난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너희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니?
- 아기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2) 유아들과 ‘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PPT 동화를 감상한다.
3) ‘주몽이야기’ PPT 동화를 감상하고, ‘주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니?
-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니?
- 주몽은 무엇을 잘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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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니?

다. 활동의 유의점
1) 언어 영역에 우리나라 여러 건국 신화를 담고 있는 그림책을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식위주의 정보전달보다는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 관심을 갖는데 활동의 목적
을 둔다.

라. 활동 평가
1) 고구려 건국신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바른 자세로 동화를 듣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주몽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막대동화자료로 만들어 극놀이를 한다.
2) 주몽이 잘 다루던 화살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투호놀이를 한다.

활동 3

내 짝을 찾아 주세요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의 시작과 고구려⋅백제⋅신라의 시
작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안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내 짝을 찾아주세요’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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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자료
1) 유아들과 퍼즐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퍼즐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니?
- 이 그림은 누구일까?
2) 조각 그림을 맞춰 본다.
3) 완성된 퍼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단군할아버지 그림과 곰은 왜 함께 있는 것일까?
- 박혁거세 그림에는 왜 알이 있는 것일까?
- 주몽과 활은 왜 함께 있는 것일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사전활동으로 우리나라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도록 한다.
2) 우리나라 시작과 고구려⋅백제⋅신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의 주요 장면들을 출
력하여 언어 영역의 벽면에 게시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의 시작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아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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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우리나라가 개국과 관련된 그림을 이용하여 언어 영역에서 이야기꾸미기활동을
한다.
2) 우리나라 개국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다양한 신화를 동화로 들
려준다.

활동 4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놀이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미술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한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태극무늬 그림 자료, 무궁화 사진 자료, 한글(자음, 모음) 인쇄 자료, 한지, 가위, 풀

나. 활동 방법
1)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자료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사진(혹은 그림)을 본 적이 있니?
- 어디에서 보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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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2)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니?
-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 모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란다.
3) 한지로 만든 간단한 의상본을 제시하고, 활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한지로 만든 옷 위에 여기 있는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사진(혹은 그림)으로 꾸며
볼까?
4) 정리 후 모이는 시간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에 대해 친근한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2)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자료를 활용해 활동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을 이용해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산책을 통해 꽃이 핀 무궁화나무를 보러 간다.
2)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태극문양이 있는 부채를 역할놀이 영역에 비치하여 활용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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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태극기를 만들어요

목 표
⋅태극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태극기 그림 퍼즐을 맞춘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한다.

활동형태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태극기 그림 자료, 태극기 그림 조각판

, 태극기

나. 활동 방법
1) 태극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태극기를 보여주며) 이것을 본 적이 있니?
- 어디에서 보았니? 언제 보았니?
- 무엇이라고 부를까?
2) 태극기 그림조각 맞추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태극기 그림을 보며 태극기 그림 조각을 맞춰본다.
- 그림을 살펴보고 알맞은 그림 조각을 찾아 태극기를 완성해보자.
4) 태극기 그림과 완성된 태극기 그림 조각 맞추기를 비교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태극기를 충분히 관찰한 후 조각 맞추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함석판과 자석을 이용하여 태극기 그림 퍼즐을 제작하면 유아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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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태극기 그림을 보고 태극기 그림 퍼즐을 맞추는지 평가한다.
3)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교실에 태극기를 걸어둔다.
2) 태극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동화를 들려준다.
3) 유아들이 미술 영역에서 태극기 문양을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시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출처：행정안전부 태극기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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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태극선

목 표
⋅태극무늬에 관심을 갖는다.
⋅동시의 내용을 이해한다.
⋅리듬감 있게 동시를 낭송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태극선 동시 자료

나. 활동 방법
1) 태극선 부채를 소개한다.
- 이것은 무엇일까?
- 부채는 언제 사용할까?
- 부채에 있는 무늬를 본 적이 있니?
- 이 무늬를 ‘태극’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태극무늬가 있는 부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 이 부채 이름은 ‘태극선’이라고 한단다.
태극모양이 있는 부채라는 뜻이야.
- 태극무늬에는 어떤 색깔이 있지? (빨강, 노랑, 파랑)
2) ‘태극선’ 동시를 듣는다.
- 선생님이 동시를 먼저 들려줄게.
- 이 동시는 윤석중이라는 작가가 지었단다.
3) 동시를 들은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동시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니?
4) 동시 자료를 게시판에 붙이며 동시 내용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 태극선의 무늬는 어떤 색깔로 되어 있지?
- 부채 속에 어떤 색깔 바람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지?
- 빨강 바람은 어디에서 온 바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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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지?
- 노랑 바람은 어디에서 온 바람이지?
- 꽃바람은 어디에서 온 바람일까?
5)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를 다시 한 번 듣는다.
6) 유아들과 함께 동시를 낭송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시 전체가 아닌 동시의 한 연씩 소개한다.
2) 태극선을 준비하여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부쳐보는 경험을 한다.

라. 활동 평가
1) 태극선의 태극무늬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동시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3) 리듬감 있게 동시를 낭송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미술 영역에서 태극선 부채 만들기 활동을 한다.
2) 태극 디자인이 이용된 주변의 생활용품을 찾아본다.
태극선
윤석중
부채 속에 빨강 바람 들어 있어요.
부채 속에 노랑 바람 들어 있어요.
부채 속에 파랑 바람 들어 있어요.
빨강 바람 해 바람 하늘 바람이고요.
노랑 바람 꽃 바람 땅 바람이고요.
파랑 바람 물 바람 바다 바람이고요.
부채 속에 하늘이 들어 있어요.
부채 속에 땅덩이 들어 있어요.
부채 속에 바다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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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무궁화를 심어 주세요

영역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에 관심을 갖는다.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한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
환경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우리나라 지도 게임판 2개, 무궁화 모양, 주사위

나. 활동 방법
1) 게임판과 무궁화 말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이 지도를 본 적이 있니? 어느 나라 지도일까?
-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이니?
2) 활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떻게 하는 게임일까?
3) 규칙을 지켜 게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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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무궁화를 심어 주세요’ 게임 방법>
①
②
③
④
⑤

게임판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다.
게임순서를 정한다.
주사위를 던진다.
무궁화 그림이 나오면 무궁화 말 하나를 지도판 위에 올려 놓는다.
한 명의 유아가 모두 완성하면 게임은 끝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우리나라 지도와 국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2) 교실에 꽃이 핀 무궁화나무 화분을 비치해둔다.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궁화
사진을 게시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과학 영역에서 무궁화 실물을 관찰하거나 산책을 하며 무궁화 꽃이 핀 무궁화나무
를 관찰한다.
2) 음률 활동으로 무궁화 노래를 감상하거나 함께 부른다.
3) 신체 활동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통놀이를 한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무궁화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산해경 山海經≫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이 책은 기원전 8∼3세기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지리서(地理書)라고 전하여 내려오는
문헌으로, 동진(東晉) 때 곽박(郭璞)이 그 때까지의 기록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군
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君子之國 有薰花草朝生暮死).”
라는 기록이 있다.
군자국은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 이로 미루어 아
주 예로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효공왕이 문장가
최치원(崔致遠)에게 작성시켜 당나라에 보낸 국서(國書) 가운데 “근화향(槿花鄕：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일컬음)은 겸양하고 자중하지만, 호시국(楛矢國)은 강폭함이 날로 더해간다.”
고 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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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서 舊唐書≫ 199권 신라전(新羅傳) 737년(성덕왕 36) 기사에도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신라시대 이미 우리나라를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姜希顔)이 저술한 한국 최고의 화목에 관한 책인 ≪양화소록 養花小
錄≫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단군(檀君)이 개국할 때 무궁화［木槿花］가 비로소 나왔기 때문
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되 반드시 ‘무궁화의 나라(槿域)’라 말하였으니, 무궁화는 예로
부터 우리나라의 봄을 장식하였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라는 기록도 있다.
일본의 ≪왜기 倭記≫에는 “무궁화는 조선의 대표적 꽃으로서 무려 2,100여년 전 지나(支
那)에서도 인정된 문헌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민으로부터 열광적 사랑을 받았으며, 문
학적⋅의학적으로 진중한 대우를 받았다. 일본의 벚꽃, 영국의 장미와 같이 국화로 되어 있
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왕실화가 배꽃［梨花］으로 정해져 무궁화는 점차로 세력을 잃고 조
선민족으로부터 소원해졌던 것이다. 20세기의 문명이 조선에 들어옴에 유지들은 민족사상
의 고취와 국민정신의 통일진작에 노력하여, 붓과 말로 천자만홍의 모든 꽃은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이로되 무궁화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 3, 4개월을 연속해 핀다고 하여, 그 고결
함과 위인적 자용(偉人的姿容)을 찬미하였다. 따라서, 무궁화강산 운운은 자존된 조선의 별
칭인데……”라는 기록이 있어, 우리 민족과 무궁화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35년 10월 21일 ≪동아일보≫ 학예란에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이라는 제목
아래 “아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도 개화풍이 불어오게 되고 서양인의 출입이 빈번
해지자 당시의 선각자 윤치호(尹致昊) 등의 발의로 양악대를 비롯하여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
화가 되었다.
안창호(安昌浩) 등이 맹렬히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무궁화동산을 절규함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은 귀에 젖고 입에 익어서 무궁화를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후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
랑의 뜻으로 남게 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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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8

세종대왕

목 표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임을 안다.
⋅한글에 관심을 갖는다.
⋅한글의 소중함을 안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세종대왕’ 동시 자료

나. 활동 방법
1) ‘세종대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세종대왕은 누구니?
2) ‘세종대왕’ 동시를 들려준다.
- 낭낭한 소리로 낭독하여 들려준다.
3) 동시를 들은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동시에 누가 나오니?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니?
- 다시 한 번 들어볼까?
- 우리나라 글자는 무엇이라고 하였니?
- 우리나라 글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니?
- 다시 한 번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4) 유아들과 함께 동시를 낭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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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최정희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누가 누가 만드셨나?
세종대왕 만드셨지!
우리나라 글자 한글
누가 누가 만드셨나?
세종대왕 만드셨지!

다. 활동의 유의점
1) 유아들이 흥미 있게 동시를 감상하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2) 언어 영역에 동시를 게시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한글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임을 아는지 평가한다.
3)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세종대왕’ 동화 감상활동을 한다.
2) 마음을 담아 그림편지 쓰기 활동을 해본다.
3) 익숙한 음을 따서 노래로도 불러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 한글의 우수성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이다. 한글은 그 창제 정신이 ‘자주, 애민, 실용’에 있다는 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
난 문자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창제 정신과 더불어 제자(制字) 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어서도 뛰어나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국제기구에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유네스코
(UNESCO)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
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이 세종대왕에서 비롯된 것은 세종
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세계가 인정했
기 때문이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구인환, 신원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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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9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목 표
⋅한글의 모양을 인식한다.
⋅글자 모양을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신체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신체운동 ⋅건강: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과 몸으
로 표현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협력 - 집단 협력

가. 활동 자료
한글 자음과 모음카드, 글자 모양을 표현한 글자그림카드

나. 활동 방법
1) 한글 자음과 모음 카드를 탐색한다.
2) 자음과 모음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카드를 제시하며) 이 카드의 글자 모양을 잘 관찰해보자.
-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 신체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글자를 표현한다.
-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글자는 무엇이니?
- 손가락으로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
- 팔을 뻗거나 구부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 다리를 넓게 벌리거나 굽히면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
- 허리를 굽히면 어떤 모양이 될까?
4) 활동 후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어떤 글자를 만들어 보았니?
- 가장 표현하기 쉬운 글자는 무엇이었니?
- 어려웠던 글자는 무엇이었니?
- 몸으로 글자를 표현해 본 느낌이 어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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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든 ‘ㄴ’>

<입으로 만든 ‘아’>

<팔로 만든 ‘ㅇ’>

<온몸으로 만든 ‘ㅊ’>

다. 활동의 유의점
1) 활동 초기에는 글자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작 사진을 함께 준비하여
제시한다.
2) 활동에 익숙해지면 유아가 창의적으로 글자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라. 활동 평가
1) 한글의 모양을 인식하는지 평가한다.
2) 글자의 모양을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2-3명의 유아가 함께 자음 혹은 모음을 만들어 본다.
2) 2-3명의 유아가 함께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 글자가 됨을 이해하면서 글자를 만
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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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도움말>
• 한글
우리나라 고유 글자의 이름. 닿소리 글자 14자, 홀소리 글자 10자로써 낱내 단위로 모아
쓰게 된 낱소리 글자. 우리말을 적는 글자로서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세종 25년
(1443)에 창제하여 동왕 28년(1446)에 반포하였다. 창제 당시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는데, 그 후에 언문, 반절(反切), 암글, 가갸글, 국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구한국
말에 주시경이 처음으로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글은 논리적 구성의 글자이다. 낱내글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 닿소리 글자 19자와
홀소리 글자 21자와 받침 닿소리 글자 27자가 일정한 모아쓰기 논리에 따라 모아져야 한다.
모아쓰기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가 가로로 모이는
가로모임, 첫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가 세로로 모이는 세로모임, 그리고 첫 닿소리 글자
와 홀소리 글자가 가로와 세로로 모이는 섞임모임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모임 방법은 받
침 닿소리 글자를 붙이고 안붙이고 따라 각각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져 결국 가로모임 민글
자와 가로모임 받침글자, 세로모임 민글자와 세로모임 받침글자, 섞임 모임 민글자와 섞임
모임 받침글자의 총 여섯 가지 모임꼴의 글자가 만들어진다.
첫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만으로 된 민글자가 조합될 수 있는 총 글자 수는 첫 닿소
리 글자 19×홀소리 글자 21=399자이며, 첫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와 받침 닿소리 글자
로 이루어지는 받침글자의 총 글자 수는 첫 닿소리 글자 19자×홀소리 글자 21자×받침 닿소
리 글자 27자=10,773자이다. 그러므로 첫 닿소리 글자 19자와 홀소리 글자 21자와 받침 닿소
리 글자 27자의 67자소로 조합될 수 있는 글자의 총수는 399자+10,773자=11,172자가 된다. 67
자소 중 46개의 닿소리 글자는 첫 닿소리 글자와 받침 닿소리 글자에 공통으로 쓰이는 14자
의 기본닿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와 이들을 반복하거나 서로 조합한 쌍
닿소리 글자 및 쌍받침 16자(ㄲ ㄸ ㅃ ㅆ ㅉ ㄳ ㄶ ㄵ ㄺ ㄻ ㄽ ㄿ ㄾ ㅀ ᇚ ㅄ 이 중 ㄲ ㅆ은
첫 닿소리 글자 ㄱ~ㅎ자와 받침 닿소리 글자에 공통으로 쓰임)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늘날 쓰고 있는 14자의 기본 닿소리 글자의 모양은 훈민정음 해례에 의하면 소
리에 따라 5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그 소리 낼 때의 입속 모양을 단순화시켜 글자꼴을 만들
었다고 한다. 이 5개의 집단은 ㄱ ㅋ(ㄲ)집단, ㄴ, ㄷ, ㅌ, ㄹ(ㄸ)집단, ㅅ ㅈ ㅊ(ㅆ ㅉ)집단, ㅇ
ㅎ 집단이다. 또한 21개의 홀소리 글자는 세로모임용 기둥 위주의 9개 홀소리 글자(ㅏ, ㅑ,
ㅓ, ㅕ, ㅣ, ㅐ, ㅒ, ㅔ, ㅖ)와 세로모임용 보 위주의 5개 홀소리 글자(ㅗ ㅛ ㅜ ㅠ ㅡ), 그리고
섞임모임용 보와 기둥으로 된 7개 홀소리 글자(ㅘ, ㅚ, ㅢ, ㅝ, ㅟ, ㅙ, ㅞ) 집단으로 나눠진다.
기본 닿소리 글자 5개 집단 속의 각각의 글자꼴을 그 윤곽별로 다시 구분해보면, 결국 네
모 윤곽과 세모 윤곽 및 동그라미 윤곽의 세 가지 윤곽면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 윤곽면
안에서 글자 줄기의 수가 점차 덧붙여져 구성되면서 닿소리 글자의 글자꼴을 다양하게 만
들고 있다. 또한 3개 집단 속의 홀소리 글자의 글자꼴은 면의 성격보다는 줄기의 성격이 강
하며, 이들 줄기들은 결국 가로줄기와 세로줄기의 길고 짧음 및 곧음과 기울음의 반복 구성
에 의해 다양한 홀소리 글자의 글자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글은 첫 닿소리 글자와 홀
소리 글자 및 받침 닿소리 글자로 조합하여 완성할 수 있는 총 낱내 글자 수가 11,172자이다.
<출처：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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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0

우리 동네 문화재를 찾아보아요

활동형태

유형

대⋅소집단
활동

현장체험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 동네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안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지역사회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질서 - 기초질서

가. 활동 자료
지역사회 인근 박물관 안내자료, 박물관 관련 사진자료

나. 활동 방법
1) 지역사회 박물관 소장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니?
-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 (박물관에 가면) 어떤 물건을 보고 싶니?
2) 박물관에 가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한다.
- 실내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자.
-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눈으로 감상하자.
- 관람 순서가 있단다.
3) 박물관을 현장체험한다.
- 전시실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화재를 감상한다.
-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을 탐색한다.

다. 활동의 유의점
1) 박물관에 가기 전에 가고자 하는 박물관 사이트나 팜플랫을 통해 유아들에게 박물
관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2) 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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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평가
1) 우리 동네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2)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아는지 평가한다.

마. 확장 활동
1) 유아들의 박물관 현장체험 경험 및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박물관에서 보았던 문화재를 다양한 활동재료(사진자료를 이용한 수⋅조작 게임,
퍼즐, 역할놀이 소품 등)로 만들어 활동해 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종로구 세종로

www.museum.go.kr/child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의
유물전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민속박물관)

종로구 세종로

www.kidsnfm.go.kr

의식주 및 각종 민속품
전시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중구 정동

www.gogung.go.kr

조선조 궁중 유물,
유품전시

아해전통문화
어린이 박물관

경기도 과천시

www.ahaemuseum.org

전통 놀이 유물

한국민속촌민속관

경기도 용인시

www.koreanfolk.co.kr

한국고유의 민속자료
소장

인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www.museum.incheon.go.kr

각 시대별 도자기,
금속유물 전시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 남구

www.museum.busan.go.kr

각 시대별 부산의
문화상 전시

대전선사박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www.museum.daejeon.go.kr

선사시대에 관련된 유물
전시

국립대구박물관

대전광역시
수성구

www.daegu.museum.go.kr

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유산 전시

울산박물관

울산광역시 남구

www.museum.ulsan.go.kr

각 시대별 울산의
역사와 문화 전시

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www.gwangju.museum.go.kr

호남지역의 민족
문화유산의 전시

삼척시립박물관

강원도 삼척시

www.scm.go.kr

강원남부 지역의
문화유적 및
민족문화자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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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역사박물관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www.cihc.or.kr/museum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자료와 생활민속품
전시

충청북도교육박물관

충청북도 청주시
사당구

www.edu.cbsec.or.kr

한국 교육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체험위주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경주시

www.gyeongju.museum.go.kr

각 시대별 신라의
역사와 문화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www.gimhae.museum.go.kr

경상남도와
남해안일대의 역사와
문화 전시

고창고인돌박물관

전라북도 고창군

www.gcdolmen.go.kr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
전시

전라북도 농업박물관

전라남도 영암군

www.jam.go.kr

전통 농업문화와 관련된
전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시
제주시

www.jeju.museum.go.kr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전시

활동 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유형

대⋅소집단
활동

동화

목 표

3세 누리과정 관련요소

⋅우리나라 탑의 이름과 전설에 관심을 갖는다.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한다.
⋅우리나라 탑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의사소통: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
심 갖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창의⋅인성 관련)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가. 활동 자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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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오경문, 한국톨스토이, 2008)’ 모션그래픽디자인：이람

나. 활동 방법
1) 석가탑, 다보탑, 무영탑 등 탑 사진을 보여 주고 이야기 나눈다.
- 이 탑들을 본 적이 있니?
- 탑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 탑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탑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플래시 동화를 듣는다.
- 동화 속에 어떤 탑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 탑은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자.
- 탑은 어떻게 만들었을지 생각해 보자.
3) 동화를 감상한 후 유아들과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동화를 듣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어떤 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니?
- 돌로 만든 탑은 어떤 점이 좋을까?

다. 활동의 유의점
1) 동화를 듣고 우리나라 탑과 관련된 전설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2) 탑과 관련된 놀이와 풍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3) 탑의 재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라. 활동 평가
1) 우리나라 탑의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평가한다.
2) 우리나라 탑의 이름과 탑의 전설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한다.
3)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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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확장 활동
1) 지역사회에 있는 탑을 현장체험해 본다.
2) 블록을 이용하여 탑 쌓기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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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제8권 우리나라｣의 아래 활동들은 해당 자료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음.
활동번호

활동명

출 처

(1-1)

한복을 입어요

보건복지부(2001). 영유아예절 및 전통보육프로그램, pp. 252-258

(1-3)

옷장수와 호랑이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의복⋅가옥, pp. 66-68.

(1-11)

한과를 모아요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음식, pp. 206-208.

(1-14)

콩나물 기르기

보건복지부(2001). 영유아예절 및 전통보육프로그램, pp. 89-91.

(1-16)

우리나라 집 바느질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의복⋅가옥, pp. 129-131

(1-17)

곰들이 집을 지었어요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의복⋅가옥, pp. 142-145

(1-19)

전래동요 아궁이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의복⋅가옥, pp. 168-170

(1-20)

한옥을 지어요

교육부(2002). 전통문화교육활동지도자료-의복⋅가옥, pp. 179-180

(2-7)

투호놀이

(2-14)

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보건복지부(2001). 영유아예절 및 전통보육프로그램, pp. 469-472.

(2-17)

호랑이와 까치

보건복지부(2001). 영유아예절 및 전통보육프로그램. pp. 535-537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 9. pp. 256-257

※ ｢제8권 우리나라｣ 활동안의 사진출처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어린이집
⋅동덕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세광유치원
⋅반포퍼스티지하늘 어린이집
⋅창녕유치원
⋅한솔교육&CJ키즈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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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우리나라 교육활동과 3세 누리과정
교육활동과 3세 누리과정 관련 표
※ 활동에 포함된 3세 누리과정 관련 요소에 ○ 표시
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나
와

내용

372

예술경험

다
른

신
다
신
가
나 른
체
체 건 안
족 사
를 사
조
신
강 전
을 람
절
람
체
활 하 하
과
알 의
과
말
동 게 게
소
듣
읽 쓰 고
하
인
에
중 더
기
기 기
기
감
기
식
생 생
히 불
존 정
본
하
참 활 활
어
중 알
운
기
여 하 하
여
하 고
동
하 기 기
기 생
기
하
기
기 활
기
조
하
절
기
하
기

탐
사 아
구
예
예 하
회 름
술
술 는
에 다
적
움
감 태
관
표
상 도
심 찾
현
하
아
하
기 기
갖 보
기
기 기
르
기

(1-1)
한복을
입어요

○

○

(1-2)
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

○

(1-3)
옷장수와
호랑이

○

(1-4)
한복에
문양을
넣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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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탐
구
하
기

○

○

○

수 과
학 학
적 적

○

탐
구
하
기

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1-5)
아름다운
우리 모자
도미노

○

(1-6)
감물들이기

○

(1-7)
황토 염색
주머니
만들기
(1-8)
김치는 어떤
음식일까?

○

○

○

○

○

○

○

○

(1-9)
어떤 김치가
될까요?

○

(1-10)
항아리
이야기

○

○

(1-11)
맛있는 쌀밥

○

○

(1-12)
떡 잔치가
열렸네
(1-13)
절편을
만들어요

자연탐구

○

○

○

○

○

○

○

(1-14)
한과를
모아요

○

○ ○

(1-15)
오미자 화채
만들기

○

○

(1-16)
송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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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1-17)
콩나물
기르기

○

(1-20)
곰돌이 집을
지었어요

○

○

○

○

○

자연탐구

(1-21)
흙벽 집을
만들어요

○

(1-22)
전래
동요 아궁이

○

(1-24)
한옥
마을에
가요

○

○

○

○ ○

○

○

○

(1-25)
단오 부채
꾸미기

○

(1-26)
절구로
봉숭아 찧기

○

(1-27)
떡 만들기
도구 도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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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한옥을
지어요

374

예술경험

○

(1-18)
떡 가게
놀이
(1-19)
우리나라 집
바느질

사회관계

○

○

○

○

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1-28)
야광귀
이야기
(1-29)
지게로
나무를
날라요

의사소통

○

예술경험

○

○

○

(2-2)
그림자놀이

○

○

(2-3)
무슨
연일까?
(2-4)
칠교 놀이
(2-5)
팽이 치기

자연탐구

○

○

(2-1)
남생아
놀아라

사회관계

○ ○

○

○ ○

○

○

○

○

(2-6)
당겨보자!
풀싸움
놀이

○ ○

○

(2-7)
투호 놀이

○ ○

○

(2-8)
부채 제기
놀이를 해요

○ ○

(2-9)
산가지 놀이

○

○

(2-10)
까막 잡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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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2-11)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의사소통

○

○

예술경험

○

(2-13)
먹물로
그리기

○

(2-14)
동물이
나오는 민화
감상하기

○

○

○

○

○

○

○

(2-16)
십이간지
동물이
되어보자

○

(2-17)
풍속화 퍼즐
맞추기

○

○

○

○

(2-18)
호랑이와
까치

○

(2-19)
나무
노래
(2-20)
풍물놀이
(2-21)
둥둥둥! 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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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탐구

○

(2-12)
박물관에서
전통 놀이를
해요

(2-15)
하늘빛을
담은 청자

376

사회관계

○

○

○

○

○

○

○

○

○

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2-22)
우리 아기
자장 자장
(2-23)
소고춤을
강상해요
(2-24)
방귀쟁이
며느리

○

○

○

(2-25)
이야기 순서
대로 이어
보기

사회관계

예술경험

○

○

○

○

○

○

○

(3-1)
단군이야기

○

○

(3-2)
알에서 나온
사람, 주몽

○

○

(3-3)
내 짝을
찾아 주세요

○

(3-4)
태극무늬,
무궁화,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 놀이

(3-7)
무궁화를
심어 주세요

○

○

(3-5)
태극기를
만들어요
(3-6)
태극선

자연탐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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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3-8)
세종대왕

사회관계

○

(3-9)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

○

(3-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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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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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3-10
우리 동네
문화재를
찾아보아요

총계

예술경험

8

2

0

14 16

0

0

0

0

0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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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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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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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교통 기관
연 구 진
총괄책임

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 덕성여자대학교

책임집필자

지성애 중앙대학교
김명순 연세대학교

공동집필진

김낙흥
박애경
한혜일
안정희
위효실
신금호
정미애
이은미
손승희
유숙현
윤상인
천지혜

심 의 진

김해원 경포유치원
이경은 파장유치원
정행선 부산코레일새싹어린이집

협력기관

서울노일유치원
서울마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총괄간사

김정란 덕성여자대학교
이소정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정진화 중앙대학교
김성현 중앙대학교

연구협력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윤정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앙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서울노일유치원
서울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예원유치원
세라숲유치원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HP푸르니어린이집
연세대학교부속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연세대학교부속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박성원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연 구 진
총괄책임

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 덕성여자대학교

책임집필자

문미옥 서울여자대학교
정대련 동덕여자대학교

공동집필진

이혜상
민행난
한수정
한선아
이지예
성용혜
심현보
박명자
전호숙
석호현
최영아
성화영

심 의 진

김선희 보성은하유치원
오미숙 꽃바위유치원
김선의 미라어린이집

협력기관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동덕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세광유치원
창녕유치원

총괄간사

김정란 덕성여자대학교
이소정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손정민 서울여자대학교
신동욱 아해박물관

연구협력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윤정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서울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세광유치원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안양부영신일유치원
창녕유치원
배방유치원
학촌유치원
한솔교육&CJ키즈빌어린이집
KDB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어린이집
한솔교육&CJ키즈빌어린이집
KDB어린이집

신욱수 보건복지부
박성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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