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중앙] 책놀이 하는 날 4~5세

강 사 명

정 윤 주

책 읽어 주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과목 소개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책놀이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교육 목표

다양한 분야의 그림책을 접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향상, 어휘력 증가, 집중 듣기 습관을 형성한다.

수업대상

4~5세 유아 및 보호자 10쌍

수업시간

매주 금요일 17:10~18:00 (50M) 12차시

교재비 및
준비물
차시

날짜

1

9/10

재료비 15,000원 * 차시별 준비물 별도 안내
오늘의 그림책

생각 자람 책놀이

[크기] 작은 물고기
점점 더 큰 물고기를 만나며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헤엄친다 헤엄쳐
여러 크기의 물고기를 만들어 본다.
[음식] 토끼씨 상추 드세요.

2

9/17

음식 투정 이유에 공감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발표 맛있게 드세요~
하며 맛있는 식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3

[신체] 다섯 발가락
9/24 같은 모습의 발가락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며
마음껏 상상해 본다.

4

10/01 다양한 모습의 팬티를 보면서 누구의 팬티일까 상상 소중한 내 팬티

너의 이름은

[상상] 곰돌이 팬티
해보는 관찰 퀴즈 놀이에 참여한다.
[리듬] 공공 공벌레
5

10/08 공벌레에게 생긴 일들을 관찰하며 먹이 사슬을

리듬 맞추기

이해한다.
6

10/15

[놀이] 분홍 보자기
보자기로 할 수 있는 놀이와 상상을 마음껏 펼친다.

변해라, 얍!

비 고

[동물] 악어가 덥석
7

10/22 사나운 먹보 악어의 특징을 알아보고, 악어 모습을

한 입에 꿀꺽!

꾸며 본다.
[식물] 도토리 꼬마의 모자
8

10/29 여러 종류의 도토리와 나무를 관찰하고, 도토리 팽이 데굴데굴 도토리

를 꾸미고 시합한다.

9

11/05

[수세기] 괜찮아 아저씨
수세는 재미와 이야기의 재미를 동시에 느껴 본다.

꾸며 보아요.

10

[창작] 털실이 통통
11/12 신나는 털실 공놀이를 함께하며 실을 활용한 놀이를 통통통 구불구불
접한다.

11

[정보] 불과 물
11/19 불과 물의 차이와 유용한 점을 알아보고 둘을 활용한 온도의 차이
놀이를 통해 성질을 이해한다.

12

11/26 바람이 주는 변화를 관찰하고 내가 만든

[자연] 바람이 불면
바람이 후~

바람으로 사물 변화를 느껴본다.
* 보다 나는 진행을 위해 수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중앙] 책놀이 하는 날 6~7세

강 사 명

정 윤 주

과목 소개

책 읽어 주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책놀이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교육 목표

다양한 분야의 그림책을 접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향상, 어휘력 증가, 집중 듣기 습관을 형성한다.

수업대상

6~7세 유아 및 보호자 10쌍

수업시간

매주 금요일 16:00~16:50 (50M) 12차시

교재비 및
준비물

차시

1

날짜

재료비 15,000원 * 차시별 준비물 별도 안내
오늘의 그림책

[상상] 나랑 같이 놀자
9/10 익숙한 주변 사물들을 활용한 상상 놀이를 통해
다양하고 재미진 생각으로 놀이의 주체가 된다.

생각 자람 책놀이

우리 같이 놀자

[수학] 똑같이 나눠 먹자
2

9/17 똑같은 양으로 나눠 먹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똑같이 맛있게
하고 실제로 나눠본다.

[동물] 내 이름은 제동크
3

9/24 흔치 않은 동물에 대해 알고, 서로 다른 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야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임을 안다.

[자연]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
4

10/01 어둡고 두려운 날씨에 나타나는

소리 만들기

천둥과 번개에 대해 상상해 본다.

5

[전통] 일곱 개의 금빛 조각
10/08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칠교 조각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전통 놀이 활동에 참여한다.

변해라 얍!

비 고

6

[탈것] 일하는 자동차
10/15 공사장 중장비의 쓰임새를 이해하고 놀이를 통해 팍팍 푹푹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한다.

[계절] 낙엽이 춤을 춰요.
7

10/22 낙엽만을 이용하여 만든 그림책을 통해 낙엽의
색깔과 모양, 표정을 관착한다.

알록달록
나뭇잎

8

[문화] 돈 보다 귀한 돈
목표가 있는
10/29 우리나라 돈에 담긴 그림의 의미를 알고, 귀한 돈을
저축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9

[인지] 약속 약속 약속
11/05 그림 표지판에 담긴 의미와 약속을 이해하고,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 알아본다.

약속해줘~!

10

[음식] 계란말이 버스
11/12 계란말이 버스와 함께 다양한 요리를 알고,
계란의 질감을 직접 느껴 본다.

고소한 계란

[환경] 플라스틱 섬
11

재활용

11/19 쓰레기 피해의 실태를 이해하고, 물건별 재활용

표시가 있는

표시를 찾아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물건들

[신체] 멍멍 의사 선생님
12

11/26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우리 몸 탐험

익힌다.
* 보다 나는 진행을 위해 수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