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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목욕탕

  

 핵심 주제 

 • 계절      • 직업       • 공동체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2슬01-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경험 나누기

• 도토리 할아버지 직업 탐구
• 봄 손님은 누구일까요?
• 시원한 여름 목욕탕
• 배부른 가을
• 겨울 보내기

• 사계절 목욕탕 색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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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경험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목욕탕에 갔을 때의 느낌이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비누방울 안에 목욕탕의 느낌 또는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써 보세요.

비누방울 
놀이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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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도토리 할아버지의 직업 탐구
  학년  반   번

이름

“이야, 드디어 봄이 왔구나. 서둘러야겠어.”

그림을 보고, 도토리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직업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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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봄 손님은 누구일까요?
  학년  반   번

이름

목욕하기 전 손님은 누구일지 상상해서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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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시원한 여름 목욕탕
  학년  반   번

이름

“아이고, 덥다.” 도토리 할아버지는 목욕탕을 시원한 물로 가득 채웠어요.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목욕탕 속 친구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말풍선에 친구들의 기분과 행동을 표현하는 말을 넣어 붙여봅시다.

✂---------------------------------------------------------------------------------------

    

          

  

풍덩~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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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배부른 가을
  학년  반   번

이름

수확을 마친 손님들은 저마다 목욕탕에 몸을 비춰 봅니다.
“음, 조금 더 먹어도 되겠는걸!”

가을이 되어 수확한 그림의 과일과 곡식 중 내가 먹고 싶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고, 
   예시와 같이 표현해 봅시다.

<예시>  

좋아하는 음식 내 얼굴같이 예쁜 사과

색깔과 모양 매끄러운 빨강 안에 하얀 속살

맛 새콤, 달콤, 아삭한 맛

느낌 너무 맛있어.      

좋아하는 음식

색깔과 모양

맛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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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겨울 보내기
  학년  반   번

이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토리 할아버지는 혼자예요.

모두 을 자고 있거든요.

도토리 할아버지가 사계절 목욕탕에서 겨울을 혼자 보내는 멋진 방법을 찾아봅시다.

겨울을 혼자 지내는 
멋진 방법

※ 그림으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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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사계절 목욕탕 색칠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 속에 있는 사계절 목욕탕을 내 맘대로 예쁘게 칠해 봅시다.

https://www.yo

utube.com/watc

h?v=ZWOHquh

Xa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