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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팝콘

  

 핵심 주제 

  • 봄      • 나들이      • 꽃놀이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바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2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봄은 어떤 맛일까?

• 봄을 기다리는 친구들

• 내가 누구게?
• 연극 놀이
• 주인공 마음 사전

• 봄 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 봄 동산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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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봄은 어떤 맛일까?
  학년  반   번

이름

아래 사진에 있는 봄꽃의 모양, 색깔을 보고 떠오르는 음식을 그려 보고, 맛을 상상해서 
써 보세요.

봄에 볼 수 있는 꽃 떠오르는 음식 어떤 맛일까?

입에서 ‘펑’ 터지는 
바삭한 맛,
고소하고 짭짤한 
맛

 벚꽃 팝콘

목련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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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봄을 기다리는 친구들
  학년  반   번

이름

‘봄’이 되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납니다. 친구들과 역할을 정해 대본을 실감 나게 
읽어 봅시다.

이야기꾼 곰 토끼 다람쥐

맡은 친구이름 

실감 나게 읽었어요! ☆ ☆ ☆ ☆ ☆☆ ☆ ☆ ☆ ☆☆ ☆ ☆ ☆ ☆

 이야기꾼: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곰: 하암~ 잘 잤다! 토끼야 안녕. 잘 잤니?

토끼: 안녕, 이제 따뜻해졌네. 다른 친구들은 아직 자고 있을까?

 곰: 다람쥐네 나무집에 가 보자!

토끼: 다람쥐야! 잘 잤니? 안녕! (꼬르륵~)

 다람쥐: 얘들아, 안녕!! 토끼야, 겨우내 거의 못 먹었더니, 나도 배고파!!! 

 곰: 저기 고라니와 멧돼지도 온다! 안녕, 얘들아!

 이야기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니,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시무룩해졌어요.

 다람쥐: 작년에 모아둔 이 옥수수는 너무 맛없어.

 곰: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토끼: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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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내가 누구게?
  학년  반   번

이름

설명에 맞는 장면에서 나오는 주인공 그림을 찾아 연결하고, 주인공이 한 말을 찾아 
완성해 봅시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    ⚪

 숲속에는 아직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때,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    ⚪

얘들아,
 내 말 좀 

.

 짠, 고소하고 
바삭한 팝콘이 
완성됐어요!

⚫    ⚪

자, 

!

 팝콘이 금방 사라져 
버렸지 뭐예요. 모두 
아쉬워하자, 새들이 
나섰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구해 올게.”

⚫    ⚪

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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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연극 놀이
  학년  반   번

이름

이야기 카드를 보고, 연극 놀이를 해 봅시다.
● 연극 놀이 방법

 1) 아래 4장의 이야기 카드 가운데 하나를 고르세요.
 2) 카드 속 장면을 동물들의 행동으로만 흉내 내요.
 3) 다른 친구들은 행동을 보고 몇 번 인지 번호를 말해요.
 4) 맞히고 나면 말을 넣어 실감 나게 다시 표현해 보세요.

1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2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성냥으로 
화르르 불을 붙여요.

3
짠, 고소하고 바삭한 팝콘이 완성됐어요! 
마침, 남쪽에서 돌아온 새들도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어요.

맛있겠다!

4  하지만 다들 맛있게 먹다 보니 
팝콘이 금방 사라져 버렸지 뭐예요. 모두 
아쉬워하자, 새들이 나섰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구해 올게.”

잘 다녀와.

잘 잤어?
새싹이다!

어푸어푸!

우아!

신기해!

후~

기다릴게.



「벚꽃 팝콘」

- 6 -

 읽기 중 활동 주인공 마음 사전
  학년  반   번

이름

주인공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써 봅시다.

<보기>
힘들다    배고프다     기쁘다     궁금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신기하다    기대된다    즐겁다    놀라다    슬프다    시무룩하다

    

(1) 곰돌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숲속에는 아직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3) 동물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씨앗이 점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펑!

 어느새 씨앗이 돌판 위로 조금씩 쌓여 갔어요. 
동물 친구들이 준비한 재료도 가득 부었어요.

 (2) 멧돼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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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봄 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학년  반   번

이름

뒤쪽 <활동 자료1>을 오려 나만의 봄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나만의 봄 요리 이름           

나만의 봄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써 봅시다.

필요한 재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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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1> 

--------------------------------------------------------------------

   
  

 예쁜 그릇이나 컵을 그려서 꾸며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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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봄 동산 꾸미기
  학년  반   번

이름

색종이로 봄꽃과 나비를 만들어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봄 동산을 꾸며 봅시다.

튤립 접기 나비 접기

준비물
튤립용 색종이 1/4크기 1장, 

줄기용 색종이 1/4크기 1장, 풀
준비물

색종이 1/4 크기 2장
(또는 학종이), 풀

https://youtu.be/woRFQNbRoxY https://youtu.be/hi8m24OjRe8

    

  ↓봄 동산 꾸미기 예시 작품

봄 동산 꾸미기 준비물: 

   색 A4용지, 풀, 종이접기로 만든 꽃과 나비 등

  *예시 작품의 동물 친구들을 오려서 붙여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