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월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동화 나는 괴물이 아니야! 1 나는 괴물이 아니야! 2 북극곰의 여행 1 북극곰의 여행 2

논술활동
줄르의 모습 중 마음에 드는 모습과 

그 까닭을 적어 본다.
줄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본다

아놀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 본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할아버지께 편지

글을 써 본다.

사고력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찾아라 관계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두 모양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놀이 지저분한 줄르 마음 대로 꾸미는 내 머리 모양 얼음 나라를 꾸며요 북극곰의 아이스크림

2 월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동화 장난꾸러기 오스카! 1 장난꾸러기 오스카! 2 얼굴이 빨개졌어요 1 얼굴이 빨개졌어요 2

논술활동
오스카의 장난에 대한 친구들의 마음

이 어땠을지 오스카의 입장에서 적어

본다.

오스카가 동물친구들에게 보내는 초

대장을 꾸며 본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본다.

요나와 라일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뒷이야기를 꾸며 본다.

사고력 내가 만드는 무지개 색깔 만약에 코끼리의 코가 짧아진다면? 공통된 특성을 찾아보세요 요나와 라일라를 찾아라~

표현놀이 재미있는 삐에로 리본 달린 오스카 가면 파는 가게 내가 만드는 고양이 가면



3 월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동화 초록색 문1 초록색 문 2 요술 돌멩이 1 요술 돌멩이 2

논술활동
지미가 프랑시 선생님의 방을 잘 찾아

가는지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본다.

루시의 물음에 대한 지미의 대답을 

원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적어 

본다 

꿈의 상자에 넣을 소원을 적어 본다.
나에게 생긴 요술 돌멩이를 자랑하는 

글을 써 본다.

사고력 바람개비의 움직임과 닮은 것 길을  따라가 보세요 가위 바위 보! 재미있는 강아지 이름 짓기

표현놀이 도형으로 만들어요 색종이 도형으로 꾸며요 나만의 꿈의 상자 요술 돌멩이 2

4 월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동화 알리스와 레옹 1 알리스와 레옹 2 누가 꿀을 훔쳤을까?1 누가 꿀을 훔쳤을까? 2

논술활동
레옹이 알리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

유롭게 써 본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만드는 방법을 

적어 본다.

꿀을 훔쳐 간 도둑은 누구일지 그렇

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본다.

여왕벌이 꿀을 훔치면 안되는 이유를 

써 본다.

사고력 무당벌레가 사라졌어요 모양과 색깔을 찾아 수 세기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면? 마지막 칸에는 어떤 모양이?

표현놀이 귀여운 무당벌레 무당벌레를 접어요 꿀벌들의 집 꿀벌을 꾸며요



5 월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동화 해님이 뜨지 않는 날1 해님이 뜨지 않는 날 2 엄마, 아빠께 드리는 선물1 엄마, 아빠께 드리는 선물2

논술활동
해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여 써 본다.

해님을 깨워 준 꽃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본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고 

써 본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릴 방법을 

생각하여 써 본다.

사고력 코끼리'하면 생각나는 말은?" 완전한 꽃 모양을 찾아라 개미가 사자를 깨우는 방법은? 어떤 느낌인가요?

표현놀이 꽃 모양을 완성해요. 들판의 꽃 하트 모양 쿠키 만들기 하트 꽃 길과 하트 촛불 길

6 월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동화 사랑스러운 내 동생 1 사랑스러운 내 동생 2 무슨 일이야, 무슨 일? 1 무슨 일이야, 무슨 일?2

논술활동
여동생 올리브의 마음을 오빠에게 

쓰는 편지글로 표현해 본다.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중심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표현해 본다.

 이야기 속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여 자유롭게 표현해본다

‘위대한 사랑의 힘’이라는 중심생각

을 이해하고  뒷이야기를 꾸며 본다.

사고력 방향을 바꾸어 그려요 가장 위에 있는 성냥개비는? 물건과 물건을 더하면? 동물들의 웨딩드레스

표현놀이 엄마와 아기들 어디에 숨었나요? 여우의 털 암탉의 웨딩드레스



7 월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동화 거인 티톰의 섬 1 거인 티톰의 섬 2 늑대 소년 모글리 1 늑대 소년 모글리2

논술활동
동화 속 내용처럼 기구를 타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다.

행복을 찾아 떠난 티톰을 주인공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꾸며 본다.

등장인물들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본다.

모글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모글리의 하루 일과를 상상하여 꾸며 

본다.

사고력 수수께끼를 만들어요 숫자 조각을 찾아라~ 규칙성을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동물 이름 찾기

표현놀이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야자수가 보여요 정글 숲의 나뭇잎 화려한 앵무새

8 월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동화 바다에 간 필리 1 바다에 간 필리 2 바닷가의 보물 1 바닷가의 보물 2

논술활동
주인공인 필리가 되어 상황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써 본다.

필리가 친구들에게 해 줄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본다.

 ‘바닷가의 보물’ 주인공들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일기를 써본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닷가의 보물은 무

엇인지, 그 보물로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생각해 본다.

사고력 접힌 종이를 펼치면?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바뀐다면? 관계 있는 것끼리 짝짓기 빈칸에 들어갈 그림은?

표현놀이 산책을 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조개껍데기의 변신 모래 속의 조개껍데기



9 월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동화 잡동사니 왕자 1 잡동사니 왕자 2 장난감 꼬마 병정1 장난감 꼬마 병정 2

논술활동
레오 왕자에게 닥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다.

레오왕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본다.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의 만남과 

서로의 마음을 상상하여 표현해 본다.

외다리 꼬마 병정과 발레리나와의 

영원한 사랑을 뒷이야기로 꾸며 본다.

사고력 점을 이어 그림을 그려요 암호를 풀어라 꼬마 병정을 찾아 주세요. 화장지로 할 수 있는 것

표현놀이 방패의 멋진 무늬 멋진 날! 으악! 도깨비다! 신문지 종이배

10 월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동화 이히히히, 간지러워! 1 이히히히, 간지러워! 2 매기의 긴 여행 1 매기의 긴 여행 2

논술활동
나를 웃게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써 본다.

동화 속 숲 속 나무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그 뒷이야기를 꾸며 본다.

매기가 여행 중에 겪은 일에 대한 

매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매기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짧은 

글짓기를 해 본다.

사고력 똑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넓이가 가장 넓은 모양은? 가을의 여러 가지 색깔 몇 번이나 끊어져 있나요?

표현놀이 멋진 가을 나무 알록달록 나무들 가을 숲을 꾸며요 꼬마 요정의 숨바꼭질



11 월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동화 별이 궁금해1 별이 궁금해2 꿈나라 모래바람1 꿈나라 모래바람2

논술활동
주인공처럼 우주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가져갈 것과 하고 싶은 일 

등을 적어 본다.

외계인에 대한 생각과 호기심을 

다양하게 표현해 본다.

‘꼬마 모래 장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해 

본다.

꼬마 모래 장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뒷이야기를 꾸며 본다.

사고력 내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똑같은 운동화 대칭 그림을 찾아라 숨어 있는 정사각형

표현놀이 하늘이 정원이 된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 꼬마 모래 장수는 어디에? 꼬마 모래 장수가 지나가요

12 월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동화 찰리는 어디로 갔을까?1 찰리는 어디로 갔을까?2 회색빛 나라의 크리스마스1 회색빛 나라의 크리스마스2

논술활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적어 본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찰리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편지를 써 본다.

주인공인 노엘과 내가 바라는 회색빛 

나라의 모습을 자유롭게 적어 본다.

회색빛 나라를 위해 노엘이 한 일과  

마음을 헤아려 적어 본다.

사고력 망토를 찾아라 찰리를 찾아요! 산타클로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퍼즐조각을 찾아보세요

표현놀이 찰리의 망토 크리스마스 시장 노엘의 옷 색깔 내가 꾸미는 크리스마스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