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및 교과연계

[사회관계 영역]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자연탐구 영역] -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통합] 1학년 1학기 2단원 - 도란도란 봄 동산
[국어] 1학년 1학기 4단원 -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누리과정

교과연계독후 활동지독후 활동지독후 활동지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

숲은 우뚝 솟아난 나무가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하지만 숲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함께 있어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숲을 이루는 생명에는 무
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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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숲에는 커다란 ‘강’이 있어요.

강은 구불구불 흐르면서 나무에게 시원한 물을 선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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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물 친구들은 숨바꼭질을 좋아해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해 볼까요? 술래가 되어 
숲속 곳곳에 숨은 동물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동물 친구들을 찾았다면, ○로 표시한 다음 동물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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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동물:숨은 동물: 개구리 / 거북이 / 오리 / 너구리 / 비버 개구리 / 거북이 / 오리 / 너구리 /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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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개구리다!



숨바꼭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동물 친구들은 생김새와 먹는 음식이 다른 
만큼 사는 곳도 모두 달라요. 동물 친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동물이 사
는 장소에 알맞게 선을 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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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풀잎 위

거북이 동굴

개구리 강가

비버 나무 위

너구리 강가 나무 뭉치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에 쓰인 다양한 낱말을 배워 보아요. 아래               를 읽고, 빈칸에 알
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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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동물 친구들은 통나무배 타기 모험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신나는 일만 
가득했지요. 거센 폭포를 만났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림책 
속 친구들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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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철버덩: 묵직한 물건이 물에 거칠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폴짝: 작은 것이 가볍게 한 번 뛰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우뚱: 물건이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는 일은 너무 무섭지만, 친구와 함께 타면
재미있어요!

예시

1) 거센 바람과 심한 파도에 한쪽으로 배가 거센 바람과 심한 파도에 한쪽으로 배가 기울어요.기울어요.

2) 비가 오는 날, 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 개구리가 노래를 불러요.노래를 불러요.

3)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언덕 위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언덕 위로 뛰어올라요.뛰어올라요.

4) 멋진 고래가 바닷속으로 멋진 고래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뛰어들어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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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책 읽기’ 역시 여러 명이 함께했을 때 더욱 즐거워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를 함께 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함께 읽고 싶은 사람
에게 편지를 써 보거나 그림을 그려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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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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