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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이나 학교의 교정등도 여러 생물의 거처이며 자연

순환의 구조 위에 성립되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운다.

프로그램 개요□

내용 마른 잎이나 가지 쓰레기 등을 모으면서 식물 곤충 새들이 어떻게 연결: , · ·●

되어 살아가는지 또한 그 자연의 사이클 안에서 인간의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떤 의, ,

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게임 형식 공원에서 생물 촌극 에서 배운다( ) .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

시간 분: 60●

준비물 :●

촌극에서 필요한 물건< >

등장하는 멤버가 숨겨지는 막-

자연의 관계 가면-

흙 나뭇잎 나무 열매 벌레 새 비 해님 등 보드 판 뒤에 촌극의 대사( · · · · · · ,

를 붙인다.)

아이들이 모여져있는 그림은 요정 중 한명이 가지고 있음( )

사람이 버린 물건 담배 껌등의 봉투 등- ( · )

활동으로 필요한 물건< >

스탬프-

워크시트 활동 인증서 인원수분- ( )

비닐봉지-

자연은 모두 이어져있어요.
실시 장소 마을의 공원이나 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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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수 명 등장인물 명10 ( 9 )●

프로그램 주의사항●

사전에 장소 예비 조사를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를 확인1. ,

한다.

줍는 대상물을 확인 해 둔다 떨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2. . ( )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3. .

촌극은 반드시 리허설을 한다4. .

시간 내에 끝날 수 없는 아이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나 부모와 활5. ,

동 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공원 측이나 선생님 또는 보호자 쪽에서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1. , .

단 인간역할은 악역이 되어버리므로 악역인 채로 끝나지 않도록 지원해준다, ,

게임의 설명에 대해서 요정뿐만 아니라 사회자등의 역할을 분담해도 좋다2. .

촌극을 하는 멤버이외에 스탬프담당자가 몇 명 필요하다3. .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방법□

■ 도입 촌극( )

숲의 요정등장< >

숲의 요정 안녕하십니까 나는 숲의 요정 야 우리가 언제나 놀고 있는 숲은? 00 .〔 〕

여러 생물의 집이야 이곳에서 오늘은 모두 함께 숲의 비밀을 탐험해보자 그럼. . ，

도와주는 동료를 소개할게요.

숲의 동료 등장 요정에게 불리어지면 등장한다< >· .

흙 우리들은 지면으로 떨어진 낙엽 작은 벌레 빗물의 힘을 빌려서 훌륭한 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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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어요.

나뭇잎 우리들은 벌레님이 먹을 수 있고 벌레가 추운 겨울을 넘기기 위한 이불,〔 〕

이 되어줄 수 있어요.

벌레 나는 매미야 나의 동료인 벌레들은 나뭇잎을 먹어서 커지는 것이야 그. .〔 〕

러나 새에게 먹힐 수 있어요.

나무열매 새가 왔다 새는 우리들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우리들을 먹고 똥을. ,〔 〕

싸면 그래서 씨앗의 눈을 내놓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도와주고 먼 곳에도 날라다, ,

주어요.

새 내가 휴식을 하는 가지는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달고 있어요 나무는 흙 안.〔 〕

에 많은 뿌리를 내리고 서있어요.

비 나는 나무나 벌레 새들에게 중요한 물을 주고 있어요 모두가 물이 없으면, .〔 〕

죽겠죠.

해 우리들은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따뜻하게 하거나 풀이나 나무가 커지도〔 〕

록 돕고 있어요.

숲의 요정 아 담배를 문 아저씨가 왔어요. !〔 〕

인간의 등장< >

아저씨 아 담배 맛있네 그런데 재떨이가 없네 여기에 버리자, . , !〔 〕 ∼

숲의 요정 저것 좋을까. .〔 〕 ……

아이와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야기한다( .)※

인간 반성 애드립· · ( )〔 〕 …

숲의 요정〔 〕

자 모두 모였으니 지금부터 비밀 찾기를 시작해요! , .

명의 동료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그려 있는 것을 찾으면 스탬프를 내밀어 주셔8 ,

요.

또 전부 찾아서 스탬프가 개 모이면 탐험 활동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 8 , .

열심히 해서 인증서를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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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활동 내용< >

아이들은 숲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쓰고 있는 것을 숲 안에서 발견해 온

다 숲의 친구들은 자신의 보드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스탬프를 찍을. ,

준비를 한다 큰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

수집해 온 것들 예◆

흙 썩은 가지:

나뭇잎 들쭉날쭉 나뭇잎:

벌레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

나무열매 나무 열매:

새 나뭇가지:

비 가늘고 긴 나뭇잎:

해님 꽃잎 형태가 다른 나뭇잎: ·

인간 인간이 버린 것:

정리■

숲의 요정이 전원을 집합시켜 이야기를 한다.

함께 생물을 소중히 할 것을 맹세하고 모은 쓰레기는 아이들이 갖고 가도록 한,※

다.

숲의 요정〔 〕

모두 어땠어요 전부 발견했어요 감상을 듣는다? ? .　※

숲 안에는 새나 개의 똥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똥조차 벌레의 집이 되거나 나뭇. ,

잎의 영양이 되곤 하지요.

아까 사람들이 담배를 함부로 버렸어요 담배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유감스럽지, .

만 나뭇잎이나 나무 열매에게는 영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물건, .

을 만들지만 자연의 흙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많이 만들어서 버리지요 주워 온. (※

쓰레기를 소개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생물들의 집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주의하지) ,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해요 모두 여러 생물의. .

집을 소중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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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Children's playing field or playgrounds are the dwelling place for life, and

children will learn that those places are formed from nature circulation by experiences.

Program Outline□

Contents : Gathering dead leaves, branches or garbage, children would learn how plants,●

bugs, and birds are related to live, and what meaning is involved in discharged garbage by

human within nature's cycle through a sort of game (short plays about life at a park).

Object : preschooler lower grader in elementary school● ∼

Time : 60m.●

Supply lists :●

<For short play>

- curtain to hide the cast

- mask of nature

(make soil·leaf·fruit of tree·bug·bird·rain·sun out of board, write characters' lines on

the back of the board.)

(One of elves carries a picture showing children are gathered)

-discarded stuffs by human (cigarette, gum papers)

<For activity>

-Stamp cards

-Work sheets (activity certificates) copies for a head count

Nature is wholly connected

Performance place : community park or plaza

AGATE Satomi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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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bags

10 staffs (9 characters fora short play)●

N.B.●

1.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place is required to confirm the safety of activities for

children.

2. Confirm the objects to pick up. (Collect something apart)

3. Use positive words for a pleasant game.

4. You must go through a rehearsal of the short play.

5. If a child cannot complete a play in time, you would persuade him/her to try it at

another occasion with his/her educator or parents.

About characters●

1. Park staffs, educators, or protectors would do well to play roles of the play.

But, human becomes a villain in the play, so you should support the role not to finish just

badas it is.

2. You would do well to take the role of MC as well as an elf to explain the game.

3. Some staffs are necessary during the short play except players.

How to progress program□

Introduction (short play)■

<Forest's elf appears on the stage>

Forest's elf Hi! I'm Forest's elf, 00. Our playing ground, forest is home of the life in〔 〕

the forest. Here today, let's explore the secret of the forest all together! Well, then, I'll

introduce my colleague for help.

<Forest's colleague appears on the stage> When elf call forest's colleagues, they appear on

the stage.

soil We can become nice soil getting help offallen leaves, small bug, and rainwater.〔 〕

leaves Mr. Bug can eat us, and become bedclothes to bugs to survive cold winter.〔 〕

bug I'm cicada. My colleagues, bugs eat leaves to grow up. But we might be eaten by〔 〕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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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 of tree Birds are coming. Bird can be healthy if they eat us. And when they ease〔 〕

themselves after eating us, the movement helps to come out the buds, and to carry them

even to a distance.

bird Branches where I take a rest have pretty fruits. Trees put down many roots in〔 〕

soil to stand up.

rain I give water that is essential to trees, bugs and birds. All lives won't live without〔 〕

water.

sun I help earth warm for every life or grasses and trees to grow.〔 〕

Forest's elf Oh, there is a man holding a cigarette between his teeth!〔 〕

<Human appears on the stage>

Man Oh , Tastes good. But thereis no ashtray, let's litter with this cigarette butts!〔 〕 ∼

Forest's elf Look there . Is it good?〔 〕 ……

( You would talk with children about whether dumping refuge at this place is good or※

not.)

Human -reflection· · (an ad lib)〔 〕 …

Forest's elf〔 〕

Well! We all gather together, so let's begin secret hunt from now on.

If you find something like drawings that 8 colleagues have, please show your stamp card.

And, if you find all and collect all 8 stamps, you can receive exploration activity

certificate. Let's try to get the certificate.

Contents of activities■

Children find something that was drawn on forest's colleagues' pictures.

Forest's friends set up their boards so that children can see them, and prepare thestamp.

Call together children with loud voice.

Something collected◆

Soil : rotten branch

Leaf : serrated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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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 : leaf nibbled by bugs

Fruit of tree : fruit of tree

Bird : branch

Rain : spidery leaf

Sun : petal· different shaped leaves

Man : garbage generated by human

Conclusion■

The elf calls together to say something.

You make children swear to take care of life, and take their garbage.※

Forest's elf〔 〕

What did you think of hunt? Did you find all of them? Listen to their sentiments.　※

Also mute or dog dung was in the forest. However even droppings could be a nest for

bugs, or a meal of leaf.

A moment ago, a man threw away a cigarette butt recklessly. I regret to say that human

makes cigarettes, and it cannot give any nutrition to leaves or fruits of trees. Although

human makes various stuffs, there are many things cannot go back to natural soil and

should be dumped. ( show the garbage collected)※

Therefore you have to be careful of not making creatures' home dirty. Let's have a good

time here always. Let's take care of all of lives'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