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별구름 액자 만들기] 

목표 우주의 천체를 그려보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인원 유아(5세 이상~7세 이하) ※5~6세 부모님 동반 필요

주요내용
 ∙ 지구와 태양계, 은하 범위               ∙ 별구름(성운), 별무리(성단) 

 ∙ 별구름 액자 만들기                    ∙ 생일별자리(황도12궁)※그리기 대상에 포함

관련교육과정 
분석

 ∙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영역  내용범주 내용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 

호기심을 가진다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과학+미술 : ‘별구름 액자 만들기’

 ※2019 개정 누리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습
준거

상황제시
 ∙ 지구 – 지구⋅달 – 태양계 - 은하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 별자리 대상들을 소개한다(은하, 성운, 성단, 별자리)

창의적
설계

 ∙ 그림 그릴 천체 대상을 선택하고, 필요한 색상을 만들어 본다

감성적 
체험

 ∙ 자신만의 천체그림을 그려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 공 작 체 험: 아크릴물감, 파레트, 오일파스텔, 색연필, 연필, 볼펜 등 그리기도구, 무지 

캔버스액자, 나무 미니이젤 예시 천체사진, 별⋅하트 등 모양 몰드

횟수/시간 총 1회(1차시) / 31분 참가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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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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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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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 세부프로그램(안)

소주제명 내가 그린 우주

학습

내용

 ∙ 지구와 태양계, 은하 범위               ∙ 별구름(성운), 별무리(성단) 

 ∙ 별구름 액자 만들기                    ∙ 생일별자리(황도12궁)※그리기 대상에 포함

STEAM 

과목요소
S, A STEAM 통합모형 주제중심

준비물

교사용 PPT자료

유아용
 오일파스텔, 색연필, 연필, 볼펜 등 그리기도구, 무지 캔버스액자, 나무 미니이젤 

예시 천체사진, 별⋅하트 등 모양 몰드

지도상

유의점

 ∙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해 스스로 사고 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리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도입

 ∙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나라들 중 우리나라를 찾아본다

 ∙ 지구 안에 여러나라 중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것처럼 지구에게 가족이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3′

본

활

동

 ∙ 활동 1 : 지구와 태양계, 은하 범위

   - 지구 – 지구⋅달 – 태양계 - 은하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 나와 지구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지구 = 나 / 지구⋅달 = 나와 친구 / 태양계 = 유치원 1반 / 은하 = 유치원 

   - 유치원 밖에 세상이 넓은 것처럼 은하 밖 우주는 매우 넓음 안내

25′

 ∙ 활동 2 : 별구름(성운), 별무리(성단)

  - 은하 내에 존재하는 성운, 성단을 소개한다 

    ※성운(별을 만드는 구름), 성단(별들의 집단) 정도로만 소개

 ∙ 활동 3 : 별구름 액자 만들기

  - 황도 12궁(생일별자리) 또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등의 별자리 사진을 제시한다

  - 은하, 성운, 성단, 별자리 중 마음에 드는 대상을 1개 선택한다

  - 예시 사진을 참고하여 5~6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7세 친구는 스스로 그려본다

마무리
 ∙ 내가 만든 별구름(등) 액자에 이름을 지어보고 종류를 소괄호하여 넣어본다

    예) 영희의 마음속 우주물질 (성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