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5 스토리빌더
스토리 함께 만들기를 위한 활동아이디어
나이: 만 3-5 * 2-4명의 아동

Tip

글로 작성된 실제 내용을 재현하는
데 스토리빌더 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글
내용 중 1-3개의 세부적인 부분을
조립하여 표현하도록 해 주세요. 배경
카드는 날씨, 동물, 서식지 등의
과학적 주제에도 적합합니다.

학습 영역

* 인지 발달

기억하기
, 이야기

* 언어 발달

이야기 표
현에

*

순서 알아
보기

적합한 언
어 사용

창의력 발
달
나만의 스
토리 만들
기

활동 아이디어
아래의 아이디어는 The Three Billy
Goats Gruff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결말이 원작의 결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로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 주요장면 선택하기: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 이야기 추가하기: 좀더 수준을 높여서

중요하거나 재미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조립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보세요. 악당 등 다른 캐릭터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다시 조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야기 재현하기: 아이들이 시작, 중간 및
아래를
클릭하여
학습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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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부분을 조립하여 전체 스토리를 재현하도록
해 보세요. 조립 후에는 아이들이 스토리를
설명하도록 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적은 후에 다시 읽어 주고, 무언가 덧붙일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새로운 결말 만들기: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다른 결말을 만들도록 해 주세요. 자신의

스토리의 시작과 끝 부분을 미리 조립해 놓은
후에 아이들로 하여금 중간부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설명하고 조립하도록 해 주세요.
비슷한 방법으로 중간 부분을 미리 조립해
놓고 시작이나 끝 부분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장면 구성하기: 아이들에게 이야기 속 한
장면을 조립하도록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배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설정에 맞게 이야기를
각색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것이 캐릭터와
이야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 배경을 바꿔
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