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24 STEAM 파크

3-5세

주요 학습
가치:
기초 수

성과

* 아동 2-4명용

동작

학 및 과학

기어

어휘

이 세트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탐구심을 자극합니다. 교사는 이 세트를 활용해 재미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 스스로 디자이너와 공학자가 되어 자신만의 테마파크를 꾸밀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활동거리가 포함된 조립 카드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조립 놀이를 지도하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영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탈것

측정

회전

운동과 동작의 탐구: 아이들에게
*테마파크의
놀이기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고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지
물어보세요. 놀이기구의 운동과 동작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기구 공학자”가 되어 다양한
탈것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세요.

*

인과관계 탐구 및 예측: 아이들에게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서 본 게임
기구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고 상을 타 갔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만의 게임
기구를 만들어 보게 하세요. 어떤 규칙에
따라 어떤 상을 줄 것인지 정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게임을 시험 삼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

교사용
가이드
다운로드:

추정 및 측정 방법 탐구: 아이들에게
게임, 탈것 또는 음식 판매대의 모델을
조립하고,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여달라고 하세요. 거리, 높이, 무게,
길이 등 각종 측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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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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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기
• 관찰과 묘
사
• 문제 해결

각 모델별로 측정 가능한 요소들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무게, 거리, 가격
등을 비교하고 추정하는 방법을 함께
토의하세요.
공간 인지 및 지도 만들기 탐구:
*테마파크의
이곳저곳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장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조립하고
재미있게 배치해 보게 하세요. 그리고
방문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방문해야 할 곳을 숫자 브릭으로
표시하도록 하세요. 이제 공원의 이름을
붙이고, 테마파크 지도를 만들어보게
하세요.
역할놀이, 자기표현 및 창의력: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볼거리(예: 퍼레이드, 마술
공연, 음악 공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무대를 조립하고 소품, 의상,
세트, 좌석 등이 모두 갖추어진 실제 공연
장면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