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21 타운 세트

주요
학습 가치
:

Tip

3–5세

- 관계 이해
- 역할극
놀이
- 역할과 책
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립 카드를 코팅하십시오.

타운 세트는 아이들이 주변의 세계를 탐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자유로운 조립
욕구를 자극하는 조립 카드와 세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스스로
탐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제공됩니다.

다섯 가지 아이디어:
* 세트를 이용해 공동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을의 특정한 몇몇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해보세요. 무얼 하는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한 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알고 있는 곳들을 조립하게 하고,
피겨를 이용해 역할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 세트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립 카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이 적힌 카드를 찾아
선택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망가진 상황을 설정하고 어디에서 고쳐야
할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상황을 조립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비디오를
보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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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여덟
여덟 장의 조립 카드
.
에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을 동시
들이
아이
할 것인지는
카드의 어느 쪽을 사용
의 양쪽에 표시된
카드
.
니다
선택할 수 있습
을 사용합니다.
모델은 거의 같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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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이용해 협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전체와 일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나 구역으로 구분된 건물
또는 장소를 보기로 들어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놀이터, 피크닉
테이블, 화장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요소를 조립한 후,

모두 조합하여 전체의 모습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

세트를 이용해 역할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를 고르고(예: 병원, 미장원, 이발소)
아이들에게 조립하게 한 후,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피겨를 이용해 그러한 곳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상황을 연기하게 한 다음,
어떻게 해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을 하게 하십시오.

* 세트를 이용해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역사적 인물,
소중한 가치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워진 조각상, 분수, 특별한 건물 등 일부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이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러한
가치를 상징하는 마을의 기념물을 조립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알아 야 할 용어들:
• 공동체
• 책임
• 역할

• 동물병원
• 자동차 수리점
•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