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04 키즈카페 +
그룹협동 학습을 위한 활동아이디어
나이: 만 3-5  *  2-4명의 아동

학습 영역
*  언어 발달 
생각의 표현과 전달

*  사회정서 발달 
소규모 그룹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 *  창의력 발달 
역할극을 통해 감정 표현하기

아이들이 함께 음식을 
주문하고, 구입하고, 만들 수 
있는 카페나 가게를 만들어 

주세요. LEGO® Soft Starter Set
를 사용하여 카페나 가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Tip

*  메뉴만들기: 어떤 아이들은 메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누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힘을 합쳐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세요. 알맞은 블록을 
찾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 생일케이크 만들기: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한 조각씩 먹는 역할극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케이크가 모두 몇 조각있니?”“몇 
명이 케이크를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케이크를 절반 먹는다면 몇 조각이 남을까?”
후에 음식을 만들도록 해 보세요.

* 주문하기: 아이들이 웨이터가 되어 
손님에게서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게 
전달하는 레스토랑 또는 카페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들이 주문 
내용을 적도록 지도해 주세요. 주문 내용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릴 때 서로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 건강한 식단짜기: 아이들과 함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한끼 식사를 
완전히 만들어 보도록 해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샌드위치, 사과, 딸기 등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해 주세요.

* 음식만들기: 아이들이 짝을 이루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같은 
블록을 두 세트 선택하고, 첫번째 아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두번째 아이는 눈을 
감고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 아이가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못 보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로 하여금 두 번째 
아이에게 같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활동 아이디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의 설명만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만드는 동안 첫 번째 아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한두 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를 

클릭하여 

학습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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