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교사를 위한 팁
••조립 카드는 아이들이 모델을 조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녹색 카드 - 다소 쉬운 모델.•
파란색 카드 - 보다 어려운 모델.

코딩 익스프레스
45025

만 2-5세

3-6명 사용 가능

시작하기 활동 카드는 코딩 익스프레스 세트를 소개하기
위한 시작학습 활동으로서,  미취학 아동이 기관차와 액션
브릭 등 세트의 독특한 구성 요소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시작하기 활동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학습한 후, 교사용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프리스쿨 기초
코딩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학습 활동을 준비하세요.

••또한 각자 독창적인 모델을 디자인하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시작을 위한 5단계:
1 트랙 구성부품을 배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트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트랙
스위치와 빨간색 레일 스토퍼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직접 시험해보게 하고, 종점 끝이 서로
다른 서너 개의 트랙을 이용해 철로를
만들어보게 하세요.
2 칙칙폭폭! 먼저 기관차를 소개해주세요.
기관차를 작동하고 멈추는 방법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번갈아 작동과 멈춤 기능을
경험해보게 하세요. 즉, 기관차를 트랙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한 명씩 번갈아 직접 해보게 하세요.

학습 목표

3 철로를 따라 액션 브릭을 배치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액션 브릭을 하나
골라 트랙 위에 놓고 기관차를 출발시키게 한

기초 기술 및 과학
••간단한 기술 탐색 및 사용
••원인과 결과 이해
••예측 및 관찰
••컴퓨팅 사고력 개발
••공간적 사고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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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관차가 액션 브릭 위를 지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후, 설명하게
해보세요. 모든 액션 브릭을 이용해 이 과정을
반복한 후, 아이들이 브릭을 갖고 자유롭게
즐기며 실험을 하도록 해주세요.
4 아이들에게 조립 카드를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면서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카드에 표시된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조립 카드에 표시된
장소를 최소 세 가지 이상 만들어보게 하세요.
5 이제 모든 구성부품을 하나로 합칠 차례예요!
아이들에게 트랙을 따라 각자 모델을 배치하게
한 다음, 기관차와 액션 브릭을 이용해 철로를
따라 서로 다른 장소로 미니피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