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기비교: 아이들이 작은 버거와 큰 
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둘을 비교해 보세요. 크기가 얼마나 
다른가요? 각각의 버거에 블록이 얼마나 
사용되었나요? 어떤 것에 더 많이 사용되었나요? 
어떤 것에 더 적게 사용되었나요?

* 샌드위치 만들기: 한 아이에게 배가 매우 
고파서 보통보다 두 배는 큰 샌드위치를 
원하는 손님 역할을 맡도록 해 주세요. 
샌드위치 레시피 카드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각 재료를 두 개씩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샌드위치를 
만들도록 해 주세요.

* 탄산음료 만들기: 두 명의 아이로 하여금 
패턴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를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아이들의 실력에 맞춰 
좀더 복잡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게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탄산음료를 비교해 보세요.

* 주문 음식 만들기: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매우 까다로운 손님 
역할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확히 
10개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과일 나누어 먹기: 아이들에게 
사과와 같은 과일 조각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몇 개의 블록을 
사용했는지 세어보도록 하세요. 한 
입 깨물어 먹었다고 가정하고 블록 
하나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몇 개의 블록이 있을까요? 사과를 다 먹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활동 아이디어

Tip
* 탄산음료 만들기: 두 명의 아이로 하여금 

패턴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를 각각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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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레시피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Tip
좀더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레시피 카드를 하나 선택하고 
카드에 있는 두 아이템에 필요한 
블록을 모아 두세요. 교구학습 

활동시, 레시피 카드와 블록을 같은 
상자 안에 보관하세요. 아이들이 
조립할 때마다 몇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는지 세어보도록 하세요.

학습 영역
*  인지 발달(수학)   숫자 세기, 색과 모양 구별, 패턴 
인지, 크기 비교

*  언어 발달
   색, 크기 및 위치등의 다양한 

언어 표현

*  사회정서 발달   건강에 좋은 음식 학습

아래를 

클릭하여 

학습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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