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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놀이를 하게 해주세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며 번쩍거리는 무수히 많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블록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블록은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열린 놀이 도구 입니다. 블록은 언어, 수학, 과학, 예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수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들과 달리, 블록은 놀이가 더 정교해지더라도 계속 중요한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블록놀이를 통해 일리노이 조기교육 및 발달 기준  9.A.ECa, 

9.A.ECb, 9.A.ECc, 9.A.ECd, 9.A.ECe를 다룰 수 있고 1.E.ECc, 12.C.ECa, 26.B.ECa와도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유아는 블록놀이의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 아이들은 처음에 블록을 들고 옮기며 마음대로 쌓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탑이나 줄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차 다리와 울타리 그리고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있는 놀이에서 이러한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블록놀이는 유아의 신체∙사회∙정서∙인지 발달을 돕습니다.
 • 블록을 쌓고 함께 맞춤으로써 손의 힘과 눈-손 간의 협응이 발달됩니다.

 • 블록을 이용한 집단놀이는 사회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구조물을 설계, 계획하는 것은 자기표현과 통제력을 갖도록 합니다.

 • 모양과 구조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아의 어휘력을 발달시킵니다.

 • 블록세트를 가지고 노는 것은 수 개념과 공간 지각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 계획을 하고 블록을 쌓는 것은 문제해결능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교사 또는 부모, 그리고 유아들은 블록놀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단위블록을 찾아보십시오. 단위블록은 1:2:4와 같은 비율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블록을 충분히 제공해주세요. 다양한 모양도 포함시켜 주세요.

 • 물리적 개념을 탐구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바퀴, 도르래를 포함시켜 주세요.

 • 교실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공간에이 많은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여러 명의 

유아들이 함께 놀이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블록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 아이유아들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도록 하세요. “블록을 던지면 안돼요.” “블록을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 스스로 사용하고 정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유아의 키에 맞는 선반에 블록을 보관하세요.

교사와 부모는 유아의 블록놀이가 확장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아치형 등과 같은 새로운 어휘를 알려주세요. 아래, 위, 오른쪽, 왼쪽 등과 같은 위치에 대한 

어휘를 설명해주세요.

 • 아이가 구조물에 대한 표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종이와 쓰기 도구를 비치해 두세요. 아이가 

자신이 만든 블록 구조물을 스케치, 사진,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 빈 음식 용기, 의상, 운전대 또는 기차 경적 등과 같은 상상놀이를 위한 소품을 제공하세요.

 • 블록으로 수 개념을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이 블록을 사용하여 비교하거나 각자가 같은 수의 

블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보게 하세요. 비슷한 모양의 블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아이들이 

자와 실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동물과 식물 모양 장난감을 주어 아이들이 만든 블록 구조물이 동물들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동물의 서식지에 대한 책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