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도구 및 활동

색상 혼합

e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일의 작동 방식을 알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
술은 교실과 작업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7]. 
이러한 기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이 색 
혼합을 실험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색상 혼합은 색상
이 함께 섞이는 방식을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를 탐색
하고 특정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하여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비판적 사
고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전체를 만들기 위해 결합
하는 비율과 같은 조기 수학 개념을 소개할 수 있습
니다[8].

필요한 준비물

Play-Doh 복합물 – 원
색(빨간색, 노란색 및 
파란색)

평평한 작업 표면

수행 작업

1단계

통에서 2개 이상의 Play-Doh 색상을 꺼내서 Play-Doh 
복합물의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굴려서 비슷한 크기의 공
을 만듭니다.

2단계

아이들이 손가락을 사용하여 컬러 공을 조합하여 새로운 색
상을 만듭니다.

3단계

실험해보라고 독려하세요! 한 가지 색상을 더 추가하거나 다른 
색상을 새로 조합하여 음영의 변화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공 2개와 파란색 공 하나를 섞으면 각 공의 색상을 혼
합하지 않고 다른 녹색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재미 있는 팁

강사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되어 비판적 사고 기술을 높이는 데 도와주고 귀하와 귀
하의 아이 모두에게 더 재미 있는 경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탐구를 계속하고 생각
을 요약하고 아이와 소리내어 고민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빨간색은 남아 있을까? 
네가 만든 새 색상은 뭐야?
Play-Doh 조각을 계속해서 더 가늘게 만들면 끊어질까?
네가 만든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이 방에 있니?
색상을 만드는 데 몇 개의 조각을 사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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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의 잠재적 이점

"귀하의 참여와 "재미 있는 팁" 활용으로,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개념을 탐색하고 다음을 비롯한 귀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예상하기 
변화 관찰  
원인과 결과 탐구 
비교 및 대조  

소근육 운동
손가락의 작은 근육을 강화하고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것은 이후 필기 도구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각의 통합 사용
시각, 촉각, 후각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재료를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
여 실습 학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 산수 개념

• Play-Doh 복합물의 다른 부분을 실험해 보면서 전체를 만드는 조
합 비율과 방법에 대해 수학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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