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보기1 보기2 보기3 보기4 정답

요리는 아동의 모든 발달영역과 연관된 풍부한 (

)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총체

적인 활동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

가?

경험 지식 성취감 자신감 1

요리를 통한 교육방법으로써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아동요리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전문가

는 무엇인가?

방과후지도사 독서지도사 아동요리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3

아동요리의 교육적 가치가 아닌 것은? 오감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만족지연능력 감소 4

아동요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신감 향상 의존감 향상 편식 교정 호기심 증가 2

통합적 요리활동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

려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

다.
3

통합적 요리활동의 전개방향으로 알맞은 것은?
음식을 잘 만드는 데 목

적이 있다.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들이 선호하는 재료

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동들이 직접 뒷정리는

하지 않는다.
2

통합적 요리활동에서 사전활동으로 알맞은 활동

은 무엇인가?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확

장

요리순서도를 보고 요리

하기

완성된 요리를 먹으며

느낌을 이야기 나누기

호기심을 갖도록 동기부

여
4

통합적 요리활동에서 본활동으로 알맞은 활동은

무엇인가?

요리도구 정리하기, 설

거지하기

요리명, 요리도구 및 재

료 소개
유의점 및 규칙 정하기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확

장
1

4세 미만 연령의 요리 활동의 학습 포인트로 바

르지 않은 것은?

부모와 함께 활동에 참

여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메뉴로

선택한다.

심한 감정변화에 유의한

다.

놀이를 겸한 요리활동을

전개한다.
3

8세~13세 연령의 요리 활동의 학습 포인트로 옳

은 것은?

주변 환경에 예민하여

적응이 더디다.

좀 더 복잡하고 창의적

인 요리 선택한다.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

며 모든 발달의 최적기

이다.

심한 감정변화에 유의한

다.
2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요리프로그램은 무엇인

가?

[<보기> 가장 대중화된 요리이며 식품에 대한

선입견을 교정하는 과정이다.]

놀이 요리 동화 요리 미술 요리 편식 요리 4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요리프로그램은 무엇인

가?

[<보기> 흥미로운 놀이를 위한 요리 재료 탐색

과 함께 오감발달 및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과

정이다.]

놀이 요리 동화 요리 미술 요리 편식 요리 1

요리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소집단의 인원

구성 시 고려할 점이 아닌 것은?
진행시기 및 연령 아동들의 친숙도 요리방법의 난이도 요리명 4

요리활동의 진행 시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리활동 집단 구성 요리순서도의 활용 수동적 참여 요리 종류의 선택 3

요리활동의 진행 시 건강 및 안전문제와 관련하

여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요리 도구는 아동들의

손에 닿는 곳에 보관

아동들의 음식물 알레르

기에 대한 기록

감기나 전염병에 걸린

아동들은 요리활동에 제

외

요리 하기 전 손 씻기 1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순서도의 특징

이 아닌 것은?

요리활동에 필요한 재료

와 도구를 알려준다.

요리과정에 필요한 재료

와 양을 정확한 언어로

알려준다.

요리방법은 반드시 글씨

로 나타낸다.

요리과정을 단계로 나누

어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요리활동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

지 않은 것은?
청결과 안전이 최우선

아동의 연령에 적절한

용기 및 기구의 선택

열기구 주변에 경계선을

표시하여 교사가 적절히

개입

요리재료가 잘 보이는

유리그릇을 선택
4

요리활동을 위한 환경구성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공간 확보 물의 사용이 용이

사회성 향상을 위한 대

집단 구성

자연채광 및 적절한 밝

기의 조명
3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입각한 교사의 역할이 아

닌 것은?
안내자 지시자 상호작용자 평가자 2

요리활동 사전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주제와 요리는 교사가

단독으로 선정

아동의 연령 및 시기를

고려
요리순서도 준비

교육기관의 시설과 요리

도구 점검
1

요리도구의 선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구 대신 아동의 손을

활용

썰기는 반드시 칼을 사

용

전기제품 사용 시 안전

교육 및 교사의 도움

아동의 연령에 맞는 크

기와 재질 선택
2

요리재료의 선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신선한 재료를 구입 알레르기 식품 파악
편식 교정을 위한 식품

활용

계절에 상관없는 식품

활용
4

요리재료의 손질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단단한 야채는 통째로

준비

반조리 할 경우 신선함

유지

햄이나 맛 살 등은 가볍

게 데치기
양파는 구워서 준비 1

요리활동 시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아동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제스츄어 사용 삼가 예리한 통찰력 정확한 결단력 2

요리활동 시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삼가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입장에 서기
집중하여 대화 듣기

아동의 분노와 수치심

유발
4

아동요리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