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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AKS): 

유치원 

수학 

● 아이는 20까지 숫자와 수량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 집합에 있는 숫자와 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숫자 이름을 알고 순서를 셀 수 

있습니다. 

아이는 물건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1: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10 프레임에 정확하게 

카운터를 놓습니다. 

 (10 프레임) 

행동 2: 10 프레임에 사람/동물이 추가될 때마다 아이는 

물체의 총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제목: The Napping House 수준: 능숙 

필요 물품: 
● Audrey Wood의 The Napping House(실제 책 또는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uhyQqXs-8E) 

 

 

 

 

 
 

● 아이를 위한 10 프레임(그리기 또는 인쇄)  

● 아이 1명당 6-10 카운터(버튼, 시리얼, 구술, 동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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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아이에게 활동을 설명하세요. Napping House를 함께 읽으세요. 사람이나 동물이 침대에 갈 

때마다 멈추세요. 이 때, 아이는 카운터를 10 프레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추가될 때마다 몇 

명이나 침대에 있는지 아이에게 질문하세요. 

2. 각 페이지를 읽은 후 멈추고 몇 명이나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그리고 10 프레임에 몇 개의 

카운터가 추가되었는지 아이에게 질문하세요. 아이에게 카운터를 10 프레임에 놓도록 알려줘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할머니를 위해 카운터 1개가 있어야 합니다. 
 

 

3. 아이가 침대로 가게 되면, 카운터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침대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이에게 말하게 하세요. 
 

 

4. 10 프레임에 카운터 1개가 추가될 때마다 이 행동을 하세요. 

 

 
5. 깨어 있는 벼룩이 추가되면 10 프레임에 카운터 6개가 있어야 합니다. 

 

 

6. 벼룩이 쥐를 물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동물이 아직 침대에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 아이는 10 프레임에서 카운터를 제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벼룩이 쥐를 물으면, 침대에는 사람/동물이 넷만 있게 됩니다. 
 

 

7. 이야기 끝날 때에는 10 프레임에 카운터가 없어야 합니다. 

8. 마지막에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와 함께 대화하세요. 아이에게 요약하고 

카운터를 이용한 활동에 연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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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5 프레임과 추가 1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예:       

● 아이에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하면, 사람/동물이 침대에 추가될 때마다, 5/10 프레임에 

놓도록 아이에게 한 번에 카운터 1개를 주세요. 

● 이야기 도중에 상황이 뺄셈으로 바뀔 때, 아이를 위해 10 프레임에서 카운터를 빼셔도 

됩니다. 이것은 학생에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침대에 있는 사람/동물과 일치하게 시각자료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침대로 가면, 카운터는 할머니의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amazon.com/Napping-House-Figures-Flannelboard-Stories/dp/B005DVIQNO 
 

이 방법이 너무 쉽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아이가 능숙하거나 작은 도움으로도 이 활동을 잘 한다면 10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정확하게 셈을 해야 할 책임감을 가질 것입니다. 

● 활동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 각 카운터가 10 프레임에 추가될 때마다 아이에게 각 

카운터 밑에 숫자를 쓰게 하세요. 
 

이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하세요. 

● 아이가 이 활동을 익혔다면, 기술을 계속 연습하기 위해 아래에 나와있는 활동을 추가로 

시도하세요. 

○  선물 주머니 

○  셈하기 매트 

기술을 연습할 기타 활동: 

● 10 프레임 만들기에 창작성을 발휘하세요! 종이나 화이트 보드에, 분필로 진입로에 또는 

마당에 막대기로 10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런 모든 활동을 자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가 10 프레임에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한 

줄에 5 프레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으면, 10 프레임 2개를 

사용하여 20까지 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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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채우기: 카드 한 벌이나 우노 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를 뒤집고 10 프레임을 카드의 숫자로 

채우세요. 자녀의 수준에 맞게 카드를 조정하세요. 아이가 5에 대해 연습한다면, 5보다 큰 카드는 

빼세요. 

5, 10 또는 20까지 경주: 1, 2, 3만 있는 주사위나 카드를 만드세요. 

1. 각 플레이어에게 1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카드를 

뽑습니다. 2가 나오면 프레임에 2칸을 채우세요. 프레임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2. 이 활동을 마치면서 다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몇 개나 채워졌지? 

● 몇 개가 비어있지? 

● 프레임을 채우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할까? 

 
 

 
이 영상은 자녀와 연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추가 AKS 이해를 위한 GADOE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