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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AKS = 학업 지식 및 기술: 자녀가 올해 학교에서 배우게 될 교과과정. 

 

목표/AKS: 물건의 수를 셉니다. 일렬, 작사각형 배열 또는 원으로 배치된 최대 20개 또는 흩뿌려져 배치된 최대 10개에 

대해 “몇 개야?” 질문에 답합니다. 주어진 1-20까지 숫자에서 여러 물체의 수를 셉니다. 20 이내에서 페니를 식별하고 

셀 수 있습니다(여러 수학적 맥락에서 페니를 교구로 사용). 

 

 

이에 따라... 

아이는 20 미만의 물체를 셀 수 있고 몇 개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일렬, 사각형 원형 또는 흩어진 물체를 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20 미만의 숫자에서 20까지 셀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다른 배치의 물체를 만지고 셀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아이는 숫자를 읽고 쓰며 물체의 수를 숫자로 쓸 

수 있습니다. 

활동 제목: 집에서 셈하기 수준: 능숙 

필요 물품: 필요한 경우, 물품에 관해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하세요. 

● 한 그릇의 카운터(하나씩 잡고 셀 수 있는 물체). 크래커, 나비넥타이 파스타, 크레용, 페니, 시리얼 등 셀 수 

있고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교구.  

    

디지털 수학 교구: 곰  동전  색상 타일 

지도:  

1. 아이를 위해 크게 읽으세요. “천사가 크래커 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 그의 친구가 8개를 집어 달라고 했어. 

천사가 금붕어 8개를 세도록 도와줘.”  

2.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세요. “나는 카운터를 사용해서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볼 거야. 천사는 

카운터를 쏟아야 그 중에 8개를 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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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카운터를 쏟으면, 그것들을 세기 쉽게 하기 위해 일렬로 배치해야 해. (카운터를 쏟고 아이와 같이 세기 위해 

일렬로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4. 나는 각 카운터를 세면서 만질 거야. 그래야 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내게는 카운터 8개가 있어. 내가 그것들을 일렬로 세우고 

만지고 세어봐서 알지. 

  

 

5. 그래서 천사를 돕기 위해… (천사가 하듯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게 하세요) 나는 그에게 카운터를 쏟고, 일렬로 

정렬하고, 8을 얻을 때까지 카운터를 만지면서 세도록 할 거야. 

 

6. 마지막으로 동일한 크래커를 원 모양으로 놓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크래커를 세도록 하세요. 질문하세요. “총 

개수가 바뀌었니?” 사각형 배치와 흩어진 배치로 반복하세요. 배치는 변했지만 총 개수는 변하지 않았음을 

아이는 알아채야 합니다. 다른 물체와 20까지의 숫자로 9주간 계속하세요. 

 

 

  

원형 직사각형 배열 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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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1. 먼저 1에서 5까지 숫자를 세는 것을 연습하세요. 물체 세트를 보여주고 아이에게 “몇 개야?” 질문에 답하게 

하세요. 예시: 

크래커 5개를 일렬로 놓고 “몇 개야?”라고 질문합니다. 아이에게 각 카운터를 세고 크래커의 총 수를 

애기하도록 하세요. 

 

2. 물체를 세면서 숫자 선을 사용합니다. 

3. 물체를 세면서 10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쉽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1. 페니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배치합니다. 시작점부터 각 페니를 만지고 세면서 각 숫자를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메리와 호세에게 준 페니를 보여줍니다. 

 

2. 다음과 같이 질문하세요 “누가 페니 11개를 가지고 있지? 이 페니들을 세려면, 페니들 중에 하나를 시작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먼저 할 거야. 메리의 페니를 세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메리의 페니 

호세의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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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려는 첫 번째 페니를 손가락으로 만지세요. 그 다음 “책을 읽듯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는 것이 편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아이와 함께 큰소리로 세기 시작합니다.  

 

4. 메리의 첫 번째 페니부터 시작하여 각 페니를 가리키고 수를 셉니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그 다음, 여덟에서 멈추고 말하세요… “메리가 여덟 개의 

페니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메리는 11개의 페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호세가 페니 11개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페니를 세어야겠어. 이 페니들을 세려면, 페니들 중에 하나를 시작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먼저 할 거야.” 

 

5. 첫 번째 페니를 가리키면서 말하세요. “책을 읽듯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는 것이 편할 것 같아. 큰 소리로 

페니를 만지면서 셀 거야.” (호세의 첫 번째 페니부터 시작하여 각 페니를 가리키고 수를 셉니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11에서 멈췄으니 호세가 페니 11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6. 20 이상의 숫자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무더기의 물체를 주고 20 이상의 숫자를 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나는 한 무더기의 5센트 동전이 있어. 동전 중에 22개를 셀 수 있어?” 다른 물체와 20 

이상의 숫자를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호세의 페니 

호세의 페니 

메리의 페니 

메리의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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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하세요.  

1. 페이지에 있는 물체를 세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줄게. 시작점을 표시하고 각 물체를 만지고 세면서 

숫자를 말한 다음 이 숫자를 적는 거야. 수학자들도 페이지에 있는 물체를 세고 그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 

이렇게 한단다. 

 

2.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세요. …” 이 그림을 살펴보자. 이것들은 미술 수업에서 벨라의 책상에 있는 

크레용이야.” 

  

 

3. 벨라는 모두 크레용 16개를 셌어. 레이라니는 크레용 13개를 셌어. 누가 옳을까? 벨라 아니면 레이라니? 

“이 크레용을 세려면, 크레용 중에 하나를 시작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먼저 할 

거야.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알기 위해 첫 번째 크레용에 점을 찍을 거야. 책을 읽듯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는 것이 편할 것 같아.” 

 

 

 

4. (가장 왼쪽 상자의 크레용부터 시작해서 각 크레용을 가리키면서 셉니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본…여덟…아홉…열…열하나…열둘…열셋…열넷…열다섯… 

열여섯. 열여섯에서 멈췄어...책상에 크레용 16개가 있는 거야. 세어 본 크레용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16을 

쓸 수 있어.” (크레용의 그림 옆에 16을 쓸 수 있습니다) “벨라가 맞았어. 책상에는 크레용 16개가 있어.” 

5. 계속해서 다른 물체를 제시하면서 아이에게 누가 맞는지 결정하게 하세요. 예시: 책상에 작은 단추들을 

원형으로 놓고 말하세요. “나는 버튼이 19개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지?” 11-20 사이의 숫자와 다른 배치로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