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ergarten Math – KOREAN
킨더가든 수학
복습, 숙달, 그리고 확장
학부모님께,
여름은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 할 수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은
킨더가든에서 배웠던 표준 교과 과정을 복습 할 수있고 주요 표준 교과 과정을 확실히
숙달을하고 1 학년의 표준 교과 과정을 예습 할 수 있습니다. 킨더가든에서 중점을 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 이름과 세는 순서 알기
•세어서 개체의 수를 말하기
•10 까지 덧셈과 뺄셈을 이해하기
•수 11-19 의 자리값 공부하기
•측정이 가능한 특성들을 비교하고 설명하기
•개체들을 범주안으로 분류하기
•모양들을 식별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만들고 구성하기

학생들이 예습 할 수있는 1 학년 수 학 개념들
•20 까지 덧셈 뺄셈하기
•20 이내의 서술형 문제 풀기
•3 개의 자연수 단어 문제 풀기 문제
•120 까지 세기

보기 1

7+9 는 9+7 로도 쓸 수있다. 더 큰 수에서 부터 세어나가는 것이 덧셈을 더 쉽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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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트레이시의 엄마는 컵케익 18 개를 만들어 4 개를 바로 먹었습니다. 컵케익은 몇 개
남았나요?

보기 3
후안, 미아, 제니퍼는 애완 동물 쇼를 위해 자신들의 애완 동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후안은 새 2 마리를 가져왔고 미아는 개 3 마리 그리고 제니퍼는 햄스터 4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애완 동물 쇼를 위해 가져온 동물들은 모두 몇 마리 일까요?

보기 4
끝점이 0 에서 120 인 수선을 그리세요. 수선에 점을 찍으세요. 그 점이 이 수선에서
나타내는 수는 무엇입니까?

가정 활동
•
•
•
•
•
•
•
•

사발에 담긴 젤리 빈, 병 속의 동전들, 봉지에 든 치리오 등등 과 같은 것들을 세어보기.
신문이나 잡지 또는 집 안에 있는 여러가지에서 숫자를 찾아보기.
운전 중, 줄넘기 할 때, 가게에서 줄을 서 있을 때와 같은 여러 활동 중 아이와 함께 수를 세는 연습하기
주사위 한개를 굴려 나온 숫자들을 서로 더해보기.
주사위 2 개 또는 여러개를 한 번에 굴리고 거기에서 숫자 2 개 또는 3 개로 조합하여 서로 더해보기
집 주소의 숫자를 모두 더해 보기.
콩, 동전 등의 셀 것 20 개를 준비할 것. 주사위 두개를 굴려 2 개의 숫자를 만들 것. 셀 것이 모두 없어져 0 이
될 때까지 그 나온 숫자를 셀 것에서 빼기.
덧셈 또는 뺄셈의 수식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그 수식과 어울리는 이야기 문제를 구성하도록 하기. 보기: (2
– 1 = 1) 쿠키 병에 쿠키가 2 개 있었다. 엄마가 쿠키를 한개 드셨다면 쿠키 병에 남아있는 쿠키는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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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식 구축 및 예습을 위한 1 학년 수학 학습 링크
기술과
개념

웹 사이트

조기 수학
사용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Start
Mission 을 클릭하셔서, 새 계정을
만드시고, gmail, 훼이스북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가입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귀하의 계정에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웹 주소

https://www.khanacademy.org/math/
early-math

https://learnzillion.com/lesson_plans/4965-add-and-subtract-within-20-onan-open-number-line

20 이내의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을
사용한 단어
문제

http://www.abcya.com/first_grade_word_problems_add_subtra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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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까지
세기

https://www.youtube.com/watch?v=RgbAcoPpx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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