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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in Pile Up)

교구활용
교 구 명 펭귄 파일 업:

활 동 명 몇 자리가 비었나요: ?

활동목표 수량 대응 소근육 발달: ,

주사위의 수만큼 펭귄의 수를 대응하여 올려보거나 펭귄을 이동시켜 보는 활동입니다, .

수 도트 주사위와 함께 사용하면서 한 자리수의 수량 대응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

펭귄을 서로 같은 수로 나누어 가집니다.①

한 사람당 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5-7 .

펭귄들이 얼음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신나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헤엄을 쳤더니 이제 조금 피곤하대요.

펭귄들이 얼음산에 올라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트 또는 숫자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의 펭귄을 얼음산에 올려줍니다1-3 .②

한 차례에 나온 수만큼의 펭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얼음산에 몇 자리가 있을까 주사위를 굴려 알아봅시다? .

얼음산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펭귄 두 마리를 올려주어야겠어요2 . .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자리를 찾아보세요.

올리는 도중 펭귄이 떨어지면 떨어진 펭귄을 자신의 얼음바다로 데려갑니다.③

펭귄 두 마리를 얼음산에 올려주었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다시 얼음바다로 풍 덩 바다에는 아직 마리의 펭귄이 헤엄치고 있네요! 6 .～

자신의 펭귄을 모두 먼저 올리는 사람이 펭귄에게 자리를 가장 잘 찾아준 사람입니다.④

한마디< >

빙산에 낮은 곳부터 순서대로 숫자 스티커를 붙인 후 주사위에 나온 수만큼 펭귄을 이동하

여 꼭대기에 먼저 도달시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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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용
교 구 명 펭귄 파일 업:

활 동 명 얼음산 등산 경기:

활동목표 소근육 발달 공간 관찰력 공간 판단력: , ,

처음 교구를 접할 때 교구 탐색을 위해 펭귄을 마리수를 정하여 떨어트리지 않고

올려놓아 보는 활동입니다.

펭귄이 떨어지지 않도록 올려놓아 보는 과정을 통하여 소근육 및 공간에서의

균형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리수를 정하여 펭귄을 올려봅니다.①

펭귄마을에 얼음산 등산 경기가 열렸어요.

얼음산에 미끄러지지 않고 많이 올라가는 팀이 승리한답니다.

우리팀 선수들은 얼음산에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운드에는 세 마리의 펭귄부터 시작해 볼까요1 ?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 .

세 마리의 펭귄이 미끄러지지 않고 모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정해진 마리 수의 펭귄이 모두 올라가면 라운드가 통과되고 한 마리를 더하여1②

다음 라운드에 도전합니다.

만약 올리는 도중 펭귄이 떨어지면 기회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③

다시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실패한 라운드부터 재도전합니다.

마리 라운드 를 올리는 것에 성공했다면 마리 라운드 에 도전합니다3 (1 ) 4 (2 ) .

이때 라운드 때 올려진 펭귄 마리는 내린 후 다시 시작합니다1 3 .

라운드까지 통과 하고 마리 라운드 를 올리는 도중 펭귄이 떨어졌다면2 5 (3 )

다음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다시 차례가 돌아왔을 때 마리 라운드 부터 다시 도전5 (3 )

합니다.

몇 라운드까지 도전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여 정해진 라운드까지 먼저 성공한 사람이④

얼음산 등산경기의 우승자가 됩니다.

한마디< >

마리 정도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지만 마리를 모두 올리는 것은 쉽지15 , 24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라운드를 지정할 때 아이의 연령 수준에 따라 최종 라운드를 조절해 줍니다, .

혼자서 몇 마리의 펭귄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한 마리당 점씩 생각하여 자신의 점수를 올1

리는 것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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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용
교 구 명 펭귄 파일 업:

활 동 명 빙산이 흔들려요: .

활동목표 소근육 발달 공간 관찰력 공간 판단력: , ,

기초 수 연산

본 활동을 진행하면서 펭귄의 마리수를 덧셈 뺄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올려놓은 펭귄과 떨어진 펭귄의 수량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초 수 연산에 대한 연습

을 할 수 있습니다.

펭귄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 가집니다.①

나누어 가진 펭귄의 수가 수 연산의 기준 수가 되므로 어린이의 수 활용능력에 따라

적정한 마리수를 결정합니다.

펭귄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빙산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빙산 밑의 얼음바다로.

떨어진대요 미끄러운 빙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펭귄을 올려놓습니다1-3 .②

펭귄을 올려놓고 나면 내 펭귄 수의 변화를 수식으로 이야기 해봅니다.

선생님은 펭귄이 마리 있었는데 마리가 빙산에 올라가서 마리가 되었어요7 1 6 .

한 마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에요7 - 1 = 6 .

만약 올리는 도중 펭귄이 떨어지면 떨어진 모든 펭귄을 자신의 마을로 데리고 옵니다.③

마리의 펭귄이 있었는데 마리의 펭귄을 더 데려왔으니까 마리가 되었어요4 3 7 .

마리가 늘어났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아 졌어요3 4 + 3 = 7 .

자신의 펭귄을 모두 올려놓아 이 되는 사람이 미끄러운 빙산에서 가장 오래 견딘0④

사람이 됩니다.

종이나 칠판에 수식의 과정을 써보면서 게임을 진행한 후 과정을 살펴보며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펭귄수가 처음에 몇 마리였을까요?

펭귄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펭귄을 모두 올려놓을 때 까지 내 차례는 몇 번 이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