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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 & Co)

교구활용
교 구 명 쿠의 농장:

활 동 명 동물 먹이:

활동목표 양양대응 수이해: , 1 5～

동물 카드에 있는 동물의 양만큼 칩을 가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내의 수에 대한5(3)

양양대응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농장에 가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①

농장에 가 본 적이 있니?

농장은 어떤 곳일까 농장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어떤 동물들이 있었니? ? ?

그 동물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농장에 대한 도입 이야기를 합니다..②

오늘 너희들은 쿠 아저씨의 농장에 초대를 받았단다 가서 보니까 음매 꿀꿀 야옹 등. ˜ ˜ ˜

여러 동물 친구들이 있었단다 아저씨는 너희들에게 농장 친구들이 있는 사진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단다 그런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을 지켜서 게임을 한 친구.

들에게만 주신대 자 우리 함께 농장 친구들의 사진을 받아볼까. ?

동물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③

고양이는 어디 있나요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가요 소는 어디 있나요?, ?, ?

동물 카드를 모두 뒤집어 둡니다.④

동물 카드를 뒤집어서 나온 양 만큼 칩을 가지고 갑니다.⑤

또는 주니어 칼라리노 교구에서 판에 칩을 꽂아줍니다. 
난이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카드를 이내의 카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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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용
교 구 명 쿠의 농장:

활 동 명 공통점 찾기:

활동목표 : 수에 대한 공통점 파악 및 동물 특징의 공통점 파악

뒤집은 카드와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직관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입

니다.

먼저 각 카드의 동물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이야기 해보게①

합니다.

전체 마리수 각각 동물의 마리수 등을 찾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모두 뒤집어놓은 후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차례가 되면 돌아가면서 장1 . 1

씩 뒤집습니다.

② 뒤집은 카드와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의 공통점이 있으면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종류 총 마리수 예를 들어 모두 마리씩 이예요 닭이 마리가 있어요- , ... , 3 . 2 .....

동물 카드가 없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③

각자 모은 카드를 세어보세요.

이 활동은 수량 대응 외에도 자기 스스로 다양한 수에 대한 기준과 요소를 생각해 가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마디

활동이 끝난 후 카드의 동물 그림을 덧셈식 뺄셈식으로 표현해보게 합니다, .

강아지 마리와 소 마리 라면 모두 다섯 마리2 3 2 + 3 = 5 ,

또는 소가 강아지 보다 한 마리 많아요 라고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3 - 2= 1 . .

카드를 장정도 바닥에 늘어놓고 선생님이 말하는 수식에 해당되는 카드 찾아보기를 해10

볼 수 있답니다.

교구활용
교 구 명 쿠의 농장:

활 동 명 동물 카드 선택하여 게임하기:

활동목표 전체와 부분의 비교 및 전략적 사고:

주어진 여러 장의 동물 카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동물 카드를 찾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찰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동물 카드의 동물의 수를 고려하여 동물카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3 .①

이때 마리의 동물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진행하세요5 .

주사위 개를 던진 후 어떤 카드를 가져갈지 결정하고 해당되는 주사위는 빼어둡니다5 .②

번을 모두 던져서 그 동물의 조합을 만들었으면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3 .③

가져간 카드의 자리에 뒤집어져 있는 새로운 동물 카드를 펼쳐둡니다.④

동물 카드 장을 먼저 모은 사람이 있으면 게임이 끝납니다4 .⑤

각자 모은 카드의 수를 세어보면서 수의 대소비교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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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용
교 구 명 쿠의 농장:

활 동 명 몇 마리: ?

활동목표 카드 속 동물 관찰하기:

뒤집어진 카드 중 한 장을 보여주면 그 마리수를 빨리 말한 게임자가 카드를 획득합니다.

다리수 말하기①

마리수 말하기가 잘되면 다리 개수도 세어 보고 게임합니다.

덧뺄셈식 만들기②

카드 그림을 식으로 표현합니다.

강아지 마리아 소 마리라면 강아지와 소는 모두 다섯 마리2 3 .. 2+3=5 ,

또는 소가 강아지보다 한 마리 더 많아요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