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교사용지도서

곰돌이

1-7

1-7 곰돌이

2~5쪽
활동목표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크다’, ‘작다’의 크기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PROGRAM FOR CREATIVE THOUGHT
THROUGH MATH ACTIVITIES

핑거매스-놀이수학은
교구를 직접 만지고 놀고 느끼며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창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수학적 개념을 재미있는 수학 동화를 읽으면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유아기에 배워야 할 수학의 7대 영역을 골고루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조이매스가
만드는

유치원
프로그램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동화를 읽기 전이나 동화를 읽은 다음 아이들이 곰돌이
를 가지고 교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
요.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이

재밌는
상상

곰돌이

즐거운
수학

Finger math

유아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코팅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

QR코드 읽기를 하시면 핑거매스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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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로 257 (고천동, 대영골든밸리)
팩스｜031-477-3454
스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하거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됩니다.
족하여 다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LEVEL

발행
쇄
창의성연구소 : 맹은미
교 교수)

학습목표
•곰돌이 교구를 탐색하고 익힙니다.
•색과 크기에 대한 분류 개념을 익힙니다.
•1부터 5까지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야기를 나누세요.
- 동화에 누가 나왔나요?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곰돌이 가족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숨바꼭질]
•가장 큰 곰과 가장 작은 곰을 찾아보세요.
Teaching Tip
•큰 이불과 아빠곰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작
은 이불과 엄마곰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작게 해
주세요.

준비물
곰돌이,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연필

곰돌이 가족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곰돌이 가족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1주
탐색

지도 시 주안점
•동화를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곰돌이 교구를 익히는 충
분한 시간을 줍니다.
•곰돌이가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세 가지 크기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네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
시킵니다.
•아이들에 따라 이해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개념
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의의
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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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은 작은 이불 뒤로 갔어요.
"여기 계세요?"
"작은 이불 뒤에 엄마!"

엄마곰을 찾은 아기곰은 신이나서 아빠곰을 찾으러 갔어요.
이번엔 큰 이불 뒤에요.
"여기 계세요?"
"큰 이불 뒤에 아빠!"
아빠곰은 큰 이불 뒤에, 엄마곰은 작은 이불 뒤에서 숨어있었네요.
숲 속에는 아빠곰과 엄마곰, 그리고 귀여운 아기곰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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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사용지도서

1-7 곰돌이

6쪽

7쪽

활동목표
노래에 맞게 곰돌이를 놓아보는 대응 활동으로 누리과정
>자연탐구>수학적탐구>기초적 자료 수집과 결과, 사회관
계, 의사소통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활동목표
가족의 역할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보고,
알맞은 곰을 찾아보는 대응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탐구>기초적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에 속합
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곰돌이를 관찰해보세요.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면서 곰가족의 특징을 익히고
알맞은 자리에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크기에 따라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으로 부르기로 약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세요.
- 곰돌이 가족 중에 넥타이를 매는 곰은 누구일까요?
[아빠곰]
- 앞치마를 사용하는 곰은 누구일까요?
[엄마곰]
- 우유병이 필요한 곰은 누구일까요?
[아기곰]
•교구로 활동한 후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곰돌이 그림 딱지의 이름을 익히면서 그림 딱지를 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Teaching Tip
•대부분은 아빠가 넥타이를 매고, 엄마가 앞치마를 사용
하지만 때로는 아빠도 앞치마를 사용하고, 엄마도 넥타
이를 맬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곰 세 마리 노래를 불러요.

2주

약속하기

곰 세 마리가 한

아빠곰

,

Finger math

'곰 세 마리' 노래를 불러 보고 알맞은 곰돌이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엄마곰

,

은 뚱뚱해

엄마곰

은 날씬해

2주

분류,대응

물음표에는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곰돌이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집에 있어

아빠곰

아기곰

주인을 찾아주세요.

?

아기곰

은 너무 귀여워

?

?

으쓱으쓱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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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곰돌이

8쪽

9쪽

활동목표
곰돌이 교구를 이용하여 곰돌이를 색깔과 크기에 따라 분
류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
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곰돌이 교구 중에서 색깔과 크기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곰돌이를 찾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
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파랑, 빨강, 노랑, 초록 4가지 집에 각각 아빠곰, 엄마
곰, 아기곰 3마리를 놓아보세요.
•비어 있는 자리에 알맞은 곰돌이를 이야기해 보세요.
- 빨간 집에는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기곰]

Teaching Tip
• 곰돌이에는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색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고, 또 한 가지는 크기(크다,
중간, 작다)입니다.
•유아들과 곰돌이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활동해 보세요.
ex) 빨간 아기곰, 파란 아기곰 등

누가누가 살까요?

2주 분류

빨간 지붕 집에는 빨간곰 가족이 살고, 파란 지붕 집에는 파란곰 가족이 살아요.
아래 그림에 색깔과 크기에 알맞은 곰돌이를 놓아보고,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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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큰 순서
대로 놓아보세요.
- 제일 큰 곰이 누구인가요?
[아빠곰]
- 그 다음은 누구인가요?
[엄마곰]
- 엄마곰 다음에는 누가 와야 할까요?
[아기곰]
•왼쪽에 정렬된 물건들의 색을 확인해보세요.
- 사과, 자동차, 나비, 새싹은 무슨 색 인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누가 제일 키가 클까요 ?

2주 측정(크다,작다)

키가 큰 순서부터 그림 딱지를 차례대로 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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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곰돌이

10~11쪽

12쪽

활동목표
나무 의자에 곰돌이를 하나씩 올려 일대일대응을 경험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규칙성 이해하기, 사회관계, 의사소통
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도착한 순서에 따른 순서짓기를 경험하는 활동으로 누리
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아기곰 5마리를 꺼내 놓고, 게임을 설명합니다.
- 나무 의자와 곰돌이의 수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곰돌이가 많은가요? 의자가 많은가요?
•숫자를 쓰고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 써 보세요.
•일대일대응은 수세기를 하기 전에 꼭 익혀야 하는 개념
입니다.
- 10쪽은 먼저 의자와 곰을 하나씩 대응시켜 나가도록 하
고, 개수가 같다는 개념을 익히도록 도와주세요.
- 11쪽은 의자 수와 곰돌이 수를 비교하여 의자 수가 1개
모자라다 또는 곰돌이 1마리가 남는다는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지문에 맞게 아빠곰을 놓아보세요.
•아빠곰과 1, 2, 3등 시상식대를 연결하세요.
•자연스럽게 서수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 첫 번째로 들어온 곰은 누구일까요?
[빨간 아빠곰]
- 파란 아빠곰은 몇 번째로 들어왔나요?
[두번째]
- 그럼 3등한 아빠곰은 누구일까요?
[초록 아빠곰]

Teaching Tip
•단순하게 교구를 놓기보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노래를
부르면서 활동합니다. 유아들과 직접 게임을 해도 좋습
니다.

곰돌이 운동회 1

3주 순서짓기

운동회에서 아빠곰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1등은 빨간 아빠곰, 2등은 파란 아빠곰, 3등은
초록 아빠곰이 되도록 교구를 놓아보세요. 1, 2, 3등에 알맞게 아빠곰을 연결해 보세요.

우리 함께 즐겁게 1

우리 함께 즐겁게 2

3주 일대일 대응

1

3주

수세기,비교

아기곰 7마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서로 손을 잡고 돌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빨리 의자에 앉는 게임이에요. 각각 의자에 곰돌이를 놓아보세요.

아기곰 5마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서로 손을 잡고 돌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빨리 의자에 앉는 게임이에요. 각각 의자에 곰돌이를 놓아보세요.

2

2
1

곰돌이 수와 의자 수가 같아요 / 달라요

3

4

3
4
5
10 Finger Math

5
곰돌이가

1

6
마리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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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14쪽

활동목표
기차놀이로 반환점을 돌아왔을 때, 자리 변화를 알아보는
활동(점대칭)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규칙성 이해하기에 속합니
다.

활동목표
손가락 수에 맞게 곰돌이를 놓아보고, 1부터 5까지의 수
를 세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곰돌이 교구를 차례대로 놓고, 하나씩 반환점을 돌아보
고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알아보세요.
- 기차의 제일 처음에는 누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나요?
- 반환점을 돌아오면 자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 파란 아빠곰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 빨간 엄마곰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도착한 순서에 따라 알맞은 색깔을 칠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손가락 수를 세어보세요.
•오른쪽 손가락 수에 맞게 곰돌이를 놓아보세요.
- 손가락을 하나 폈을 때 곰돌이는 몇 마리 놓아야 할까
요?
- 곰돌이가 4마리 있어요. 손가락은 몇 개를 펴야 할까요?
•개수에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Teaching Tip
•5세 유아에게는 어려운 활동이므로 유아에게 정확한 답
을 요구하기 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으로만 끝내도 좋습
니다. 또한, 유아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고 답을 알
려주는 것보다 주변의 물건을 연결해서 반환점을 도는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실제로 친구들과 기차놀이
를 하며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곰돌이 운동회 2

숫자놀이

3주 대칭

오늘은 운동회 날이에요. 곰돌이들이 긴 밧줄로 기차놀이를 하고 있어요.
반환점을 돌았을 때의 모습을 놓아보고, 순서에 맞게 색칠해 보세요.

4주 비교

다음 손가락 수에 알맞은 곰돌이를 오른쪽에 놓아보고, 수에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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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16쪽

활동목표
곰돌이를 비교하여 크기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
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위치(앞, 뒤)를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규칙
성 이해하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노란색, 초록색 곰돌이 가족을 꺼내놓고, 크기를 비교
해 보세요.
- 키를 똑바로 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그어서 똑같이 재요. 세워서 재요. 등]
- 키가 가장 작은 곰은 누구일가요?
[아기곰]
- 키가 가장 큰 곰은 누구일까요?
[아빠곰]
•바나나와 선인장의 색깔에 맞게 곰돌이 그림 딱지를 붙
여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놀이기구 앞에 누가 가장 먼저 줄을 서 있나요?
[노란색 아기곰]
•제일 뒤에는 누가 서 있나요?
[빨간색 아빠곰]
- 파란 아빠곰 앞에 빨간 엄마곰이 있어요.
- 노란 아빠곰 뒤에 빨간 엄마곰이 있어요.
- 파란 아빠곰 뒤에 초록 아기곰이 있어요.
- 빨간 아빠곰 앞에 초록 아기곰이 있어요.
•자리에 맞게 곰돌이를 놓아보고, 그림 딱지를 붙여 보
세요.

곰돌이 키재기

줄을 세워주세요.

4주 측정(크다,작다)

4주 위치 알기 (앞과 뒤)

곰돌이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어요.
알맞은 곰돌이를 놓아보고,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누가 누가 가장 작을가요?
키가 작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놓아보고,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파란 아빠곰 앞에 빨간 엄마곰이 있어요.
파란 아빠곰 뒤에 초록 아기곰이 있어요.

키가 작은 곰

키가 중간인 곰

키가 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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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사용지도서

1-7 곰돌이

17쪽
활동목표
시간의 순서와 하루 일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누리과
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기초적인 측정하기(시간)에 속
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일어나야 할 일
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일의 순서에 맞게 번호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Teaching Tip
•시간의 순서를 아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수학적 이해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유아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활동할 수 있
도록 지도합니다.

아기곰의 하루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교육효과
곰돌이 교구를 활용해서 색 분류, 크기 분류 등 단순
분류하기가 가능하며, 크기 비교에 따른 순서 짓기와
곰돌이를 세어보는 수세기 등의 놀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4주 시간

아기곰의 하루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맞게 이야기해 보고,
순서대로 번호 그림 딱지를 붙여보세요.

'Finger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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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영역

이 가족

수학동화를 읽고,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 본다

숨어라

동화에 나온 내용을 보고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 본다, 비교

마리 노래를 불러요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본다

약속하기

을 찾아 주세요

그림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본다

분류, 대응

누가 살까요?

색깔과 크기에 맞는 곰 스티커를 붙여본다

분류

제일 키가 클까요?

키가 큰 순서대로 곰 스티커를 붙여본다

측정

함께 즐겁게 1

의자수와 곰돌이수에 맞게 놓아본다

일대일대응

함께 즐겁게 2

의자수와 곰돌이수에 맞게 놓아본다

수세기, 비교

이 운동회 1

1, 2, 3 등수에 알맞게 교구를 놓아본다

순서짓기

이 운동회 2

반환점을 돌아온 곰들을 순서에 맞게 놓아본다

대칭

놀이

노래를 부르고 숫자에 맞게 교구를 놓아본다

비교

이 키재기

키가 작은 순서대로 곰 스티커를 붙여본다

측정

세워주세요

위치 조건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본다

위치 알기

곰의 하루

그림을 보고 시간의 순서에 맞게 이야기해 본다

시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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