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교사용지도서

2-7 틱톡링

틱톡링

2-7
2~5쪽

활동목표
틱톡링을 탐색하고,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지
도해 주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동화를 읽기 전이나 동화를 읽은 다음 아이들이 틱톡링
을 가지고 교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이
야기해 보세요.
- 동화에 누가 나왔나요?
[콩콩이, 꽁꽁이, 선생님, 친구들]
- 어떤 색깔 틱톡링이 나왔나요?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보라]
- 선생님은 콩콩이와 꽁꽁이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셨
나요? [색깔대로 모양 만들기]
-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대로 틱톡링을 놓아보세요.
학습목표
•틱톡링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틱톡링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는 모양을 만들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공간지각 능력을 기릅니다.
준비물
틱톡링, 색연필, 연필

어느 날 콩콩이와 꽁꽁이의 선생님은 ‘색깔대로 모양 만들기’
숙제를 내주셨어요. 콩콩이는 매일 열심히 연습했어요. 꽁꽁이는
“난 저런 것쯤 연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라며 열심히 연습하는 콩콩이를 놀렸어요.
“느림보 콩콩아! 넌 아무리 연습해도 날 이길 수 없어.
나보다 빠를 수는 없다구~ 하하하”

콩콩이와 꽁꽁이
콩콩이와 꽁꽁이가 살고 있었어요.
콩콩이는 항상 부지런하고 느리지만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꽁꽁이는 항상 게으름만 피우고 빠르지만 잘난 체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1주
탐색

지도 시 주안점
•동화를 읽기 전에, 읽은 후에 교구를 익히는 충분한 시
간을 줍니다.
•틱톡링을 연결하고 푸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
해 주세요.
2 Finger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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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과 콩콩이는 연습한대로 색깔을 맞춰나갔어요.
“빨간색 다음에 노랑, 노랑 다음에 초록….”
“흥!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줘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연습을 하지 않은 꽁꽁이의 몸에
틱톡링이 모두 다 엉키고 말았어요.
“힝, 나 좀 풀어줘. 다음부터는 잘난 척하지 않을게. 콩콩아.”
엉킨 틱톡링을 푼 꽁꽁이는 고리 끼우기부터
차근차근 배우기도 하면서 콩콩이와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은 숙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색깔대로 모양 만들기 숙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Tip
4 Finger Math

콩콩이와 친구들이 맞춘 모양대로 틱톡링을 연결해 보세요.

Finger Math 5

2단계 교사용지도서

2-7 틱톡링

6쪽

7쪽

활동목표
틱톡링을 연결하고 푸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으로 누리과
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신
체활동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틱톡링의 개수와 색깔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
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예술경
험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 그림을 보고 틱톡링을 끼워보세요.
- 어느 그림의 방법이 맞나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 어떤 색깔이 있나요? [노랑, 주황, 파랑, 빨강, 보라, 초록]
- 몇 가지 색깔이 있나요? [6가지]
- 같은 색 고리는 몇 개씩있나요? [6개씩]
•같은 색 틱톡링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Teaching Tip
•틱톡링을 마음대로 연결하거나 풀려고 하면 교구가 손
상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해 주세요.

Teaching Tip
•틱톡링을 마음대로 연결하거나 풀려고 하면 교구가 손
상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틱톡링을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 위에 놓아 보세요.

이 부분을 이용해
끼우고 빼요.

틱톡링을 연결해요.

2주 탐색

다음의 틱톡링을 연결하고 푸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옳은 방법에는 ○표, 틀린 방법에는 ×표 하세요.

같은 색을 찾아요.

2주 탐색

내가 가지고 있는 틱톡링을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 위에 놓아 보세요.
틱톡링에 없는 색깔은 어떤 색 일까요?

틱톡링 연결하기

(

)

(○)

)

(○)

틱톡링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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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9쪽

활동목표
틱톡링으로 모양을 만드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예술경험에 속합
니다.

활동목표
틱톡링 세 개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하기>기초자료 수집 및
결과 나타내기, 신체활동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 틱톡링은 몇 개 필요한가요? [8개]
- 어떤 모양인가요? [나비, 잠자리]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의 틱톡링을 찾아 꺼내보세요.
- 세 개의 틱톡링을 연결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요? [6가지]

Teaching Tip
•평면 활동으로 아이가 여러 가지 색의 틱톡링을 이용하
여 그림에 놓아볼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틱톡링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6가지 중 세 가지 방법을 색칠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Teaching Tip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방법
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모양을 만들어요.
다음 모양을 만들어 보고,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8 Finger Math

2주 공간

다른 모양으로 연결해요.

2주

공간

다음에 주어진 틱톡링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고, 색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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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11 쪽

활동목표
틱톡링을 연결하여 신체를 재어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
자연탐구>수학적 탐구>기초적인 측정하기, 신체활동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규칙을 찾아 틱톡링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
탐구>수학적 탐구>규칙성 이해하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활동을 하기 전에 예상해 보세요.
- 머리둘레를 잴 때 틱톡링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 발바닥의 길이는 틱톡링이 몇 개 필요할까요?
- 우리 몸의 길이를 잴 때, 가장 많은/적은 틱톡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예상해 본 만큼 틱톡링을 연결하고, 직접 재어보세요.
- 몇 개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 틱톡링을 몇 개 연결했는지 써 보세요.
Teaching Tip
•연결한 틱톡링으로 친구의 틱톡링과 길이를 비교해 가
며 ‘길다, 짧다’ 의 개념도 익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재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 그림대로 틱톡링을 연결하려면 어떤 틱톡링이 필요
할까요? [초록색 틱톡링 3개, 보라색 틱톡링 3개]
- 그림처럼 틱톡링을 놓아보세요.
•마디를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규칙을 찾아 비어있는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Teaching Tip
•같은 모양이나 그림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규칙’
이라고 함을 지도해 주세요.
•같은 모양이나 그림이 반복되는 부분을 ‘마디’라고 한
다는 것을 익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규칙 찾기 1

3주 측정

3주

규칙

틱톡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규칙대로 연결해 보세요.

틱톡링을 연결해서 자신의 몸을 재어 보세요.

머리둘레
개

이곳에는
어떤 색의 틱톡링이
와야 할까요?

팔의 길이
개

허리둘레
개

발바닥의 길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반복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반복되는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개

10 Finger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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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13 쪽

활동목표
틱톡링의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규칙성 이해하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틱톡링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
>자연탐구>수학적 탐구>규칙성 이해하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의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어떤 규칙이 있나요?
[시작점에 따라 4가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의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어떤 규칙이 있나요?
[예:노랑, 초록 틱톡링이 반복되어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초록, 노랑 틱톡링이 반복되어 연결되어 있
어요.]
- 마디는 어디인가요? [예:노랑+초록, 또는 초록+노랑]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Teaching Tip
•자신이 만든 규칙을 다른 친구들에게 풀어보도록 하는
활동도 해 보세요.

- 4가지 규칙 중 한 가지를 찾아 마디에 동그라미 해보
세요.
Teaching Tip
•마디를 한 번에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양을 만들어
보고 길게 다시 풀어 규칙을 찾아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규칙 찾기 2

3주

다음과 같이 틱톡링을 연결하고 규칙을 찾아보세요. 마디는 어디인가요?

규칙

목걸이를 만들어요.

3주

규칙

나만의 멋진 목걸이를 만들고,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마디”가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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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15 쪽

활동목표
규칙을 찾아 틱톡링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
탐구>수학적 탐구>규칙성 이해하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양팔저울이 평형을 이루도록 틱톡링을 놓아보는 대칭활
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기초자료 수집
및 결과 나타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보기를 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틱톡링이 어떤 모양인가요? [햄버거]
- 어떤 규칙이 있나요?
[위, 아래 틱톡링이 자리를 바꿔요.]
•선을 그어 이어보세요.
•같은 규칙이 있는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틱톡링 햄버거
다음 주어진 관계와 같은 틱톡링을 찾아 선을 그어 보세요.

4주 규칙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색 틱톡링을 놓
아야 할까요? [보라색 틱톡링]
- 2.저울이 평형을 이루려면 각각 어떤 색 틱톡링을 놓
아야 할까요? [주황색, 노란색 틱톡링]
•알맞은 틱톡링의 색깔을 칠해보세요.

틱톡링 저울

4주

대칭

틱톡링 저울이 평형을 이루려면 어떤 틱톡링을 놓아야 할까요?
알맞은 틱톡링을 놓아보고, 색칠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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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17 쪽

활동목표
틱톡링의 개수로 가격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의>자
연탐구>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틱톡링을 순서대로 꺼내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
구>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 빨간색 틱톡링을 사려면 파란색 틱톡링은 몇 개 있
어야 하나요? [2개]
- 초록색 틱톡링을 사려면 파란색 틱톡링은 몇 개 있
어야 하나요? [3개]
- 빨간색 틱톡링 한 개와 초록색 틱톡링 한 개를 사려
면 파란색 틱톡링이 몇 개 있어야 할까요? [5개]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교재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 어떤 틱톡링이 있나요?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 제일 먼저 꺼내는 틱톡링은 어떤 색인가요? [빨강]
-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틱톡링은 어떤 색인가요? [초록]
- 노란색을 제일 먼저 꺼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림대로 틱톡링을 놓아보고 직접 빼보세요.
•꺼내는 순서대로 틱톡링을 색칠해 보세요.

Teaching Tip
•추가로 빨간색 틱톡링과 초록색 틱톡링의 개수를 다르
게 하여 파란색 틱톡링의 개수를 구하는 활동을 해 보
세요.

Teaching Tip
•서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익히도록 해
보세요.

틱톡링 가게

4주

순서대로 꺼내요.

수세기

콩콩이가 빨간색 틱톡링과 초록색 틱톡링을 파는 가게에 갔어요. 빨간색 틱톡링의 가격은
파란색 틱톡링 2개이고, 초록색 틱톡링의 가격은 파란색 틱톡링 3개라고 합니다.

4주

공간

모양이 길쭉한 그릇에 있는 틱톡링을 순서대로 꺼내려고 해요.
꺼내는 순서대로 직접 색칠해 보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깔의 고리

틱톡링은 6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진 고리를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
을 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틱톡링은 구성이 단순하여 어린 유아들이 부
담없이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색깔의 고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
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콩콩이가 빨간색 틱톡링 1개와 초록색 틱톡링 1개를 사려면
파란색 틱톡링 몇 개를 내야 할까요?

콩콩이와 꽁꽁이

수학 동화를 읽고, 틱톡링을 탐색한다.

탐색

1주 틱톡링으로 만들어요.

2주

3주

색깔에 알맞게 틱톡링을 연결해 본다.

규칙

틱톡링을 연결해요.

틱톡링을 연결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탐색

같은 색을 찾아요.

틱톡링을 색깔별로 나누고, 같은 색끼리 연결해 본다.

탐색

모양을 만들어요.

틱톡링으로 잠자리와 나비 모양을 만들고 색칠해 본다.

공간

다른 모양으로 연결해요.

틱톡링 세 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고 색칠해 본다.

공간

재어 보세요.

틱톡링을 연결해서 몸을 재고, 개수를 써 본다.

측정

규칙 찾기1

규칙대로 틱톡링을 연결하고, 빈 곳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

규칙

규칙 찾기2

그림과 같이 틱톡링을 연결하고, 규칙을 찾아본다.

규칙

목걸이를 만들어요.

틱톡링을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본다.

규칙

틱톡링 햄버거

그림을 보고 규칙에 맞는 틱톡링을 찾아 선을 그어본다.

규칙

4주 틱톡링 저울

:

5

저울이 평형을 이루도록 빈 곳에 색칠해 본다.

대칭

틱톡링 가게

빨강, 초록 틱톡링을 사려면 파란 틱톡링이 몇 개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수세기

순서대로 꺼내요.

그릇에 있는 틱톡링을 꺼낼 때 순서를 맞혀본다.

공간

꺼내는 순서

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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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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