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교사용지도서

3-7 오색블록

오색블록

3-7
2~5쪽

활동목표
오색블록의 모양과 색깔, 구성에 대해 탐색해 봅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동화를 읽기 전이나 동화를 읽은 다음 아이들이 오색블
록을 가지고 교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
세요.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이
야기해 보세요.
- 동화에 누가 나왔나요? [핑고와 핑구, 아빠]
-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핑고와 핑구가 뛰어 놀다가 울타리를 무너뜨렸어요.]
- 핑고와 핑구는 무너진 울타리를 어떻게 다시 쌓았나요?
[땅에 있는 모양대로]
- 조각 모양을 만들려면 몇 조각 모양이 되어야 하나요?
[5조각]
•직접 교구를 만져보고 쌓아보는 탐색활동으로 진행하
세요.
- 조각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 조각은 무슨 색이 있나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학습목표
•오색블록 교구의 구성과 특징을 이해합니다.
•다양한 평면, 입체 도형을 구성합니다.
준비물
오색블록 교구, 색연필, 연필
지도 시 주안점
•동화를 읽기 전에, 읽은 후에 오색블록 교구를 익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교구를 던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eaching Tip
•조각의 정육면체 개수에 따라 이름을 약속해 주세요.
1조각

2조각
4조각

3조각
5조각

•4쪽 활동을 통해 더해서 5가 되는 수를 경혐해 보세요.

아빠의 오색블록 울타리
정원에는 아빠가 아끼는 오색블록 울타리가 있어요.

1주

“형, 이 조각은 하나밖에 없어서 더 쌓을 수가 없어.”

탐색

5
“그럼 2조각을 합쳐서 쌓으면 되지. 1과 4를 놓으면 어때 똑같지?”

1+4=5
“아, 그럼 2랑 3을 합쳐서 쌓으면 되겠구나!”

2+3=5

핑고와 핑구가 뛰어놀다가 그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형, 이제 어쩌지? 아빠가 아시면 정말 혼이 날 거야.”
“걱정하지마. 봐, 여기 자국이 있으니까 이대로 똑같이 쌓으면 돼.”
핑고와 핑구 형제는 땅에 있는 모양대로 울타리를 쌓았어요.

2 Finger Math

그 때, 아빠가 오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놀다가 울타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울타리를 쌓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너희가 쌓은 울타리도 정말 멋있는 걸!
아빠랑 같이 다른 모양 울타리도 쌓아볼까?”
“좋아요. 아빠!”

“아빠가 오시기 전에
빨리 초록색과 빨간색 울타리도
똑같이 쌓자.”

Finger Math 3

4 Finger Math

Finger Mat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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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7쪽

활동목표
오색블록의 구성을 알아보는 탐색활동으로 누리과정>자
연탐구>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공간 및 도
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오색블록의 구성을 알아보는 수세기 활동으로 누리과정
>자연탐구>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의 조각을 찾아보세요.
- 어떤 조각이 있나요?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이요.]
- 어떤 색깔의 조각이 있나요?
[빨간색 조각, 노란색 조각, 초록색 조각이 있어요.]
- 모양이 같은 조각은 몇 개씩 있나요? [세 개씩이요.]
- 색깔이 같은 조각은 몇 개씩 있나요? [다섯 개씩이요.]
•그림 위에 조각을 쌓아보세요.
- 같은 조각은 위로 쌓아보세요.
•이름을 정하고 써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주어진 조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모 조각의 개수요.]
- 조각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 조각이 서로서로 붙어 있어요.]
- 빠진 모양은 무엇인가요? [3조각이요.]
•숫자와 알맞은 조각을 연결해 보세요.

Teaching Tip
•정육면체 조각을 하나씩 붙여서 만든 모양이므로 1조
각, 2조각…, 5조각 등 숫자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 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
어요.

1

2

3

4

5

3단계 교사용지도서

3-7 오색블록

8쪽

9쪽

활동목표
2조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
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
합니다.

활동목표
구멍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
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이보기
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주어진 조각은 무엇인가요? [2조각, 3조각이요.]
- 조각을 뒤집거나 돌려서 모양을 맞춰보세요.
- 주어진 조각을 사용해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
나요? [
,
,
,…]
•놓아본 대로 색칠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무슨 모양인가요? [예: 넥타이 모양]
- 구멍이 있는 모양을 만들려면 조각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 몇 조각으로 만들 수 있나요?
- 한 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 두 가지/세 가지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
-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본 대로 색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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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11쪽

활동목표
오색블록을 연결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
니다.

활동목표
오색블록으로 동물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
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
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오색블록 몇 조각으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사각형을 한 칸씩 이동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도
착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참외]
- 가장 늦게 도착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딸기]
•직접 교구를 놓아보세요.
•과일 이름을 써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무슨 모양인가요? [물고기, 토끼]
- 어떤 조각을 사용하면 될까요?
[물고기 : 1조각 2개, 3조각 1개, 5조각 1개
토끼 : 2조각 1개, 3조각 1개, 4조각 1개, 5조각 1개]
-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교재에 없는 동물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또 다른 동물을 만들어 보세요.
- 어떤 조각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말해보세요.
•놓아본 대로 색칠해 보세요.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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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13쪽

활동목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
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
합니다.

활동목표
그림의 규칙을 통해 오색블록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활
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규칙성 이해하
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빨리 맞추려면 어떤 조각부터 놓으면 될까요?
[5조각이요.]
- 가장 적은 조각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몇 조각
인가요? [5개]
- 또 가장 많은 조각을 사용해서도 만들어 보세요. 몇
조각인가요? [9개]
-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놓아본 대로 색칠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규칙을 알아보세요.
- 어떤 조각이 몇 개씩 늘어나나요?
[초록색 조각이 한 개씩 늘어나요.]
- 화살표 방향으로 무엇이 변하나요?
[조각이 놓이는 방향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번갈아가
며 변해요.]
- 알맞은 오색블록 모양을 찾아서 놓아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모양을 그려보세요.
- 빈칸에 들어갈 모양을 무엇인가요?
[초록색 4조각이요.]

Teaching Tip
•색깔과 모양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
을 구성하도록 적절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주
세요. [예 : 3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만드세요.]
• 조각 5개를 사용하여 만든 그림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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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15쪽

활동목표
블록을 가지고 수세기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자연탐구>
수학적 탐구>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똑같은 모양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
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보기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 보기에 무슨 블록들이 있나요? [1조각, 3조각]
- 두 블록으로 만든 모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조각]
- ➊에는 무슨 블록들이 있나요? [3조각, 4조각]
- 두 블록으로 만든 모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7조각]
- ➋에는 무슨 블록들이 있나요? [4조각, 5조각]
- 두 블록으로 만든 모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9조각]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어 보세요.
Teaching Tip
•서로 다른 조각을 이용하여 다른 덧셈을 할 수 있도록 지
도해 주세요.

7

9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무슨 모양인가요? [꽃 모양, 네잎클로버 모양 등)
- 빨리 맞추려면 어떤 조각을 사용하면 될까요?
[5조각이요.]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 한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나요? [네.]
-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
- 가장 많은/적은 조각을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은 무
엇인가요? 몇 조각을 사용하면 되나요?
-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놓아본 대로 색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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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17쪽

활동목표
오색블록을 세워서 입체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누
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초개념
알이보기에 속합니다.

활동목표
오색블록을 세워서 입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게임 활동으
로 누리과정>자연탐구>수학적 탐구>공간 및 도형의 기
초개념 알아보기에 속합니다.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그림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어떤 모양처럼 보이나요?
- 어떤 조각부터 맞추면 될까요? [아래 조각]
-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조각이 오면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활동과정
교재 속 활동 시작하기
•게임 방법을 알아요
- 가위바위보를 해요.
- 이긴 친구가 먼저 블록 한 조각을 놓아요.
- 다음 친구가 블록 한 조각을 쌓아요.
- 번갈아 가며 블록을 쌓아요.
- 블럭 탑을 무너뜨리는 친구가 지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Teaching Tip
•오색블록은 조각 자체가 입체 모양이지만 앞에서 주고
평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번 활동 후에 다양한 입
체 모형을 수정해보는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