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나무에 양말을 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죠.

올 한해 잘 울지도 않고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 친구들에게는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패턴 큐브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양말을 만들어 보아요.

주1
교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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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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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아저씨가 심심하지 않도록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볼까요?

코가 빨간 루돌프 사슴도 만들고, 눈 밭을 신나게 뛰어다닐 

강아지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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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아저씨와 함께 패턴 큐브를 세어 볼까요?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2
수세기, 낱말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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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씩 길게 붙인 패턴 큐브를 두 줄 만들고 글자를 따라 써 보아요.

                                                        

10개를 붙인 한 줄을 10이라고 쓰고 열 또는 십이라고 읽습니다.

10개를 붙인 두 줄을 20이라고 쓰고 스물 또는 이십이라고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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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대로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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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울타리를 만들어 색칠해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얘기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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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각을 붙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뚝딱뚝딱 패턴큐브로 만들어요.

두 조각을 붙여서 만든 모양이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얘기해볼까요?

그리고 모두 몇 조각이 사용되었는지 세어보아요.

모양 비교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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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도 두 조각을 만들어 붙여볼까요?

와~ 분명히 두 조각의 모양은 다른데 두 조각을 붙인 모양이 같아요.

패턴큐브는 신기한 큐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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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 패턴 큐브를 4개씩 모아요.

그림처럼 소마 큐브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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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 조각씩 만나면 상자 모양이 만들어 집니다.

어떤 조각들이 만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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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

10 1 11- =

친구들과 함께 패턴 큐브를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해요.

우선 패턴 큐브 10개를 앞에 놓아요.

친구와 둘이서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긴 친구가 진 친구에게
패턴 큐브를 하나 주어요.

주4
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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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

10 1 11- =

친구들과 함께 패턴 큐브를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해요.

우선 패턴 큐브 10개를 앞에 놓아요.

친구와 둘이서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긴 친구가 진 친구에게
패턴 큐브를 하나 주어요.

친구와 나의 패턴 큐브를 세어 보고 식으로 나타내어요.

내가 한 개 줄어들고 친구는 한 개 늘어났을 때 둘은 몇 개 차이가 날까요?

Tip. 패턴 큐브를 한 개씩 떼면서 세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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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을 좋아하는 친구가 5명,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가 3명,

초록색을 좋아하는 친구가 4명, 주황색을 좋아하는 친구가 2명 

일 때 막대그래프를 완성해보아요.

Tip. 막대그래프란? 개수 만큼 막대처럼 길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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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필요한 물건에 동그라미하세요.

분류하기

19

2015년 12월 10호 키즈마테 6세 패턴큐브 (Pattern Cube) 표지.indd   4 2015-11-26   오전 11: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