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한자리수) + (한자리수) 덧셈에 관련된 탐구활동

성취기준

한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학습단계

매쓰팜 레벨1

학습대상

7세~초등학교 1학년

학습목표

소요시간

1. 한자리수+한자리수 덧셈을 할 수 있다.
2.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덧셈식을 세우고 덧셈을 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모형
학습 형태

수업전략

난이도

중심 학습 활동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전체-개별-전체
도미노 카드 놀이, 매쓰팜 게임

핵심역량

기초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 자료

0~5 숫자카드, 매쓰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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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레벨1(1~16)

단계

학습요소

교사활동(■)

학생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 동기 유발(1)
n 반 친구들 대표로 ○○이가 나와서 숫자
카드 두 개를 각 각 뽑아서 더해 보겠습
니다.
n 선생님도 숫자카드 2장을 뽑아서 더해
보겠습니다.
n 선생님과 여러분 중 누가 가장 큰 수를
만들었나요?.
동기유발

기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 제시

이용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안내
학습 활동 안내

☞ 0~5까지 숫자카드

⊙ 동기 유발(2)
n 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깐 보면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n 농장에 심을 작물을 사고, 작물 수만큼
필요한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비료
를 몇 개 사야 할까요?
n 오늘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더하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확인하

▷ 앞으로 나온 학생은 무작위로 두
개를 뽑아 더해서 가장 큰 수를 만
들어 본다.
▷ 나머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덧셈과
대표 학생의 덧셈이 맞았는지 크기
와 함께 확인한다.

【 활동1】 도미노 카드 놀이
【 활동2】 매쓰팜 농장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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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쓰팜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준비

【활동1】 도미노 카드 놀이
n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 배운 두 수의 덧
셈에 관하여 도미노 카드를 가지고 재미
있는 놀이를 해볼거에요.
n 도미노 카드를 2장씩 뽑아 잘 보이게 옆
에 놓으면 됩니다. 도미노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활동1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및
문제해결하
기

▷ 도미노 카드를 준비한다.
▷ 점이 없는 것에서부터 6개가 찍힌
것까지 있습니다.

n 맞습니다. 도미노 카드 양쪽 점의 합이 4
가 되는 카드는 무엇이 있나요?

▷ 도미노 카드 양쪽 점의 합이 4가
되는 카드는 0과 4, 1과 3, 2와 2,
4와 0 이렇게 5쌍이 있습니다.

n 그럼 이번엔 도미노 카드 양쪽 점의 합이
3인 카드의 쌍을 모두 찾아볼까요?

▷ 0과 3, 1과 2, 2와 1, 3과 0이 있
습니다.

n 이번에는 도미노 카드 양쪽 점의 합이 6
이 되는 카드의 쌍을 모두 찾아 나열해
볼까요?

▷ 0과 6, 1과 5, 2와 4, 3과 3, 4와
2, 5와 5, 6과 0의 7쌍이 있습니
다.

10´

☞ 도미노 카드

【활동2】 매쓰팜 농장게임
n 이번에는 매쓰팜 농장게임을 해볼까요?

활동2

n 먼저 매쓰팜 농장화면을 간단하게 설명할
게요. 매쓰팜에서는 여러 가지 작물을 구
입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파는
상점에 들어가 볼까요?
n 구입하고 싶은 작물을 선택하고 선택한
작품의 더하기 값을 맞추면됩니다.
n 자, 그럼 이제 농장으로 가서 이렇게 작
물을 심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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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2명씩 모둠을 지어 준비
합니다.
▷ 농장에 들어가서 2명이 게임 플레
이를 진행합니다.
▷ 화면설명과 작물 선택까지는 선생님
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 진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 모둠
별로 농장게임을 해봅니다.

10´

☞ 선생님의 매쓰팜 화면보
여주기

n 이제부터 모둠별로 농장 게임을 해보세
요.
⊙ 정리하기

정리하기

n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활동을 하
면서 어떤 계산을 해보았나요?

일반화하기

▷ 도미노 카드 놀이와 매쓰팜 농장게
임을 했습니다.
▷ 더하기입니다.

차시예고

⊙ 차시예고
n 좋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모두가 다 잘
해주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두자리수+한
자리수 덧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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