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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책읽기

시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책은 산수를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쉽고 재미

자녀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탈 시계 모두를 읽을 수 있도록

있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도와 주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몇

함으로써 재미를 더하십시오. ‘두 번째로 도착 한 사람이

시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작하니?’

누구였더라?’ ‘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얼마나 오래 진행되니?’ 달력에

‘그림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니?’ 그리고 ‘지금 몇

스포츠에 관련된 날짜와 시간을 적으십시오. 요일과,

페이지 읽고 있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페이지 수를

매 달, 매 계절에 대해 이야기 하세요. 행사와 요일을

세십시오.

연결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우리는 춤추러 간다.’

음식과 요리
자녀들에게 티스푼, 스푼, 60ml 들이 컵, 125ml 들이 컵,

그리고 ’수요일에 너는 하키 훈련이 있어.’
스포츠

25ml 들이 컵을 이용하여 음식 재료들 측정하는 것을

스포츠는 산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말하기에 쉬운

돕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요리시간을 재거나 오븐의

화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세 골을 넣으면

타이머를 맞추도록 하십시오.

몇 점 얻는거지?’ ‘그 팀은 몇 골로 앞서고 있지?’ ‘어느

자녀들이 학교 점심 메뉴와 다른 물건들의 가격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필요한 돈을 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수가 가장 많이 득점을 했지?’ 그리고 ’어느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는 지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점수판에 나와있는 점수와 시간을 가리켜 주목하게

자녀들이 음식과 음료수가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 샌드위치와
과일을 반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걸 반쪽씩 두 개로 나눴어한 쪽은 네거, 다른 한 쪽은 내거.’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

‘접시와 컵이 몇 개 필요하지?’

•

‘세 개의 포크가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지?’

•

‘모든 사람이 각각 소세지 두 개씩
먹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겐
소세지가 충분히 있는걸까?’

합니다.
• 득점표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와 점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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