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제공 

학부모 참여를 위한 비결 

 
Be There 는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참여를 고취하는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녀와 가까워 질 때 부모님의 작은 노력이 가정, 놀이 공간, 

그리고 학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학 능력향상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 
 

부모 또는 아이를 돌보는 기타 성인께서는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학습 성취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녀의 최초의 교사이자 최고의 교사입니다.  

아래에 부모님께서 집에서 자녀의 배움에 참여하고 자녀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비결들을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수학 계산의 연습…  다음은 자녀가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등 기초적인 계산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비결입니다: 

• 플래시 카드를 자동차나 가방에 넣어두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자녀와 연습하십시오. 

• 식당은 예상 청구 금액을 합산해보고 팁을 계산해 퍼센티지를 연습함으로 암산과 어림 계산 기술을 

연습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 차에서나, 줄에서 기다릴 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숫자들을 자녀에게 불러주고 그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도록 하십시오. 

• 자녀에게 3개의 숫자를 주고 그 숫자들이 속한 더하기/빼기 사실군(예를 들면 5, 2, 3 등 세 숫자가 있을 때 

2+3=5, 5-2=3, 5-3=2 등) 또는 곱하기/나누기 사실군(예를 들면 6, 3, 2 등 세 숫자가 있을 때 2x3=6, 

3x2=6, 6÷3=2, 6÷2=3등)을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 3 + 2, x 4, - 6, + 8, x 2와 같은 일련의 숫자들을 주고 계산하라고 해보세요.. 어떤 답이 나왔나요?  

 

돈 계산 연습… 매일 저녁 부모님의 주머니나 지갑에 있는 동전을 꺼내 자녀보고 계산하라고 하십시오.  

또한 가계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자녀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 얼마의 동전을 지불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하거나  얼마의 잔 돈을 돌려받아야 할지 말해보도록 하십시오.  

시간 계산 연습… 집에 적어도 한 개의 아나로그 시계(표준 시계 숫자판을 가진)를 가지고 계십시오.  

자녀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시간을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공원에 2시 30분에 도착했다면 얼마나 오래 공원에 있었지?” “6시에 축구 연습하러 가야 해.  축구장까지 

15분 걸린다면 몇 시에 떠나야 되지?”  자녀가 일상 생활에서 시간과 관련된 응용 문제를 푸는 것을 돕도록 

하십시오.  

말을 통한 학습… 비교하는 말을 하거나 ..보다 많은, ..보다 적은, 가장 많은, 가장 적은 등 수학적 어휘를 

사용하십시오.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보도, 벽지, 타일, 그리고 창문 등… 패턴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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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게임… 숫자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하십시오.  도미노, 체스, 체커 및  퍼즐은 모두 수학 학습을 

강화시킵니다.  카드 한판 이나 단어 작성 놀이 한 판 후에 자녀가 점수를 합산하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교사에게 학교에 있는 수학 게임이나 퍼즐 중 자녀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집에서 해도 

되는지 물어 보십시오 .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에 가시면 교실과 집 모두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들이 있습니다. 

기타 돈 계산 연습… 차에 가스를 넣으실 때 나이가 든 자녀에게 가스 마일리지를 계산해보라고 하십시오.  

어린 자녀에게는 가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얼마를 내야 할 지 물어보십시오. 

요리 등 가사를 통한  수학 연습… 요리는 수학적 기술을 연습할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계량컵과 개량 스픈을 사용하십시오.  저녁에 손님이 오시나요?  자녀에게 조리법에 있는 양의 

두 배의 양을 개량하라고 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시리얼이나 포도를 사용해 그룹을 만들고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기타 수학을 사용하는 집안일로는… 수건이나 이불이끼 등의 빨래를 접을 때 분수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하십시오. 

장보기와 관련된 수학 연습… 가게 광고는 자녀가 수학을 

매일의 상황에 응용함으로써 또 다른 비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보러 갈 때 쿠폰을 가져가셔서 자녀에게 

쿠폰으로 할인을 받으면 물 건 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가게에서 구입할 물건값을 

내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계산대에 있는 점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지 돈을 계산하도록 하시고 잔 돈을 세어보도록 

하십시오.  주머니 가득 동전을 자녀에게 주시어 동전을 

분간하고 그룹 짓도록 하시고, 동전을 세고 같은 값의 돈을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Corley 초등학교의  Lynn DiCarlo와 Elizabeth Rioux 가 위에 기재된 비결과 관련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와 학부모 여러분은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 678-301-6000 • www.gwinnett.k12.g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