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라미드 속 암호를 풀자!  

파라오 코드 
 

□ 혼합계산의 순서를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넣어 보세요.  

(여러 번 써도 됩니다.) 

[보기]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차례로, 곱셈과 나눗셈 

혼합계산의 순서는 

1. 덧셈이나 뺄셈이 섞인 식의 계산은 ( ) 차례로 계산합니다. 

2. 덧셈 또는 뺄셈과 곱셈이 섞인 식의 계산은 ( )부터 먼저하고 1번순으로 합니다. 

3. 덧셈 또는 뺄셈과 곱셈이 섞인 식의 계산은 ( )부터 먼저하고 1번순으로 합니다. 

4. 곱셈이나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은 ( ) 차례로 계산합니다. 

5.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인 식의 계산은 ( )을 순서에 따라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을 

차례로 계산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곱셈부터 계산 나눗셈부터 계산 

뺄셈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곱셈부터 계산 나눗셈부터 계산 

곱셈 곱셈부터 계산 곱셈부터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나눗셈 나눗셈부터 계산 나눗셈부터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 



 

□ 파라오코드 게임 알아보기 

 

파라오 코드 

* 사용인원수 : 2~5명 

* 사용가능연령 : 9세이상 

게임준비 

1. 각 숫자카드 테두리(상형문자띠)의 색깔을 구분하여 모아 놓는다. 

2. 숫자카드 더미를 피라미드의 각 층 옆에 단계별로 놓는다.(노란색 1층, 파란색 2

층, 빨간색 3층, 갈색 4층) 

3. 주사위 3개(8면체, 10면체, 12면체)와 모래시계를 준비한다. 

진행방법 

1.차례대로 주사위 3개를 동시에 굴린다. 

2.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3개의 숫자 중 2개 또는 3개를 이용하여 사칙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후 결과값을 피라미드 위에 놓여진 숫자카드에서 가지고 

온다. (괄호 사용 가능) 

3. 숫자카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즉시 모래시계를 돌려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두 번째 기회에서도 다른 수식을 사용하여 결과값을 찾지 못했

다면,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무런 카드를 얻지 못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4. 각자 가져온 숫자 카드에 대해 증명 단계를 거친다. 만약 증명 단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숫자카드의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면 숫자카드를 황금 풍뎅이가 보이도

록 뒤집어 놓고 게임종료후 벌점이 된다. 

5. 피라미드의 빈칸을 다시 숫자카드로 채우되 같은 층 수의 카드로 채워야 한다.  

6. 다음사람이 주사위 3개를 던지고 2-5의 과정을 반복한다. 

 

 



 

□ 포포즈 퍼즐을 해결해 봅시다. 

4로 이루어진 식의 □ 속에, 의 적당한 기호를 넣어서 오른쪽의 값이 되도록 해 봅시

다.  

            

      

      

      

                 

 

<답 예시> 

    

      

      

      

                (4 +4) - (4 +4) = 0 

 

아이들에게 도전 목표를 주면 더욱 재미있게 연산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 출처: DS스토어(www.dsstore.co.kr) – 알파맘비밀노트 

 

www.dssto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