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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robats)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규칙적인 패턴:

활동목표 규칙성에 대한 이해 패턴 개념에 대한 이해: , ,

패턴 마디 분할 패턴 치환,

규칙성과 이에 따른 색깔 패턴을 구성해 보는 활동을 통해 패턴 마디에 대한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들어진 패턴을 다양한 요소로.

치환하여 볼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약속과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규칙성을 가진 여러 요소를 찾아보①

도록 합니다.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기와 하는 약속도 있고 친구와 하는 약속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

속도 있지요?

신호등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

노란불이 켜진 다음에는 어떤 불이 켜질까?

모형을 이용하여 선생님이 이야기한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②

선생님과 친구들이 줄서기 약속을 했어요.

빨간 친구 노란 친구 다시 빨간 친구 다음에 어떤 친구가 줄을 설 차례일까요, , ... ?

패턴의 중간 요소를 파악해 보게 합니다.③

명의 친구들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어 내자리가 어디지2 . ? ?

한마디< >

색과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패턴을 구성하면 더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을 만든 후 숫자 모양 다른 색등으로 치환하여 보도록 합니다- , , .

반복되는 패턴 마디를 찾아 나누어 보게 합니다- .

다음에 올 요소 번째 번째 요소를 추론해 보도록 합니다- , 10 , 15 ... .



Ravensburger

교구 활용서Top
- 5 -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아슬아슬 모형 타워:

활동목표 평형감각 인지 소 근육 발달: ,

모형 인간 타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평형감각 및 공간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검정 모형을 받침대에 끼워 넣은 후 테이블 중앙에 놓고 인원에 따라 모형을 분배합니①

다.

차례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모형 개를 타워에 끼워 넣고 만약 자신의 차례에 모형을 끼1 ,②

워 넣다 다른 모형이 떨어지면 그 모형이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이 모두 모아 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모두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③

한마디< >

혼자서 최대한 많이 몇 개까지 걸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거는 것이 균형을 잡는데 유,

리한지 생각하며 활동해보도록 돕습니다.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눈감고 걸기:

활동목표 손의 감각으로만 모형을 걸 수 있다: .

검정 모형을 받침대에 끼워 넣은 후 테이블 중앙에 놓고 인원에 따라 모형을①

분배합니다.

차례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모형 개를 눈을 감고 타워에 끼워 넣습니다1 .②

만약 자신의 차례에 모형을 끼워 넣다 다른 모형이 떨어지면 그 모형이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이 모두 모아 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모두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③

한마디< >

처음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모형을 끼우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한손으로 모형을 끼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Ravensburger

교구 활용서Top
- 6 -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본뜨기:

활동목표 모형을 놓고 본을 뜰 수 있다: .

스케치북과 연필을 준비합니다.①

모형을 하나 선택하여 스케치북에 놓습니다.②

연필을 이용하여 모형을 따라 그립니다.③

그려진 모형을 색칠하여 봅니다.④

색칠한 모형을 가위로 오려 봅시다.⑤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나 따라 해봐요: .

활동목표 상대방의 모형을 보고 만들 수 있다: .

진행자가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듭니다.①

게임자는 진행자가 만든 모양과 같게 만들어 봅니다.②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면서 균형 감각을 길러 봅시다.③

교구활용
교 구 명 모형 인간타워:

활 동 명 길게 만들기:

활동목표 모형을 이용해서 길게 만들 수 있다: .

게임자들은 모형을 이용해서 길게 만들기를 합니다.①

가장 길게 만든 사람이 승리합니다.②

튼튼하고 길게 만들 것인가 길지만 불안전 하게 만들 것인가? ?③

잘 생각해서 모형을 길게 만들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