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ngram



1.모양 만들기 
- 실 사이즈입니다. 그림 위에 도형을 찾아 맞춰 보세요 -



우리 아이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한답니다.
우리 아이의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 볼까요?

HOUSE : 집 
 



지구가 초록색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숲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TREE : 나무 



토끼와 달리기 시합에서 승리한
느리지만 끈기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도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TURTLE : 거북이 



우주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힘찬 엔진을 가진 비행체.
우리도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 볼까요?

ROCKET : 로켓 



엄마가 해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담아놓는 그릇.
우리도 예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BOWL : 그릇



바람으로 빙글빙글 도는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예쁜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WINDMILL : 바람개비



산과 들에 피어있는 꽃을 찾아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따라 유유히 날아다니는 에쁜 친구.
예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나비를 만들어 볼까요?

BUTTERFLY : 나비



하늘을 빠르게 날아다니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
웅장하고 멋있는 비행기를 우리도 만들어 볼까요?

AIRPLANE : 비행기



넓고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힘있고 멋있는 배.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볼까요?

SHIP : 배



바다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미끌미끌한 물고기.
낚시세트로 잡게 물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FISH : 물고기



WHALE : 고래
바다에 사는 가장 큰 동물이며,
포유류이면서 물고기같은 친구 고래.
물기둥을 뿜는 친구를 만들어 볼까요?



김밥을 쌀 때나 찌개에도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참치.
어떤 물고기가 참치인지 만들어 볼까요?

TUNA : 참치



큰 명절에 가족들에게 예쁘게 절을해야
이쁨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에쁘게 만들어 볼까요?

BOWING PERSON : 절하는 사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PLAYER : 기도하는 사람 



신나는 노래에 리듬을 맞춰
춤을 추며 기분을 풀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신나게 만들어 볼까요?

DANCER : 춤추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늠름하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개.
가족 같은 멍멍이를 만들어 볼까요?

DOG : 개



초록빛의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구름같은 모습을 가진 양.
귀여운 양의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SHEEP : 양



숲을 지키는 푸짐하면서 든든한 친구
덩치는 크지만 착한 곰입니다.
순둥이 친구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BEAR : 곰



붉은색 털을 가진 세모난 얼굴의
말랐지만 빠른 몸놀림을 가진 여우.
도망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 볼까요?

FOX : 여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만
야옹 야옹 울음소리가 귀여운 고양이.
그런 고양이를 만들어 볼까요?

CAT : 고양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만
야옹 야옹 울음소리가 귀여운 고양이.
그런 고양이를 만들어 볼까요?

CAT : 고양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만
야옹 야옹 울음소리가 귀여운 고양이.
그런 고양이를 만들어 볼까요?

CAT : 고양이



밀림의 왕.
더이상의 수식어가 필요없는 사자.
무서운 사자를 만들어 볼까요?

LION : 사자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멋진 갈귀를
휘날리며 달리는 멋쟁이 말.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HORSE : 말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멋진 갈귀를
휘날리며 달리는 멋쟁이 말.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HORSE : 말



해가 뜨는 아침에 짹짹짹 울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참새.
귀여운 참새 친구를 만들어 볼까요?

TREE SPARROW : 참새



노란 부리에 하얀 깃털로
연못을 빛나게 해 주는 백조.
우아함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CYGNUS : 백조



노란 부리에 하얀 깃털로
연못을 빛나게 해 주는 백조.
우아함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CYGNUS : 백조



하늘을 호령하며 날아다니는
큰 날개를 가진 친구 독수리.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EAGLE : 독수리



비행기와 함께 하늘을 날라다니는
빠르고 멋있는 헬리콥터.
우리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HELICOPTER : 헬리콥터



1. 위 메뉴얼을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2. 실제크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놀이하세요.

3. 아이가 매뉴얼 없이 놀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함께 놀이해주세요.

4. 매뉴얼에 없는 모양을 상상해서 만들어 보세요.

5.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함께 놀이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