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스터 벽돌 만들기 

●
학습 목표

벽돌 3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 만든 후 나만의 몬스터 벽돌을 꾸밀 수 있다. 
벽돌을 평면에 올려놓는 활동을 통해서 도형을 밀고, 돌리고, 뒤집는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초등학교 5-2학기 5. 직육면체
초등학교 5-2학기 3. 합동과 대칭

1주

 
안녕!! 
이번 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구는 몬스터 벽돌이라고 해. 
쌓기나무 2개를 붙여서 벽돌 모양을 만들고 그 벽돌 3개를 
다시 붙여서 블록을 만들어야 해. 
복잡하다고? 차근차근 교재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퍼즐을 만들면 색연필로 색칠을 하고, 몬스터 퍼즐이니 
좋아하는 몬스터 얼굴을 그려보면 어떨까? 
왠지 즐거운 시간이 될거 같은 이 기분 좋은 예감은 뭐지? 
자 그럼 친구들 시작해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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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나무를 2개씩 붙여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담장이 있습니다. 벽돌 2개를 붙인 모양을 모두 찾아 색칠해 보세요. 

이때, 만든 모양이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아지는 것은 하나로 봅니다. 

Make it yourself _ 교구 만들기 

준 비 물

쌓기나무 30개, 목공풀,     색연필(                          )

이 모양을 

벽돌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퍼즐은 벽돌 3개를 붙여

서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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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 같은 방법으로 벽돌 3개를 붙인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리고 3개를 붙여서 퍼즐조각을 만들어 봅니다.

벽돌 3개 붙인 

모양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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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쌍둥이 모양을 만들고, 쌍둥이 모양을 합쳐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Fun Fun Activity _ 재미 활동 1

축소모양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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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모양을 
수학 용어로는 
합동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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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Fun Fun Activity _ 재미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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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 Quiz _ 몬스터 위치 찾기 1

9개의 정사각형이 그려진 표에 9개의 조각을 조건에 맞도록 놓아보세요. 

조건 | 몬스터 9조각을 다음 세 조건에 맞게 놓습니다.

<조건 1>

<조건 1>

<조건 1>

<조건 3>

<조건 3>

<조건 3>

<조건 2>

<조건 2>

<조건 2>



몬스터 벽돌 쌓기 1

●
학습 목표

벽돌을 쓰러뜨리지 않고 모양을 맞추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초등학교 5-2학기 5. 직육면체
초등학교 5-2학기 3. 합동과 대칭

2주

지난 주에는 퍼즐을 눕혀서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각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자. 
눕혀서 하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벽돌로 
담장을 쌓듯이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모양을
쌓다보면 저절로 입체도형 만들기는 쉬워질거야. 
어때!! 잘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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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Fun Activity _ 재미 활동 1

다음 모양을 쓰러뜨리지 않고 세워보세요.

모두 1세트를 
사용하는 문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