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소개되는 간단한 스텝들을 따라 아이의 상상력을 더욱 빛나게 해주세요 
 

1.    첨부되어있는 30개의 제시카드가 

1부터 30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2.   32개의 나무나 플라스틱 타일은 6개의 

모양, 4가지 색상, 두 가지 크기로 

되어있습니다.  타일의 색상은 제시판에 

프린트 된 색상과 같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3.   아이는 MightyMind를 통해 간단한 

세가지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도형 찾기 - 맞추어 보기 –  완성하기 

제시카드는 엷은 회색 그림으로 

되어있으며 1부터 18까지의 제시카드는 

풍선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이가 

같은 모양의 도형을 보다 찾기 쉽도록 

지도해줍니다.  
 
제시카드 1번은, 빨간색 반원 2개를 

사용하여 제시카드 위에 있는 그림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이는 그림에 맞는 도형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 시켜줍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아이가 

반원 2개를 사용하여 원을 만들어 완성해 

보는 단계입니다.  두 반원이 제시카드 

위의 원 그림을 정확이 맞추어야 합니다. 
 
4.      아이가 제시카드 1을 완성하면 

제시카드 2에 그려진 사각형모양의 그림을 

완성해봅니다. 아이는 제시카드의 숫자 

순서를 따라 도형을 찾고 맞추어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시카드는 

숫자가 커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디자인 되었고,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난이도의 차를 좁혔습니다. 
 
5.  1부터 10까지의 제시카드는 아이들이 

큰 타일만을 이용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6.  계속하여 11부터 15까지의 제시카드도 

아이들이 크기, 색깔, 모양을 더욱 쉽게 

찾기 위하여 돕고 있으며, 작은 타일과 큰 

타일을 같이 사용하여 좀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도 합니다. 
 
7.  제시카드 숫자가 높아 질수록,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시카드 18번은 

아이들이 8가지 모양의 타일 중 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제시카드 19번은 이전에 소개된 

1번부터 18번까지의 제시카드와 달리 더 

이상 아이들에게 힌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별 그림만을 보고 타일을 

골라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림모양을 

보고 타일의 모양을 곧바로 연상시켜야 

합니다. 노란색 삼각형 , 녹색 마름모, 

빨간색 작은 마름모 모양의 그림은 같은 

모양, 색상, 크기의 타일로 완성시켜야 

하며 나머지 타일을 선택할 시 도움이 

됩니다. 제시카드 20번도 19번과 같은 

방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으며, 단 아이들이 

타일을 선택하여 완성 시 굵은 선 밖으로 

타일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  제시카드 21번은 타일 위에 또 다른 

타일을 올려놓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새의 눈에 또 다른 타일을 

올려놓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제시카드 24, 27, 29 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0.  제시카드 22, 26, 28, 29, 30 는 

우수함을 인정 받은 디자인으로써 

제시카드 밑 부분에 리본마크가 있습니다.  

제시카드 22 는 제시카드 15 를 응용하여 

사용하거나 더 적은 숫자의 타일로 완성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제시카드 15를 

학습 시 최대한 많은 타일을 사용하게 

지도해 주시고 완성 시 칭찬해 주세요 
 
 

 
 나무는 열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색깔이나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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