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다드 영재학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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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록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의 정답은 저희 홈페이지

www.eduss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두뇌개발 게임!



Level 3Pig (돼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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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기차)

1



Level 3Figure (도형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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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 (컵)

3



Level 3Question (물음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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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가면)

5



Level 3Sandglass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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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ndlelight (촛불)



Level 3Bird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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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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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ogram (평행사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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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Stamp (도장)

12



Level 3One (숫자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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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hip (우주선)

13



Level 3Figure (도형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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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le (삼각형)

15



Level 3Puppy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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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화살표)

17



Level 3Reader (책읽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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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톱)

19



Level 3Three (숫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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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ill (바람개비)

21



Level 3Table (탁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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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drinker (차마시는 사람)

23



Level 3Squirrel (다람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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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나무)

25



Level 3Key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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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er (뛰는 사람)

27



Level 3Five (숫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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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다리)

29



Level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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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탁자)

31
Gun (총)



Level 3Magic lamp (요술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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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house (등대)

33



Level 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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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구두)

35
Knife (칼)



Level 3Seven (숫자 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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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팽이)

37



Level 3Iron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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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

39



Level 3Rabbit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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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 (로켓트)

41



Level 3Hammer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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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l (그릇)

43



Level 3Nine (숫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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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집)

45



Level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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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47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48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47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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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49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0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49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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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51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2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1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Level 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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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53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4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3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Level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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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55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6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5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Level 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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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57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8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7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도형과 패턴의 이해



Level 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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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59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60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도형과 패턴의 이해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59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Level 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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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패턴의 이해
61

도형과 패턴의 이해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색칠된 조각으로

아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62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모양을 만든 후 옆면의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61번도 같은 조각으로 만들었으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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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63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4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3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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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65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6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5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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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67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8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7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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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69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70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 수학 문제-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69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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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문제풀이-누가 옮겨 갔을까요?
71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72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력 문제풀이-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71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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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문제풀이-누가 옮겨 갔을까요?
73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74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창의력 문제풀이-누가 옮겨 갔을까요?

칠교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하나의 조각만 움직여서
73번 그림과 똑같이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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