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목표: 색깔을 인지하고 맞는 색의 인간모형을 찾아 인간타워가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인      원: 1-4명     

 연      령: 5세 이상  

 시      간: 15분 이상  

게임 도구 

4가지 색상의 인간 모형 32개, 플라스틱 받침 1개, 검정 색 인간 모형 1개, 색깔 주사위 

 

 

 

 

 

사전 놀이 

참여 아동의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게임 규칙의 이해를 돕는 사전 놀이를 하면 게

임에 도움이 된다.  

 같은 색깔 인간 모형 분류하기 

 

 

 

 

   

 주사위 굴려 나온 색의 인간모형을 찾기  

모형 인간타워 게임에 색깔 주사위 도구를 추가 하여 생동감 있는 게임을 즐겨 보도록 한다. 

색깔 주사위는 간단한 색깔 인지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응용게임이 된다.  

빈 주사위에 4가지 색을 칠하고 나머지 2개
의 빈자리에는 별 또는 다른 모양을 표시해 
색깔 주사위 완성! 



게임 준비 

① 검정 인간모형을 시작으로 4가지 색의 인간모형을 떨어지지 않게 끼우고 모든 인간 

모형은 게임 테이블 가운데 모아 놓는다.  

 

 

 

 

 

 

게임 진행 방법   

① 순서를 정한다.  

② 첫 번째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려 나온 색의 인간모형에 자신이 선택한 인간모형을 

끼운다.   

 

 

 

 

 

 

 

 

③ 다음 플레이어들도 위와 같은 방법대로 계속 진행한다.   

④ 주사위를 굴려 색깔이 아닌 별 모양이 나오면 자신이 선택한 인간모형을 색깔과는 상

관 없이 원하는 인간모형에 끼운다.  

1. 주사위를 굴려 파랑이 나왔다.  

2. 첫 번째 플레이어가 초록색 인간모형을 

선택 파란 인간모형에 끼운다.  

1. 주사위에 별이 나왔다.  

2. 플레이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빨간 인

간모형에 자신이 선택한 노란 인간모형

을 끼운다.  



⑤ 순서대로 주사위를 굴려 인간모형을 끼우던 중 인간타워에서 인간모형이 떨어지

면 게임은 종료!  

⑥ 인간모형을 떨어트린 플레이어는 벌점1점을 받는다.  

⑦ 가장 낮은 벌점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  

Tip: 게임 횟수는 진행자가 참여 아동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최소 3회를 진행하도록 추

천한다.  

본 활동의 장점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소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색깔 인지 학습에 도움을 준다.   

플레이어가 노란 인간모형에 자신이 선택한 인

간모형을 끼우다 초록 인간모형이 타워에서 떨

어졌다.  

그럼 벌점 1점과 게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