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브릭

 P-2 2개P-1 4개 S-H 2개

B-10 2개

O-1 1개 O-2 2개 ＋24개

꽃게 마스크 만들기페이퍼 브릭

그림과 비교해 확인 해주세요.

P-1 하나를 3등분 해주세요.
접은 P-1에 새로운 P-1 2개를  

+ 4개를 이용해 양쪽에 결합해주세요.

가운데에 O-2를 올려 

+로 결합해주세요.

P-1을 반 접어주세요.

1. 2. 3.

4.

1 +를 하나를 접어주세요. 

2 결합하고 싶은 브릭을 겹쳐주세요. 

1

2 3 4

페이퍼 브릭  
기본 접기

5. 6.4번 에서 접은 P-1을 3번 브릭 뒤에 

+2개를 이용해 결합해주세요.

P-2 2개를 2개의 구멍이 겹치도록  

한 후, +2개로 결합해주세요.

3 접은 +로 결합해주세요. 

4 +의 날개 부분을 펼쳐 고정 해주세요. 



완성!!
다양한 색의  
페이퍼 브릭으로 

개성 넘치는  
나만의 꽃게 마스크를  

만들어보세요!

B-10에 O-1을 겹쳐서 +로 결합해  

2개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꽃게와 마스크를 결합합니다.

마스크 선은 그림과 같이 위 고무줄만  

브릭 사이에 걸어 줍니다.

꽃게 — 마스크 — S-H 순서로  

+4개로 결합해줍니다.

8.

11.

13.

12.

10
     -1

10
     -2

10
     -3

10.

9.7. 6번 에서 접은 페이퍼브릭을 비스듬히  

겹치도록 밀어준뒤 + 1개로 결합합니다.

8번  에서 만든 브릭을  

7번  에서 만든 브릭에 결합해주세요.

먼저 꽃게의 눈이 될  9번 브릭을  

+로 양쪽에 결합합니다.

3번 의 끝과  9번 끝을 맞추어  

+4개로 결합합니다.

모두 결합된 모습

3번

9번



필요한  
브릭

로봇 마스크 만들기페이퍼 브릭

그림과 비교해 확인 해주세요.

1

2 3 4

페이퍼 브릭  
기본 접기

P-2 3개 S-H 4개

B-4 2개

S-X 2개 O-2 2개O-1 2개 ＋17개

1. 2. 3.

4. 5. 6.

S-H 2개를 나란히 준비해주세요.
그 위에 P-2를 놓아주고  

그림과 같이 +로 결합해주세요.

그림과 같이 가운데에 O-2와  

+를 이용해 결합해주세요.

O-1와 +로 나머지 접은 S-X에  

결합해주세요.
S-X 2개를 3등분 해주세요.

3번 위에 접은 S-X를  

+로 결합해주세요.

옆에서 본 모습

1 +를 하나를 접어주세요. 

2 결합하고 싶은 브릭을 겹쳐주세요. 

3 접은 +로 결합해주세요. 

4 +의 날개 부분을 펼쳐 고정 해주세요. 



완성!!
다양한 색의  

페이퍼 브릭으로 
멋진 마스크를  
만들어보세요!

 +로 양쪽으로 결합해주세요. 모두 결합된 모습8.

11. 12.

9.7.

10.

14. 15.13.

6번 에서 접은 페이퍼브릭을  

 3번  에 고정시켜줄 거예요.

P-2 1개를 준비해주세요. + 4개를 이용해 결합해줍니다.
그 위에 9 번  을 올리고 

그림과 같이 B-4를 올려주세요. 

준비된 마스크 위에 올려주세요.

마스크 안 쪽에 S-H를 고정한 뒤, 

+로 결합해주세요. 

고무줄 위치는 그림처럼 놓아주세요.

양 쪽 모두 고정해주세요.



움직이는

포크레인 만들기페이퍼 브릭

필요한  
브릭

 P-2 1개P-1 4개 S-H 4개 S-T 4개

B-4 2개 B2-2 2개

O-1 4개 O-2 4개 ＋25개

그림과 비교해 확인 해주세요.

1. 2. 3.

4.

1 +를 하나를 접어주세요. 

2 결합하고 싶은 브릭을 겹쳐주세요. 

1

2 3 4

페이퍼 브릭  
기본 접기

5. 6.

3 접은 +로 결합해주세요. 

4 +의 날개 부분을 펼쳐 고정 해주세요. 

P-1 2개를 3등분 해주세요.
접은 P-1 2개를 구멍 하나만  

겹쳐줍니다.
겹쳐진 곳에 O-1과 +로 결합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결합합니다.

양 끝 구멍에 O-1와 +로 결합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결합합니다. P-2를 3등분 해줍니다. P-1의 끝부분을 접어줍니다.



9.

10.

14.

17.

12.

15.

18.

11.

13.

16.

8.7. 연필로 접은 P-1의 윗부분을  

돌돌 말아서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모두 붙인 모습

B-4를 그림과 같은 위치에  

결합해줄거예요.
O-1과 +로 양쪽 모두 결합합니다. 

결합된 모습

S-H를 3등분 해줍니다.

S-H를 3등분 해줍니다.

나머지 면도 +2개로 서로  

이어 붙입니다.

5번 과  7번 의 접힌 면을 서로  

붙여서 +2개로 이어줍니다.

S-H를 3등분 해줍니다.
S-H를 2개를 접은   11번 에서 접은

S-H에 +로 결합해줍니다.

14번 의 B-4를 +를 이용해서  

결합해줍니다.



24.

20. 21.

22.

19.

23.

27.26.25.

완성!!

다양한 색의 페이퍼 브릭으로 

개성 넘치는 나만의 포크레인을  

만들어보세요!

B-4의 끝에 +를 이용해서  

양쪽 다 결합합니다.
S-X를 3등분 해줍니다.

B-2를 양쪽에 +를 이용해서 

결합합니다.

P-1을  21번 의 가운데에 +를  

이용해서 결합합니다.

17번 의 페이퍼브릭과 이어지도록 

+로 결합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페이퍼브릭을 

표시된 곳에 결합합니다.

그림처럼 +로 안쪽에 결합합니다. 나머지도 그림처럼 +로 결합합니다.위에서 본 모습



부릉 부릉

자동차 만들기페이퍼 브릭

필요한  
브릭

 P-2 1개P-1 2개 S-H 1개 S-X 4개 O-2 4개 ＋17개 

그림과 비교해 확인 해주세요.

1. 2. 3.

4.

1 +를 하나를 접어주세요. 

2 결합하고 싶은 브릭을 겹쳐주세요. 

1

2 3 4

페이퍼 브릭  
기본 접기

5. 6.

3 접은 +로 결합해주세요. 

4 +의 날개 부분을 펼쳐 고정 해주세요. 

그림처럼 +로 양쪽을 결합해 준 뒤, 

비스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림과 같이 4개를 접어주세요.S-X를 그림처럼 접어주세요.

P-1을 원 끝에 맞춰서 3등분 해줍니다. 그림과 같이 P-1 2개를 접어주세요. 그림과 겹쳐 주세요.



양쪽 다 달아주세요.

결합된 모습

뒷부분도 이어서 결합해주세요.

밀어 넣은 모양

튀어나온 페이퍼브릭은 살짝 

접어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완성!!

10. 12.11.

16.

14. 15.13.

9.8.7. 4번  페이퍼브릭에 접은 S-X를  

결합해줍니다.

O-2와 +로 결합해서 바퀴를  

만들어주세요. 반대편도  

7~9번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P-2와 S-X를 그림과 같이 배치해서 

뒤집은 뒤, +로 결합해주세요.

그 위에 S-H를 배치하여  

+로 결합해주세요.

12번 을 10번 에 그림과 같이  

+로 결합해주세요.

부릉
부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