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로 픽셀 아트 즐기기

 1 문제를 풀어 빈 곳에 들어갈 답을 써 보세요.

문제 답 색

은 의 ( )배입니다. 하늘

의 
 은 ( )입니다. 주황

의 ( )배는 
 입니다. 노랑

의 배는 ( )입니다. 검정

 2 답에 해당하는 색으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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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바꾸어 새로운 픽셀 아트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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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

문제를 바꾸어 새로운 픽셀 아트를 만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