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링아트 드림캐쳐

스트링아트 드림캐쳐

만들기
규칙에 따라 선분을 그어 곡선을 나타내고,
스트링 아트로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기
나무도안 전개도, 십자수 실, 깃털, 플라스틱 구슬

Q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실의 끝이 갈라지면 투명테이프를 살짝 감아 사용하면 좋다.

1. 나무 도안을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 보세요. 그리고 나무 도안의 톱니 부분에 1부터 20 까지 시계방향으로
연필로 살짝 숫자를 써 넣으세요. ☞ 한쪽 편에 구멍이 한 개 뚫린 곳이 1번입니다.
☞ 실 끝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구슬을 5개 정도를 꿰어 두세요.
2. 나만의 규칙을 정해 시계방향으로 1부터 실 을 감아 보세요.
☞ 1→9, 2→10, 3→11, 4→12, 5→13, 6->14, 7→15… 과 같이 해도 좋습니다.
☞ 구슬은 계속 밀어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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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을 한 바퀴 감아 처음으로 돌아오면 한 번 더 ➋번처럼 감고 구슬이 사진처럼 가운데 자리잡히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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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 뒤쪽에 투명테이프를 붙여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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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3개의 구멍이 난 쪽에 실을 넣고 구슬을 꿴 뒤 실 끝에 깃털을 연결하고 깃털 끝부분에 구슬을 꽂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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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쪽 구멍에는 구슬과 실을 연결하여 벽에 걸 수 있게 하여 나만의 드림캐쳐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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