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놀이꾸러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안내 드립니다.

놀이구성품

와플에듀

<피크닉 요리도구 매트 1세트>
펠트 매트 1장, 도마 1개, 칼 1개, 숟가락 1개, 포크 1개
*펠트 매트 색상은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바람 과학 놀이 1세트>
선풍기 1개, 습자지 1장
*선풍기 색상은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해저 탐험 놀이 1세트>

검정 액자 1장, OHP 필름 바닷속 그림 1장
잠수함 레이더 1개

<무지개 물고기 꾸러미 1세트>
물고기 앞판 1장, 물고기 뒷판 1장, 물고기 비늘 8개
물고기 몸속 구성품 6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깥놀이, 나들이를 갈 때
필요한 놀이감들을 간편하고 알차게 구성한
교구입니다. 자연물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매트에 나만의 밥상을 구성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들이를 왔어요
나들이 매트에 요리도구를 끼워줍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나만의 나들이 밥상

자연물이나 음식모양 장난감 등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제 요리도구를 이용해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음식들을 나들이 매트위에 구성해
나만의 나들이 밥상을 차려봅니다.

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나들이 음식들을 만들어 보아요!
완성된 나만의 나들이 밥상으로
다양한 역할 놀이를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을 만들고
느껴보는 과학놀이 입니다. 아이들과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고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만든
바람으로 물체를 움직여 보며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주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껴보아요
선풍기 손잡이를 눌러 바람을 만들어
봅니다. 내가 만든 바람을 느껴봅니다.

습자지를 날려보아요

종이배가 떠나요

선풍기를 이용해 습자지를 날려봅니다
(습자지를 길게 찢어보거나 작게 만들어
날려보아도 좋습니다)

종이배를 접어 준비하고 선풍기 바람으로
종이배를 밀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봅니다.
(2개의 종이배로 경주도 가능합니다)

바람으로 물체를 움직여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껴요

바닷속 깊은 곳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레이더를 이용해 캄캄한
바닷속에 숨은 동물들을 찾아보는 교구입니다.
바닷속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고
숨어있던 바닷속 동물들을 찾아 맞춰봅니다.
레이더를 비추는 곳에만 나타나는 동물들을 보며
큰 흥미를 가집니다.

알록달록 바닷속
바닷속 그림(OHP필름)을 유성펜으로
예쁘게 색칠해줍니다.

어두운 바닷속

바닷속을 탐험하자

다 색칠한 바닷속 그림(OPH필름)을
검은 액자에 끼워줍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어떻게 캄캄하답니다.
잠수함을 타고 어두운 바닷속을 비춰봐요!
숨어있던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닷속에는 다양한 동물이 살아요.
어떤 동물을 찾을지 정하고 동물을 찾는 미션을 해요!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고기의 겉모습과
몸 속 구조에 대해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교구입니다. 앞판으로는 물고기 비늘을 끼워
겉모습은 꾸미기 놀이를 할 수 있고,
뒷판으로는 몸 속 구성품의 모양을 관찰하고
알맞은 모양의 짝을 찾아주는 놀이 형식으로
몸 속 구조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 전, 물고기 동화를 들려주면 좋습니다.

안녕?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물고기 이야기

구성품을 나누어가져요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간단한 동화라도 물고기 동화를
들려주면 아이들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늘과 몸 속 구성품을 나누어 주세요.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와 ‘몸 속 구조
알아보기‘ 두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줍니다.

물고기 겉모습을 살펴보고 눈, 코, 입,
지느러미, 비늘 등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알록달록 비늘로 예쁜 무지개
물고기로 만들어 주세요.

물고기 몸 속 구조

물고기 몸 속 퀴즈퀴즈!

물고기의 겉을 알아봤다면 속은 어떤
모습일지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다음 몸 속 구성품을
나누어 주며 관찰해보고 알맞은 자리를
찾아 이름을 알아봅니다.

몸 속 구조판에 구성품을 알맞게 올려
놓은 뒤 하나씩 맞춰보며 퀴즈 놀이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