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놀이꾸러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안내 드립니다.

놀이구성품

<바닷속 거북이 놀이 1세트>
A3 바다 배경판 1장, 움직이는 동물 1세트,
분할 단추 2세트

<강아지만들기 1세트>
강아지 활동지 1장, 눈알 2개, 삑삑이 1개

<정글 원숭이 바나나 게임 놀이 1세트>
정글판 1개, 원숭이 1개, 바나나 1세트, 마사끈, 종이
빨대 2개, 나무 구슬 2개, 나뭇잎 줄기 2개, 나뭇잎 2개

<양초 물감 놀이 1세트>
비오는 날 풍경판 1장, 초 1개

와플에듀

시원한 바닷속에 사는 동물인 거북이를
꾸며주고 나만의 거북이를 만들어 바다 탐험을
떠납니다. 거북이와 다양한 동물친구들로
바닷속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교구입니다.
움직이는 거북이를 다양하게 꾸미고
바닷속에서 어떻게 헤엄칠지 상상하며 직접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을 입혀요
거북이 모양 합지를 색칠하고 다양한
재료를 붙여 나만의 거북이를 꾸며줍니다.

나만의 거북이로 조립해요

바닷속을 헤엄쳐요

다 꾸민 거북이 모양 합지 포개어
위아래 구멍에 분할 단추를 끼워줍니다.

거북이의 집을 구성해보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바닷속을 헤엄쳐봅니다.

거북이와 친구들을 위해 가정과 원에 있는 놀이재료를 이용해 환경을 구성해보아요 !

강아지를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지와 소리도구를 사용해 강아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에 대해
배워보며 다양한 소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면테이프, 글루건을 준비해주세요.
역할놀이를 위해, 가정의 장난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재료를 떼어내요
구슬이 활동지에 재료들을 손으로
톡톡 떼어주세요.

양면테이프를 붙여요

귀를 붙여요

Glue가 적힌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얼룩이 그려지지 않은 쪽에 양면테이프를
떼내어 흰색이 섞인 귀를 붙여줍니다.

다리를 붙여요

꼬리와 목줄을 붙여요

눈을 붙여요

같은 방법으로 밑에 다리를 붙여주세요.
(다리는 발바닥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꼬리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붙이고
목줄도 얼굴아래 붙여줍니다.

눈알 2개에 스티커를 떼어내어 붙여줍니다.

Nori PLUS

삑삑이를 달아요

완성

나만의 강아지를 만들어요.
활동지와 소리도구를 사용해 강아지를 만들어봅니다.
소리도구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누르며
강아지가 배고플 때, 기쁠 때, 주인을 기다릴 때 등
다양한 상황에 강아지 소리를 흉내내는 놀이를 해봅니다.

정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정글 놀이터를 통해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동물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정글에 사는 원숭이를 나만의 친구로 꾸며주고
정글을 잎으로 멋지게 장식해 원숭이의 집을
만들어 줍니다. 배고픈 원숭이에게 맛있는
바나나를 먹여주세요! 바나나를 찾아 영차영차!
원숭이와 함께 떠나봅니다.

정글을 만들어요
정글판을 접고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정글 배경판을 만들어 주세요.
완성된 정글을 나뭇잎줄기로 멋지게
꾸며줍니다.

원숭이에게 빨대를 붙여요

바나나를 만들어요

목공풀 or 테이프를 이용해
원숭이 뒷면에 종이빨대를 세로로
붙여줍니다.

펠트바나나를 가장 큰 바나나의 구멍에
중간 바나나 위에 작은 바나나순으로
끼워줍니다.

번갈아 당겨요!

끈에 원숭이와 바나나를 끼워요
끈을 원숭이의 왼쪽빨대-바나나-오른쪽
빨대순으로 n 모양이 되도록 끼워줍니다.
(바나나는 양쪽에 매듭을 지어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무 구슬을 달아요

바나나를 따러 출발!

양쪽 끈에 구슬을 각각 끼우고 끈의
끝부분을 구슬이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럼 원숭이도 떨어지지 않겠죠?

바나나를 원하는 곳에 걸어줍니다.
끈이 걸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양쪽 구슬 달린 끈을 잡고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향해 올라갑니다.

초록색 나뭇잎이나
놀이재료를 추가하여
정글놀이터를 구성해보아요!

원숭이 표정을
그려주세요!

아이들은 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곤 한답니다. 비의 모양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유롭게 비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하얀 하늘에선 잘 보이지 않던
비가 어두운 배경에서는 잘 보이네요?
그 원리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비를 양초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색 물감으로 배경을
칠하면 숨어있던 비가 나타납니다.

비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비오는날은 어떤 느낌일까
비오는 날은 어떤 느낌이였는지
비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만 4-5세 아이들은 비가 오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해주어도 좋아요.)

양초로 비를 표현해요

비야 비야 나타나라

비오는 풍경 그림에 양초로 내가 생각하는
비를 자유롭게 표현해보아요.

비오는 풍경 그림에 물감을 칠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비가 나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