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놀이꾸러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안내 드립니다.

놀이구성품

<모닥불 바비큐 놀이 1세트>
모닥불 1개, 모닥불 판 1개, 빨대 3개, 꼬치 4개,
백업 2개,가랜드 3개, 마끈, 활동지 1장

<손바닥 댄스 매트 1세트>
손바닥 댄스 매트 8장

만화경 1개

<사계절 나무 놀이 1세트>
나무 2개, 꾸미기 나무 조각 4개,
펠트 계절판 1개, 이름표 1개

와플에듀

가족,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캠핑속에서
바비큐파티를 아이들이 직접 구성하고 놀이
해보는 교구입니다. 모닥불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굽고 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테이프 or 양면테이프, 그리기도구, 종이 등
부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재료를 준비해요

모닥불을 만들어요

가랜드를 만들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모닥불과 바비큐 재료를 모두 펼쳐요.

모닥불 판을 접어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활동지 (나무무늬)를 떼어 동그랗게 말아
장작을 만들어 줍니다.

깃발이나 가랜드 모양으로 끈에
가랜드를 끼우고 나무빨대에
걸거나 묶어주세요!

재료를 손질해요

바비큐 꼬치를 만들어요

우리 모두 다같이 캠핑놀이!

마시멜로우(백업)도 꽂아
바비큐 음식을 모두 준비해요.

준비된 음식을 모닥불에 구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캠핑놀이를 해봅니다

바비큐 재료 활동지를 가위로 오려
양면테이프나 풀로 꼬치에 붙여요.

모닥불에 구워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직접 그려서
만들어 먹어보아요!

손바닥 댄스 매트를 자유롭고 배치하여 모양,
색깔, 그림에 맞춰 매트를 건너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 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고 간단한 교구로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손은 손모양 터치!
발로 발모양 터치!

매트를 살펴보아요
손바닥 댄스 매트를 펼쳐 어떤 색, 그림,
모양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이를 만들어요

댄스판을 구성해요

어떤 방법으로 댄스판을 건널 것인지
색깔을 따라갈지, 손과 발 모양을 따라갈지
규칙을 정해봅니다.

매트를 자유롭게 배치합니다.

댄스판을 건너요

음악에 맞춰 댄스댄스!

내가 하고 싶은 놀이방법대로
매트를 건너봅니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박자에 맞게 매트를 건넙니다.

동물이 나오면
울음소리와 특징을
묘사해보아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거울을 통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다양한 색과 무늬,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거울과 빛을 이용해 여러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고 다양한 시선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기 도구, 꾸미기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만화경을 탐색해요

나만의 만화경을 만들어요

만화경 속 세상

만화경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만화경이 무엇인지
관찰한 뒤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만화경의 옆면을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꾸밉니다.

완성된 만화경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만화경 속 신기한 거울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동네를 둘러보아요

만화경 숨바꼭질

내가 알던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이나요?

한쪽 눈은 감고 만화경을 통해서만 보고
찾아보아요! 엄마가 어디있나, 내 장난감은
어디있나, 내 짝궁은 어디있나 등 찾을 것을
정해보고 거울 속 세상에서 만나보아요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계절마다 나무가 변화하는 모습을 알고
나무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순서, 특징을
알 수 있는 교구입니다. 계절나무를 꾸미면서
자연스레 계절마다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와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봄

겨울

여름

가을

사계절의 나무 모습은?

나무를 만들어요

사계절 나무를 꾸며요

사계절의 특징은 어떤게 있는지
나무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먼저 나무 2개를 +(십자모양)으로
끼워줍니다.

계절판 위에 나무를 올리고
나무의 4면을 계절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꾸며 줍니다.

숲속 동물들이 찾아왔어요

나무에 이름을 지어요!

이름표를 걸어주세요

나만의 사계절 나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표를 만들어요
이름표에 이름을 쓰고 예쁘게 꾸밉니다.

완성된 이름표를 사계절나무에
걸어서 완성합니다.

사계절 나무에 동물들이 놀러왔네요
완성된 사계절나무에 동물나무조각을
예쁘게 색칠해서 붙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