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놀이꾸러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안내 드립니다.

놀이구성품

<발바닥 유령 놀이 1세트>
지관 1개, 빨대 2개, 꼬치 2개, 발바닥 2장, 스티커 1장

<몬스터 가면 1세트>
몬스터 가면 1개, 안경 1개, 요술지팡이 1개
몬스터가면, 안경, 요술봉 색상 랜덤 발송

<카메라 액자 1세트>
카메라 1개, 필름 1개

<놀꾸마블 1세트>
게임판 1개, 말 4개, 주사위 1개, 황금열쇠 4개

와플에듀

신나는 달기기 경주가 열렸어요. 누가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종이 발바닥위에
내발을 대고 그려 보아요.발톱도 예쁘게
꾸며주어요. 귀여운 고스트 친구들도 함께
경주를 하고 있네요. 보이지 않는 고스트의
모습을 재미있고 다양하게 표현하며 상상력을
기르고 놀잇감을 직접 만들며 집중력,
소근육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테이프,양면테이프, 그리기도구 등 부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발바닥을 꾸며주세요
발모양 종이를 나만의 스타일로 예쁘게
꾸미고 발톱스티커로 발톱을
알록달록하게 만듭니다.

지관에 스티커를 붙여요

꼬치를 붙여요

지관에 유령스티커 2개를 붙여
바깥면 전체를 감싸줍니다.

지관 안쪽 면 양쪽에 꼬치가
좌우 반대로 나올 수 있도록
평행하게 붙입니다.

파닥파닥~

발바닥유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빨대를 붙여요
발바닥 뒷면에 빨대를 붙입니다.

발바닥과 지관을 연결해요

고스트 올림픽 시작!
완성된 발바닥유령을 굴려봅니다.
발만 움직이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발바닥과 지관을 연결해요

Nori Plus
Nori Plus
발만 움직이는 유령이 찾아왔어요
발바닥유령을 내가 원하는대로 꾸며보아요!
알록달록 매니큐어도 발라주어요!
(나의 발을 관찰하고 나의 발처럼 꾸며주어도 좋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도망치세요!
발만있는 유령이 친구들을 잡으려해요
발바닥 유령을 굴려 닿은 친구들은
같이 유령이 되는 놀이를 해보아요.

요술 지팡이를 흔들면 소원을 들어주는
몬스터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역할놀이
교구입니다.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요술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고, 마음대로
변신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몬스터모양은 랜덤으로 1개 발송됩니다.

유령은 어떤 친구인가요?

몬스터가면을 만들어요

몬스터로 변신!

유령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소리를
낼지,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봅니다.

안경테두리 앞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후 몬스터가면을 붙여줍니다.

요술지팡이를 휘둘러 얍!
몬스터가면을 쓰고
몬스터로 변신놀이를 합니다.

Nori Plus
요술지팡이 속에 쌀이나 단추를 넣어
소리가 나는 지팡이로 변신시켜주세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 몬스터로 변신해요!
몬스터로 변신하여 내가 상상하는 몬스터도 흉내내보아요

Nori Plus
가면을 쓰고 몬스터로 변신해 친구들도 변신시켜주세요!
(고스트 올림픽과 연결해 발바닥유령에 닿은 친구들을
요술지팡이로 변신시켜주는 놀이로 함께해도 좋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를 듣고 예술적,
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교구입니다.
동화를 듣고 아이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해봄으로써 언어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에 이야기 필름을 끼워 넣고, 동화를
들려주면 나도 영화감독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기 도구, 꾸미기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먼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필름을 색칠해요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주세요

이야기필름을 유성펜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대로 색칠합니다.

색칠한 필름을 카메라(칼집난 부분)
양쪽에 끼워 넣어줍니다.

Nori Plus

나만의 아기돼지 이야기
필름을 올리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가족 또는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만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든
동화를 들려줄 수 있고 발표를 통해
자신감 상승과 언어적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Nori Plus
카메라도 멋지게 꾸며주세요!
그림이 지나가는 면을 제외한 윗부분,
아랫부분 또 뒷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계여러나라에 대해 놀이를 통해 배우는
교구입니다. 세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
나라의 국기와 상징물들을 알고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테이프 고정

게임용 말을 만들어요
게임용 말에 그리기도구로 표정을 그리고
꼬치에 테이프로 붙여서 스폰지에 꽂아요.

주사위를 굴려 게임시작!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해 게임을 시작합니다.

Nori Plus
황금열쇠를 만들어요!
다른 종이에 황금열쇠 미션을 적어
미션을 바꾸어 게임을 진행해보아요
(ex.점프 10번, 코끼리코 5번, 엉덩이로 이름쓰기 등)

황금열쇠를 제자리에
게임판의 미션 위에 황금열쇠를 올려둡니다.

말을 출발점에
말을 출발점에 올려둡니다.

황금열쇠는 매 회 마다 순서대로 놓지 않고
자유롭게 바꿔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말을 옮겨 이동한 나라의 이름과
국기, 상징물들을 알아봅니다.

Nori Plus
세계여행을 몇 번 떠날지
횟수를 정해보고
정해진 횟수를 빨리 들어온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도 해보아요

황금열쇠를 열어요
황금열쇠칸에 도착한 친구는
번호에 맞는 황금열쇠를 열어
미션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