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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와플에듀

<눈사람 만들기 1세트, 루돌프 만들기 1세트>
루돌프 만들기 펠트 4P, 눈사람 만들기 펠트 6P
흰뿅뿅이 1개, 플라스틱 반구 4개, 플라스틱 고리 2개
쇠고리 2개, LED 구슬 2개

<뽀롱이와 스케이팅 놀이 1세트>
스케이트판 1개, 뽀롱이 캐릭터 1개, 막대 1개, 자석 2개

<겨울풍경 색칠 & 퍼즐놀이 1세트>
퍼즐판(12P) 1개, 배경판 1개

<겨울왕국 만들기 1세트>
종이집 1개, 꾸미기 그림판 1장, 눈 가랜드 2개,티라이트 1개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코를 가진 루돌프,
하얗고 폭신폭신한 눈사람 모양의 가방고리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가방, 방문고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완성!

구성품을 확인해요
만들기조각,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짝이구슬을 만들어요

펠트를 순서대로 붙여요

플라스틱반구안에 LED구슬을 넣고
다른 반구로 닫아 반짝이 구슬을
만들어 줍니다.

눈사람과 루톨프 펠트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아래의 사진 참고하여 완성해봅니다)

반짝이 구슬을 끼워요

고리를 끼워요

고리를 펠트 사이에 끼워넣어서
양면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쇠 고리와 플라스틱 고리를
연결한 후 인형 위쪽구멍에 끼워줍니다.

눈사람 조립하는 방법

가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반짝 걸어요~
루돌프 조립하는방법

겨울하면 어떤 스포츠가 떠오르나요?
뽀롱이가 스케이트를 타려해요~꼬불꼬불
어려운 스케이트를 뽀롱이가 잘 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막대를 움직여 손끝으로
조작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입니다.
테이프or 양면테이프, 네임펜을 준비해주세요

뽀롱이에도
자석을 붙여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뽀롱이 구성품을 확인해주세요

자석을 붙여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나무막대와
뽀롱이 뒷면에 자석을 붙여줍니다.

요리 조리
움직여보아요~

스케이트를 움직여요
한손으로 스케이트판이 위를 향하게
두고, 다른 한 손은 스케이트판
아래에서 조작 연습을 합니다

누가누가 더 빠른가!
출발 선에 서서 도착까지 스케이트를
신고 빠르게 미끄러져 통과해볼까요?

Nori Plus
날씨가 너무 추워요!
뽀롱이에게 알록달록
따듯한 옷을 입혀주세요!

스케이트장에 올라가요
스케이트판 위에 뽀롱이를!
아래에 나무막대를!

겨울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겨울풍경 퍼즐도 맞추고 겨울풍경 색칠놀이를
해보아요. 퍼즐놀이로 관찰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퍼즐놀이 뿐만 아니라
색칠놀이까지 함께 즐겨볼 수 있는 놀이입니다.
양면테이프, 그리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퍼즐판을 뜯어요
파란색 퍼즐판을 손으로 토도독
분리해서 모아주세요!
퍼즐을 분리하기전 사진을 찍어두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난이도 높은 단계
배경판이 없는 상태에서
퍼즐을 조립해보아요!

배경판을 색칠해요

퍼즐을 맞춰요

배경판을 색칠해 색칠놀이를 합니다.

배경판을 두고 퍼즐을 맞춰봅니다.

난이도 중간 단계

난이도 낮은 단계

내가 색칠한 배경판에 위에
퍼즐을 맞춰 보아요

Nori Plus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퍼즐조각 완성품을 보고
흰 도화지에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놀이를 응용해보아요

배경판을 옆에두고 그림을
비교하며 퍼즐을 맞춰 보아요

나만의 겨울왕국을 만들어요!
영화에서 본 겨울왕국을 우리 아이들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상상하던
‘나만의 겨울왕국’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양면테이프 or 테이프, 그리기재료를 준비해주세요

겨울왕국을 만들어요

가랜드를 붙여요

겨울왕국을 꾸며요

점선에 맞게 겨울왕국을 접어
울타리 끝부분은 구멍에 끼우고
손잡이 부분은 양면테이프로 붙여 줍니다

눈가랜드를 겨울왕국에 붙여줍니다.

꾸미기그림판을 뜯어 산타와
루돌프그림은 지붕에 붙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붙여 성을 꾸며줍니다.

꾸미기재료로 겨울왕국을 화려하게!

겨울왕국을 꾸며요2
흰 뿅뿅이와 눈펠트를 자유롭게 붙여
겨울왕국을 꾸며줍니다.

티라이트를 켜요
겨울왕국안에 티라이트를 켜줍니다.

겨울왕국 골판지 모형 조립하는 방법

Nori Plus

놀꾸 10번안에 있는
<반짝반짝 겨울친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