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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와플에듀

<인형만들기 1세트>
모자, 장갑, 목도리 중 1개 (종류/색상 랜덤)
바늘 1개, 털실 3개, 눈알 2개, EVA단추 3개 (종류/색상랜덤)

<목공놀이 1세트>
스폰지 10x10 (2개), 10x5 (2개), 5x5 (4개), 5x3 (8개),
롱핀 5개, 숏핀 5개, 빵칼 1개, 나무망치 1개

<골판지 농구대 만들기>
공구대판 1개, 하드스틱 1개, 꼬치 1개, 뚜껑 1개,
고무줄 2개, 탁구공 1개,

<OHP 숨은그림찾기 1세트>
숨은그림판 1개, OHP그림 필름 1장

나만의 인형을 만들어요!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털모자, 털장갑,
털목도리를 이용해 나만의 인형을 만드는
놀이키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물건,
재료들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인형과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답니다.
가위,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재료를 확인한 후 어떤 인형,
장난감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봅니다.
(모자, 장갑, 목도리 중 1가지만 랜덤제공 되어요)

인형을 만들어요
재료를 자르거나, 접은 후
실로 묶거나 꿰매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모자의 경우 꾸미기만 하여
모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봐요!

인형을 꾸며요
바느질하여 여러모양(꽃,나비등)을
새겨줍니다. eva단추,눈알스티커로
자유롭게 꾸며줍니다.

장갑은 세트(2개) 로 제공되오니
한쪽 장갑안에 다른 장갑을 넣어
입체감있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뚝딱뚝딱! 꼬마목수가 되어보아요
스펀지를 자르고 핀을 못질하여 아이들의 상상
속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목공체험입니다.
친구들이 꼬마목수가 되어 조각들을 망치질
하고 연결해 만들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스펀지 개수와 핀 개수를 확인합니다.

핀으로 모양 만들어요
핀을 망치질해 모양,
글씨를 표현해봅니다.
Ex) 동그라미, 세모, 네모, ㄱ,ㄴ,ㄷ 등

Nori Plus

무엇을 만들까요?
스펀지들을 자르고 핀을 못질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봅니다.

Nori Plus

스펀지 연결 시
양면테이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
허수아비 완성

색종이나 펜을 이용해
더욱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볼 수 있어요~

도미노를 해요!
스펀지 블럭을 비슷한 크기로 자르고
나열하여 도미노를 만들어요

높이높이 탑쌓기 놀이!
자른 스펀지 블럭들을 친구와
한번씩 번갈아가며 탑을 쌓아요

콩 콩 콩~
손끝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
만으로 아이들의
감각은 성장합니다

농구선수가 되어 보아요!
집에서 우리집 미니 농구대를 만들고
집중해서 농구공을 조절하여 손끝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조작놀이 입니다.
농구선수처럼 멋지게 공을 날려 골인도 시켜보고
가족들과 모여 농구시합도 해보아요~
양면테이프, 그리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세모로
접어요

홈

홈
농구 코트를 만들어요
농구대 아래쪽 접는 선을 따라
종이를 말고, 발사대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줍니다.

발사대를 만들어요

조절판을 만들어요

아이스크림막대를 발사대 중앙 홈에
올려두고 꼬치가 아이스크림막대 위로
올라오도록 발사대 옆면에서 꽂아줍니다.

발사대쪽 홈에 아이스크림막대가
고무줄아래에 오도록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고무줄을 끼운 반대편
아이스크림 막대위에
뚜껑을 붙여줍니다.

칼선을 따라
토독~ 떼어주세요

농구 코트를 만들어요
농구대판의 접는 선에 맞게
농구대를 접어 만들어줍니다.

발사대를 만들어요
뚜껑위에 탁구공을 올리고
골대를 향해 탁구공을 날려봅니다.

Nori Plus
특별한 농구대를 만들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여
우리집만의 특별한 농구대를 꾸며보아요
(탁구공도 꾸며줘도 좋습니다.)

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일라~
동물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해요. 숨은 동물들을
찾아 필름지를 올리면 동물들이 나타나요!
숨은그림찾기, 틀린그림찾기를 통해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교구입니다.
색칠도구를 준비해주세요

A그림

숨은 그림 제시판

B그림

그림을 색칠해요

틀린그림찾기를 해요

숨은 그림찾기를 해요

숨은그림판과 ohp필름을 색칠합니다.

A그림과 B그림을 비교하여
그림이 다른 곳을 찾아봅니다.

숨은 그림 제시판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림 속에 숨겨진
물건들을 찾아봅니다.

숨은그림판을 보고 유추해요

숨은그림판에 OHP필름을 올려요

Nori Plus

솦 속에 동물친구들을 초대해요!
ohp필름에 있는 동물친구들을 색칠하고
오려서 그림위에 올려주세요
모두 모여 즐겁게 노는 숲 속을 만들어 주세요

누구의
꼬리일까?
숨바꼭질을 해요-1
그림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을 보고
어떤 동물일지 추측해 보아요.

너구리의
꼬리구나!

숨바꼭질을 해요-2
OPH 필름을 올리면 올리면
숨어있는 동물을 알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