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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와플에듀

<컬링놀이 1세트>
컬링판 1장, 컬링 EVA 4개
컬링발사대 1세트
-T 모양 합지 1개, 태극 모양 합지 2개, 발사대 EVA 2개, 고무줄
*발사대 EVA에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목놀이 펠트 1세트>
오목놀이판 1개, 바둑알 흰돌 10개, 검은돌 10개
제기 1개, 복주머니 1개
*제기와 복주머니 색상은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꼬마도령 만들기 1세트>
꼬마도령 활동지 1장, 분할단추 13개, 하드스틱 2개, 끈 1m

<타임캡슐>
소원종이 5장, 빵끈 5개, 타임캡슐 1개

미끌미끌 얼음판에서하는 컬링대회가 열렸어요~
스폰지 총알을 날려 표적안에 올려보아요.
재미있는 발사대로 다양한 놀이와 연계하기 좋고
아이들의 집중력과 소근육, 힘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양면테이프, 색칠도구, 꾸미기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뒷판

손잡이
앞판

고무줄이 끊어지는 경우, 여분의
고무줄로 교체하여 사용해주세요 ☺

컬링총알

구성품을 확인해요

발사대를 만들어요1

발사대를 만들어요2

구성품 중 총알이 붙어 있는 발사대
조각에서 총알을 분리해줍니다.

발사대 조각중 뒷판 (그림이 바깥쪽)
위에 빨강, 파랑 EVA 조각들을
모양에 맞게 붙여주세요.
eva조각 위에 구멍이 뚫린 종이조각을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남은 발사대 조각(손잡이)을
만들어진 발사대 틈사이에 꽂은 후
발사대 양쪽 홈에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동그란 영역에 컬링 총알이 쏙 들어가도록
손잡이를 충분히 당겨요!

발사대를 꾸며요

컬링 총알을 조준해요

컬링 총알을 날려요

발사대를 예쁘게 색칠하고 꾸며줍니다.
총알도 꾸며 줍니다.

컬링판 아래쪽에 발사대를 두고
발사대에 총알을 올려줍니다.
한손으론 발사대 몸통을 잡고
한손으론 발사대 손잡이를 잡은 뒤
당겼다 놓아주세요

컬링의 골인지점 ‘하우스‘에
누가 더 가까이 날릴 수 있을까
시합을 해보아요

Nori Plus
볼링을 해요!
집에 다 먹은 요구르트 병을 모아 하우스에 세워두고 슈팅!
요구르트병을 쓰러트리는 놀이를 해요 많이 쓰러트린 친구의 승리~

Nori Plus
컬링 발사대에 색칠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붙여서
나만의 컬링발사대를 만들어요

오목놀이를 해요
다섯개의 바둑알을 한 줄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주머니야 커져라!
먼저 한 줄을 완성한 친구의 승리!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 좋아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오목놀이세트의 구성품을 확인해주세요

한명씩 번갈아가며 놓아요
바둑알을 한차례씩 올려두며
먼저 바둑알 5개를 만드는
친구가 승리합니다.

바둑알 색을 정해요
흰돌과 검은돌로 분류해서
나의 돌 색깔을 정합니다.

오목 규칙을 배워요
선과 선이 만나는 ‘+’ 모양에
바둑알을 올려서 5줄을 만들어야해요

알까기 응용게임을 해요
오목이 어렵다면 손가락으로
나의 바둑알을 날려 친구의
바둑알을 놀이판 밖으로 날려요

바둑알을 정리해요
바둑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주머니에 숫자를 세며 넣어보아요~

Nori Plus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제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발로 차 보아요 Nori Plus
Nori Plus

제기를 하늘로 날려요
오목놀이판 위에 제기를 올린 후
날렸다가 다시 오목판 위로 받아봐요!

바둑놀이를 해요!
집에 바둑알이 더 있다면 개수를 합쳐
놀이할 수 있고 없는 친구들을 종이로 바둑알을
만들어 놀이해보아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에 모이면 우리는 어른들께 무엇을 하나요?
움직임이 섬세한 꼬마도령으로 세배를 해보아요
한복을 입은 꼬마도령 인형으로 놀이하며
올바른 세배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가위, 양면테이프, 꾸미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똑딱

활동지를 분리해요
꼬마도령 활동지의 점선을 따라
조각을 모두 떼어줍니다.

꼬마도령을 만들어요
사진을 참고하여 구멍난 부분에
분할단추를 연결해 종이인형의 관절과
관절을 조립해줍니다.

팔다리를 연결해요
몸통 > 팔 > 다리
각각을 구성해놓고 연결하면 편리해요!

① ②
③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④

막대와 끈을 연결해요
끈을 4등분 해주세요
①②줄 :머리에 연결 (짧은 줄)
③④줄 : 손에 연결 (긴 줄)

꼬마도령을 움직여보아요
손끝으로 꼬마도령을 움직여서
손에 익숙해지게 연습을 해봅니다.

Nori Plus
발은 양면으로 뒤집어 사용하면
버선과 고무신을 갈아 신길 수 있답니다☺

세배를 해요
무릎을 굽혀서 세배를 하고
새해인사를 하는 순서를 배워봅니다.

Nori Plus
꼬마도령과 다른 놀잇감, 또는
꼬마도령의 친구를 만들어 인형극을 해보아요

타임캡슐이 도착했어요
올 해 나의 소원, 약속 또는 몇 년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편지를 써보세요. 약속한 시간이 흐른 뒤
꺼내어 보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색칠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소원을 적어요

소원종이를 묶어요

타임캡슐에 넣어요

소원종이를 꺼내
새해 나의 소원을 적어봅니다.

소원종이를 돌돌말아 빵끈으로 묶어줍니다.
얇은 펜을 대고 말아주면 쉽게 말 수있어요.

묶은 소원종이를
타임캡슐에 넣어 줍니다.

Nori Plus
타임캡슐을 보관해요
1,5,10년뒤 타임캡슐을 꺼내 볼
연도를 정하고 비밀의 장소에
타임캡슐을 보관합니다.

타임캡슐을 만들어요!
새로운 한 해의 소원, 약속 또는 몇년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 사진을 넣어도 좋아요
타임캡슐에 넣고 몇 년 뒤에 꺼내보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