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놀이꾸러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안내 드립니다.

2021-05-03, WAPPLE. All rights reserved

놀이구성품

와플에듀

<미니어처종이집1세트>
미니어처 집 1장, 습자지 2장, 색종이 2장, 지끈 1줄, 줄 골판지
2줄

<슬리퍼 짝짝꿍 놀이1세트>
광목천 슬리퍼 1쌍, 미니 사인펜 6종 1세트

<의자 쌓기 보드 게임 1세트>
알록달록 의자 12개

<옷 입히기 놀이 1세트>
드레스룸 1개, 사람 인형 1개, 헤어 2개, 의상 5개

아기자기 귀여운 미니어처 종이집을 만들어요!
입체적인 팝업가구들과 다양한 지류로
종이집을 채워보아요. 다양한 종이의 종류를 알고
생김새에 따른 쓰임새도 알 수 있어요
양면테이프, 색칠도구, 꾸미기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종이집을 만들어요

가구를 만들어요

종이집을 꾸며요

접는 선에 맞춰 종이집을 접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팝업식 가구들을 눌러 세워줍니다.
(입체적인 가구를 만들어요)

꾸미기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미니어쳐 종이집을 꾸며봅니다.
Ex) 가랜드, 의자, 이불 등

나만의 굴뚝을
달아요

다양한 지류를 이용해요

굴뚝을 만들어요

종이집 완성!

다양한 지류를 이용해 종이집을
꾸며주세요

줄골판지를 동글동글말아서
지붕에 꽂아주세요

갖고 있는 인형을 초대해
역할놀이를 해보아요

4번 드레스코드 인형과 함께
연계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Nori Plus

내 발, 우리 발 짝짝꿍!
친구들의 다양한 상상력으로 짝짝이 슬리퍼를
예쁘게 꾸며보아요.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슬리퍼가 아닌
친구들만의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바구니 또는 훌라후프를 준비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나 부품을
붙여보아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슬리퍼를 만들어요

나만의 슬리퍼를 만들어요

캔버스 슬리퍼와 사인펜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사인펜을 이용해 알록달록
슬리퍼를 꾸며 줍니다.

사인펜으로 그림도 그리고 가정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붙여
나만의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 가요!
발 모양 종이를 오려 바닥에 붙인 후
슬리퍼를 신고 따라 걸어보아요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봅시다

Nori Plus

Nori Plus

멀리멀리 날아라 슝~
거실에 훌라후프나 바구니를 놓고
한발 깽깽이로 슬리퍼를 던져
골인 시켜보아요

흔들흔들~ 의자쌓기
쓰러지지 않게 높이 높이 쌓아보아요
아이들의 집중력과 균형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 쌓기놀이교구 입니다.
별도 준비물이 필요없는 교구 입니다.

구성품을 확인해요

의자를 나누어요

의자를 번갈아 쌓아요

의자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의자의 개수를 반으로 나눕니다.

놀이의 차례를 정한 뒤
차례대로 의자를 위로 쌓습니다.

넘어뜨리지 말고 높이~

의자를 높이 쌓아요

의자를 하나씩 빼요

가지고 있는 의자를 쓰러뜨리지 않고
먼저 다 쌓은 친구가 승리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번갈아가면서 의자가
쓰러지지 않게 최대한 높이
쌓아 올려보아요.
쓰러지지 않고 모두 쌓아 올리면 성공!

높이 쌓아올린 의자를 반대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차례대로
빼보아요. 쓰러뜨리면 실패~!

Nori Plus
의자의 색깔을 활용해,
청기 백기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Nori Plus

파랑의자 놓아! 빨강의자 거꾸로 놓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볼까?
나의 느낌대로 원하는대로 인형의 옷을
입혀주세요.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옷을 꾸며
나만의 드레스코드를 표현해도 좋아요
놀이 1번의 사인펜 도구를 활용해요

구성품을 확인해요

드레스룸을 만들어요

옷을 입어요

인형과 옷, 헤어, 드레스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드레스룸판에 옷과 헤어를 올려
드레스룸을 채워줍니다.

드레스룸에서 옷과 헤어를 골라
인형에게 입혀줍니다.

나의기분을 꾸며보아요

악세서리를 착용해요

옷을 정돈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사인펜으로 내 표정을 그려주세요

팔찌나 시계, 반지를 그려서
소품을 착용하고, 신발을 그려
인형을 완성시켜주세요

놀이가 끝난 후 옷장에 옷을 정리하며
정돈하는 방법을 배워보아요

Nori Plus

종이를 오려서
나만의 의상을 만들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