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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젠탱클 놀이 1세트>
A3활동지 1장, 정육면체 활동지 5장

<관람차 만들기 1세트>
나무심지 1개, 원형판 1개, 관람차 6개, 티켓모양판 4개
삼각지지대판 1개, 분할단추 6개

<구름모빌 만들기1세트>
구름펠트 4개, 물방울 펠트 10개, 실 1개, 펜시고리 1개

<우리몸 딱지 만들기 1세트>
사람 그림판 1장, 뼈 그림판 1장

와플에듀

젠탱클이란?
zen(선)+tangle(얽힌 것)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낙서를 하듯 반복되게 그림을 그려 패턴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패턴을 만들 수
있어 미술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이들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팬, 색연필, 사인펜, 풀,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패턴을 살펴요.

패턴을 그려요.

젠탱클을 만들어요

A3활동지에 그려진 패턴을 살펴보며
다양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채색 도구를 사용해 먼저 활동지에
다양한 패턴을 연습해보아요~

활동지에서 연습한 패턴을 토대로
젠탱클 A3 용지와 큐브에 차례대로
나만의 패턴을 표현해주세요

물결, 점선, 사선, 동그라미 등
다양한 패턴을 그리고 색깔로 채워보아요

Nori Plus

젠탱클 큐브가 몇 개 쌓아져있을지
상상해보아요! 2층으로 쌓아올린 큐브 아래에
몇 개의 큐브가 숨겨져 있을까?

원형판
삼각지
지대판

관람차
티켓
모양판
분할단추

나무
심지

놀이동산의 커다란 관람차를
나만의 멋진 뱅글뱅글 관람차로 변신시켜요.
관람차를 돌려보며 회전, 원심력에 대해
알아보는 과학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위, 테이프, 꾸미기 재료, 매직을 준비해주세요

관람차를 꾸며요.

지지대를 세워요

원형판을 달아요

조립 전 채색 도구를 사용해
관람차를 자유롭게 꾸며요.

삼각지지대판을 접은 뒤 티켓 모양판을
양쪽에 꽂아주세요.
(조각을 분리해 구멍을 뚫어주세요.)

원형판 구멍에 맞춰 관람차 판을
분할단추를 사용해 달아주세요.
(단추는 분리해 앞뒤로 끼워주세요)

나무 심지를 꽂아요

친구들을 태워요

빙글빙글 관람차 완성

중간 나무 심지를 사용해 원형판
가운데에 끼운 뒤, 삼각 지지대판에
꽂아주세요. (심지를 꽂은 뒤 양쪽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동물 그림, 관람차 번호가
그려진 종이를 가위를 사용해 오려
관람차에 붙여주세요.

왼쪽방향, 오른쪽방향으로 관람차가
운행될 수 있게 빙그르르 돌려보아요

Nori Plus

친구와 티켓판을 활용해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친구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켜 놀이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Nori Plus
회전, 원심력에 대해 배워요.
관람차를 속도가 다르게 돌립니다.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갈 때와 빠르게 돌아갈 때에
회전수와 원심력에 차이점에
대한 과학 원리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둥실 떠있는 구름을 나만의 모빌로
만들어 보세요. 채색 도구를 이용해 알록달록
색을 가진 구름으로 꾸며 줍니다.
실을 이용해 무지개 물방울도 내리게 해주세요.

사인펜, 글루건,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구름을 꾸며요.
구름펠트 위에 채색도구를 사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을 이어 붙여요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구름펠트 4장을 한 장씩 반으로 접어
겹겹이 붙여주세요.

양 끝 쪽 펠트를 붙이면 펼쳤을 때
(+)모양의 구름이 됩니다.
(구름에 있는 구멍에 맞춰 붙여주세요.)

실을 달아요

물방울을 묶어요

구름빵 모빌 완성!

구름 밑쪽에 있는 구멍에 실을
넣어 묶어주세요.
(실은 아이가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세요.)

구름에 묶은 실 끝에 같은 방법으로
물방울을 묶어주세요.

구름 위쪽 구명에 실을 연결해주세요.
실 끝에 플라스틱 고리를 연결해
모빌을 만들어 줍니다.

Nori Plus
바람이 불어요.
모빌을 바람이 부는 창문에 걸어 줍니다.
바람에 따라 모빌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바람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바람의 필요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딱지를 돌려보며 몸속 탐험을 해요.
우리 뼈의 생김새, 소화기관, 호흡기관의 명칭에
관심을 가지고, 위치도 연결해보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루건,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뒷면을 펼쳐주세요

양면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몸속 그림판을 확인해요

종이 붙이기 완성!

그림판을 이어붙여서 우리몸 곳곳을
배울 수 있는 딱지를 만들거에요!

번호가 쓰여진 몸속 그림판을 보고
번호 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번호를 모두 붙이고 나면,
동서남북 종이놀이처럼 그림판을
다양하게 펼쳐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몸속에는 뭐가 있을까?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

소중한 나의 몸

피부속에 있는 다양한 몸속의
장기를 확인하고 어떤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몸 속에는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딱딱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아요

딱지를 여러 방향으로 넘기며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기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뼈의 생김새, 소화기관에 대해 배운 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간단한 신체 움직임을 하며 대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