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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도형놀이 1세트>
도형매트 2장, 도형펠트 25개, 테트리스 7종 14개

<옥수수 만들기 1세트>
옥수수 그림판 1장, 클레이 500g

<교통안전 1세트>
칼라콘 2개, 횡단보도 1개, 종이인형 4개, 신호등 1개,
신호등 지지대 1개, 극장판 1개

<자동차 만들기 1세트>
자동차 골판지 1세트, 가게배경종이 2장,
나무막대 22cm 2개, 나무막대 7cm 2개, 빨대 1개,
고무링 8개, 실 50cm 1개

와플에듀

도형매트 2장
도형펠트 25개
테트리스 7 종 14개

모양, 색, 명칭, 공간지각능력, 사고력 발달!
여러 가지 도형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형의 특성을 관찰해봅니다.
도형의 명칭과 색을 알고, 여러 모양으로
조합해보며 공간지각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양을 살펴요.

그림판 위에 올려요.

워크지를 활용해요

다양한 모양과 색의 명칭을 살펴봅니다.

그림판 위에 모양틀을
다양한 위치에 놓아봅니다.

워크지 가이드에 있는 확장놀이 활동을
연계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워크지는 놀꾸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Nori Plus

도형매트2장이 서로 달라요.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도형펠트를 이용해
똑같은 모양을 찾아 올려볼까요?
같은 모양, 색의 도형을 찾아 같은
위치에 놓아봅니다.
도형을 같은 위치에 놓아보며
공간지각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Nori Plus
같은 도형 다른 색을 찾아요.
다섯가지의 모양과 다섯가지의 색을
가진 도형펠트가 있어요.
테트리스안에 같은색을 찾아 올려보기,
같은 도형끼리 올려보기,모두 다른도형
올려보기 등 도형과 색을 분류하여
넣어보며 관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Nori Plus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그림판 위에 7가지 도형틀을 올려
하나의 도형(네모)을 만들어봅니다.
도형틀을 사용해 하나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치에 놓아보며
조작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옥수수 소근육 발달 색 모양 촉감 미술
옥수수의 색과 모습을 살펴보고,
옥수수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알아봅니다. 클레이를 활용해 동그란
모양의 옥수수를 만들어보며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예술적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요.

옥수수알을 만들어요.

옥수수를 만들어요.

클레이의 촉감을 만져보며
구성품을 살펴봅니다.

클레이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듭니다.

동그란 모양의 클레이를 그림판 위
빈 칸에 붙여 옥수수를 만들어봅니다.

Nori Plus

촉감 재료가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클레이를
활용해 촉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말랑말랑한 클레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클레이의 변화에
대해 관찰해보고 클레이의 특성을
이용한 미술 놀이를 해봅니다.

Nori Plus
노란색에는 무엇이 있을까?
색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같은 색을 가진
다른 물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색을 찾아보며,
같은 색을 가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Nori Plus
옥수수를 만들어요!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옥수수 알을
만들어봅니다.
옥수수가 팝콘으로 펑!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세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요!
교통안전 역할극를 통해 안전 수칙을 배워보고,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위, 종이, 그리기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구성품을 살펴요.
교통안전활동지에 그림을 손으로 톡톡
떼어내며 구성품을 살펴봅니다.

가위를 사용해요.

역할극판을 만들어요1

그림에 있는 가위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교통나라판과 칼라콘 사이에
직각으로 연결해주세요.

씽씽이는
내려서 건너요

역할극판을 만들어요2

역할극판을 만들어요3

신호등과 신호등 받침대 사이에
직각으로 연결해주세요.

교통나라판, 신호등, 횡단보도, 종이인형을
사용해 역할극을 해봅니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요

공을 차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지 않아요 건너지 않아요

Nori Plus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교통나라판에 그림에 교통표지판을
살펴보고, 교통표지판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봅니다.
이야기를 통해 교통표지판에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고, 생각을 표현해보며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Nori Plus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약속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놀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릉부릉 자동차를타고 우리동네 상점들을
구경 가볼까요? 우리동네에는 어떤 상점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동차 조작활동을 통해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을 해보며,
과학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테이프와 그리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가게배경에 있는
‘뒷면에 종이빨대를 붙여주세요’
부분 양쪽에 종이빨대를 붙입니다.

나무심지에 원형 골판지를 끼운 뒤,
빈 구멍에 맞춰 고무링을 끼워줍니다.

자동차내부 골판지를 손으로
톡톡 떼어줍니다.

막대(꼬지)와 나무심지에 실을 걸어
매듭 또는 테이프를 붙여 연결해줍니다.

막대(꼬지)를 빈 구멍에 맞춰 끼워줍니다.

자동차내부 골판지를 박스모양으로
조립해 가게배경을 붙인 빨대로 양쪽을
고정시켜줍니다.

막대:배경판을 좌우로 조정해요

핸들:자동차를 위 아래로 조정해요
실 매듭부분에 가이드 자동자를
오려서 붙여줍니다.

골판지 상자의 뚜껑을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덮어주세요.

실에 자동차 모형을 붙여 위, 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별도로 첨부된 세부 조립 가이드를 참조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