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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와플에듀

<보트 만들기 1세트>
배모형 1개, 배 바퀴 1개, 닻 1개,
핸들 1개, 고무줄 1개

<바닷속 그리기 1세트>
바다A3 활동지 1장,
백업스폰지 5cm 3개, 백업스폰지 2cm 3개 (스폰지 색상 랜덤)

<물고기 꾸미기 1세트>
물고기 모형 1개, 색종이 5장(색상랜덤), 뿅뿅이 10개(색상랜덤)

<우주외계인 주사위 만들기>
별 상자 활동지 1장, 야광 스티커 5개, 라이트 1개

배 과학놀이 조작놀이
배를 만들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퀴를 돌리는 방향을 다르게 조작함에 따라 배에
움직임 변화를 관찰하며
과학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끈, 채색도구, 스티커

보트 구성품을 확인해요

보트를 조립해보아요

배모형, 닻, 핸들, 바퀴(프로펠러)의
기능을 떠올려보며 구성품을 살펴요.

배에 핸들과, 닻을 달아서
배의 모양을 완성시켜보아요.

고무줄을 끼워요

나만의 보트를 만들어요

고무줄 사이에 만들어둔 바퀴를 끼워
줍니다. (손으로 바퀴를 감으면
수면 위에서 보트가 앞으로 슝~)

가정의 채색도구를 활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보트로
꾸며보아요.

프로펠러를 만들어요.
양쪽으로 홈이 있는 프로펠러를 반으로
접어, 가운데 홈이있는 스폰지에 끼워요

물 위에 띄워보아요
바퀴를 앞으로, 뒤로 감아서
고무줄을 감는 방향에 따라
어디로 나아가는지 원리를 생각해봐요.

바다 도장 미술놀이
바다 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바다 액자를
만들어봅니다. 채색도구 또는 물감을 사용해
미술활동을 해보며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준비물 : 채색도구, 물감, 붓, 종이컵

물고기를 세어보아요

채색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바닷속엔 어떤 동물친구들이 살까요?
각각의 물고기에 엄마,아빠,친구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예쁘게 꾸밀거에요!

백업스폰지를 물감을 이용해 물고기에
색을 입혀줄거에요. 종이컵에 물감을
풀어서 쓰거나, 물감과 붓을 준비해요.

물고기에 도장을 쿵~

물고기에 패턴을 입혀요

물감에 적셔진 백업 스폰지를
물고기 크기에 맞추어 쿵 찍어주세요.

붓이나, 면봉, 또는 손가락으로
물감을 찍어 점, 선 다양한 패턴을
넣어서 독특한 물고기 비닐을
만들어주세요

물감을 톡톡톡!
백업 스폰지에 물감을 입혀주세요.
(여러가지 색이 합쳐지면 어떤색이
나올까요?)

Nori Plus

숨어있는 바닷속
동그라미를 찾아요!

물고기 미술 언어놀이 교구
물고기는 무슨 색일까?
채색도구, 꾸미기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알록달록하게 꾸며줍니다. 완성된 물고기를
액자로 사용해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물고기를 발표해보며 언어능력을 길러줍니다.
준비물 : 채색도구, 색지, 두꺼운 도화지

재료를 펼쳐요

접착제를 붙여요

색종이는 손으로 잘라서,
양면테이프나 풀을 이용해 붙일거에요.

물고기의 선을 따라 양면테이프와
풀을 발라요.

이름을 지어요

무지개 물고기 완성!
물고기가 완성되었어요.
받침대에 꽂아서 전시하거나,
도화지를 활용해 추가활동을 할거에요.

내 이름을 쓰거나, 물고기의 이름을
만들어서 받침대에 또박또박 써보아요!

Nori Plus

물고기모형 뒤쪽에는
내 사진이나,
가족들의 얼굴을
그려보아요!

색종이를 찢어붙여요
손끝으로 색종이를 자르고,
물고기 몸통을 다양한 색깔로 채워요.

도화지에 바닷속을 그려요
이 물고기는 어디에 살까?
큰 도화지에 채색도구를 활용해
물고기가 사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별 그림자 과학놀이 교구
별 모양을 통해 상자 안 그림을 살펴보기도 하고,
상자를 색칠해봅니다. 라이트를 사용해 생기는 별
그림자에 손을 가까이, 멀리 해보며 손에 반사되는
그림자의 크기가 변하는 별 그림자에 원리에 대해
배워봅니다.
준비물 : 채색도구, 윷놀이판, 말, 종이

상자안쪽 그림을 확인해요
우주에는 다양한 행성들이 있답니다.
제일 멋있어 보이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주사위를 접어요
상자의 모든 면을 붙여주세요.
단, LED 구슬전구가 들어갈 한 면은
남겨놓는 것 잊지마세요!

상자를 접어요

접착제를 붙여요

상자를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접은 후에 한번에 풀을 칠하면 좋습니다 ☺

접히는 곳에 풀 또는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야광별 스티커를 붙여 꾸며주세요!

구슬 전구를 넣어요.

보드게임을 해요.

상자에 구멍을 따라, 빛이 새어나올
구슬전구를 넣은 뒤 접착해주세요!

1

3

6
5

야광별도
붙여요!

주사위를 굴려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과연 상자에서 어떤 색 빛이 나올까요?

Nori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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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를 굴려 활동지의 보드게임을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면 마다 별을 숫자를 세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