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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인디언 만들기>
EVA 인디언 집 조각 (4조각, 1조각, 10조각), 지끈 1개

<정글망원경 만들기>
망원경 1개, 망원경 렌즈 1개

<걸리버 만들기>
걸리버 활동지 1장, 운동화끈 2개
(끈 색상 랜덤발송)

<지구본 만들기>
MDF 지구본 1개

와플에듀

인디언 조작놀이 교구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조각을 이용해 집을 만들어 주세요.
집을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실을 연결하면
짠~!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집이 완성되었어요!
준비물 : 안전가위, 소꿉놀이 도구, 작은 상자, 다양한 악기

구성품을 살펴요.
창문, 구멍에 있는 EVA를 손으로 톡톡
떼어내며 EVA 조각으로 어떤 모양의 집이
만들어질지 이야기를 나누며 구성품을
살펴봅니다.

인디언이 살고 있는 알록달록 집!
채색도구를 이용해 패턴 또는 그림을
그려 집을 알록달록하게 꾸며주세요

뚝딱뚝딱 집을 지어요.
집 벽면 홈에 맞춰 사이사이에 기둥EVA를 끼워주세요.

와~! 축제가 열렸다!
기둥에 있는 구멍에 지관(끈)을 연결하고, 가이드 그림을 가위로 오려
인디언 축제를 열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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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등 악기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인디언 부족이 되어 악기를 이용해 함께 부족 노래를 만들어
춤추기, 노래 부르기 등을 해보며 음률활동을 해봅니다.

정글 탐험 자연놀이 교구
신비함이 가득한 정글로 떠나볼까요?
채색도구를 이용해 망원경을 알록달록하게
색칠해주고, 망원경으로 자연물을 관찰하며 멋진
정글탐험가로 변신! 정글에 살고 있는 신비한
동식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요~!
준비물 : 채색도구, 색 테이프, 재활용 상자, 지류

Out-side

in-side

구성품을 살펴요.
망원경, 렌즈, 목걸이를 이용해 무엇이
만들어 질지 이야기를 나누며,
채색도구(유성펜)을 준비해줍니다.

망원경을 만들어요.
양면테이프 또는 풀을 이용해
접착면에 적힌 번호에 맞춰 망원경을
조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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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탐험대!
렌즈를 통해 자연물, 교실, 친구 얼굴을 관찰해보아요.

크게 보기

작게 보기

렌즈가 쏘옥~

정글에 어떤 동물이 살까?
망원경에 그려진 동물 그림을 살펴보며,
채색도구를 이용해 알록달록하게
색을 칠해줍니다.

망원경 렌즈 크기를 이용해 물체를
관찰해보며, 활동지 뒷면에 양면테이프
또는 글루건을 이용해 크기에 맞춰
렌즈를 두 곳에 붙여줍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세상!
완성된 망원경을 이용해 자연물을 관찰하고,
멀리있는 친구에 얼굴도 살펴보며 놀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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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테이프를 이용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책상 또는 상자를 라인에서
2~3m 간격을 두고 준비해 물건을 올려줍니다.
망원경을 이용해 물건을 관찰 후
맞춰보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연령에 따라 물건의 크기를 작게 주어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걸리버 여행 언어놀이 교구
걸리버가 커졌다! 작아져요!
접는 선에 맞춰 활동지를 지그재그로 접어
커졌다, 작아지는 걸리버를 꼼짝하지 못하게
끈으로 연결하고, 소인국을 채색도구로 색칠해
나만의 걸리버 이야기를 만들어요.
준비물 : 채색도구

작은 사람이 사는 나라!
소인국에 살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모습과
걸리버에 모습을 관찰하며 구성품을
살펴봅니다.

소인국을 꾸며요.

걸리버가 작아졌어요!

채색도구(유성펜)를 준비해 소인국을
알록달록하게 꾸며줍니다.

접는 선에 맞춰 활동지를 앞, 뒤 지그재그로
접어 커졌다, 작아지는 걸리버에 모습을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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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국 사람들 숨은 그림 찾기!
활동하고 있는 소인국의 행동을 지칭해서
사람을 찾아보는 게임을 해보아요!
①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사람은 어디있을까요?
②소인국 사람들은 총 몇 명일까요?

걸리버가 위험해요!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에게 밧줄을 묶어보듯 구멍에 끈을 연결해
걸리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으악! 구해주세요!
활동지에 그려진 소인국 사람들과 걸리버를 살펴봅니다.
누워있는 걸리버에게 소인국 사람들이 밧줄을 묶었던 모습을
이야기해보며 걸리버에게 끈을 연결해봅니다.
끈을 연결해보고 풀어보는 놀이를 통해 조작놀이를 해봅니다.

지구 자연 과학놀이 교구
손가락을 이용해 지구를 돌려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뒷면에 포슬포슬
이끼를 붙이면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숨을 쉬어요!
준비물 : 종이, 채색도구, 안전가위

지구는 초록식물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로 숨을쉬어요~

지구는 어떻게 숨 쉴까?
포슬포슬한 촉감의 스칸디아 모스를
탐색해봅니다.

빙글빙글 지구 만들기 1
MDF 지구 받침대를 직각으로 꽂아줍니다.

지구본을 초록식물
스칸디아 모스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나무가 자랐어요!

채색도구를 이용해 지구본에 그려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도를 색칠해주세요.

채색도구를 이용해 지구본 앞면을 색칠하고,
가이드를 이용해 뒷면에 꽃, 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빙글빙글 지구 만들기 2

빙글빙글 지구 만들기 3

지구본 고정 MDF 2개를 위, 아래쪽로
꽂아줍니다.

고정 MDF를 지구본 지지대 MDF에
직각으로 꽂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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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도 생일이 있어요! 4월 22일!
지구가 환경 오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환경을 소중히 하고, 언어능력을 발달시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