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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일기예보 키트>
일기예보 돌리판 활동지 1개, 분할단추 1개

<우주게임판 만들기>
우주게임판 1개, 게임말 4개,
게임막대 SET 2개

<마음나라 상상나라 만들기>
도형종이 5개, 도형 배경판 1개, 색종이 7개

<그림자 인형놀이 키트>
전구1개 , 컵 2개, 컵뚜껑1개, 그림자 펠트7개

와플에듀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
매일매일 바뀌는 오늘의 일기예보를 알아봐요!
돌림판을 돌려 날짜, 날씨, 요일을 살펴보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표시해주세요!
준비물 : 채색도구,양면테이프

어떤 숫자일까?
숫자가 적혀있는 원형판 두 개를
살펴보며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인지
알아봐요!

오늘의 날씨는?
해, 구름, 눈, 비, 무지개 등 다양한
날씨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좋아하는
날씨, 싫어하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무지개 요일!
무지개색마다 다른 요일을 살펴보며
하루, 일주일, 한 달에 대해 배워 봐요!

지그재그

채색도구를 준비해요.

날씨를 그려요!

일기예보 돌림판을 만들어요.

날씨판을 알록달록 꾸며줄
유성펜(매직, 네임펜)을 준비해주세요.

채색도구로 반짝이는 해, 핑크색 번개
등으로 알록달록 날씨판을 꾸며준 후,
친구들에게 내 맘대로 일기예보를
발표해봐요!

활동지 중앙에 요일, 날씨, 일, 월,
일기예보 삼각틀 순으로 위쪽에 겹쳐서
끼워주세요.
★그림처럼 지그재그로 끼워맞춰주세요

똑딱단추을 끼워요.

똑딱단추가 쏘옥~ 사라져요!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요?

일기예보 돌림판 홈에 맞춰 똑딱단추를
끼우고 눌러 고정시켜주면
일기예보 돌림판이 돌아갑니다.

똑딱단추가 가려질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놀꾸' 로고를
분할핀 위에 붙여주세요.

일기예보 돌림판을 돌려 오늘의 날짜와
날씨에 대해 가족,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봐요!

핑!퐁!핑!퐁!
손을 움직이며 우주여행을 해요.
나만의 작은 우주공간을 만들어 친구와 함께
우주를 여행하며, 게임말이 구멍 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손을 빠르게 움직여 도와주세요!
준비물 : 가위, 채색도구, 테이프 (or 양면테이프)

활동지를 살펴요
활동지에 그려진 행성을 살펴보며,
가위로 행성을 오려줍니다.

화려한 우주를 색칠해요
우주게임판을 접기 전, 채색도구를
이용해 내가 상상하는 우주의 색을
알록달록 칠해주세요.

게임 말 행성이에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게임 말에 행성
활동지를 위, 아래에 붙여줍니다.

게임손잡이를 만들어요
게임막대에 스티커를 떼어내어 게임말
중앙에 붙여 게임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게임판을 접어요
가장자리를 먼저 접은 후, 양면테이프
또는 테이프로 모서리를 붙여주세요

핑퐁핑퐁 왔다, 갔다해요

핑퐁핑퐁 왔다, 갔다해요

우주게임판의 출구를 손으로
떼어주세요.

완성된 게임판 중앙에는 게임 말을
놓아줍니다.

행성이 블랙홀로
사라졌어요!
2인 1조가 되어 말을 빠르게, 천천히
주고받기를 해보며 상대편 출구로 말을
넣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상을 해볼까?
손으로 쭈~욱~ 당기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도형이 꼬불꼬불 선으로
변해요! 꼬불꼬불 선으로 변한 도형을 내 맘대로
붙여보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준비물 : 채색도구, 테이프, 풀

모양을 살펴요.

꾸미기 재료를 준비해요.

도형 배경판에 선으로 그려진 선,
도형과 도형종이를 살펴보며 모양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양스티커,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등 원하는 꾸미기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손으로 쭈~욱~

마음나라 상상나라로 떠나요

꾸미기 한 도형종이를 손으로 길게
당겨보기도 하고, 꼬불꼬불 꼬아보기도
하며 배경판 위에 올려봅니다.

테이프 또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배경판에 색종이를 붙여 나만의
상상나라를 만들어 친구와 놀이를
해봅니다.

마음대로 꾸며요.
꾸미기 도구를 이용해 도형종이에
스티커 붙이기, 선 긋기, 점 찍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록달록 꾸며줍니다.

내 상상을 설명해요!
교실에 작품을 전시해 서로의 작품을
발표해봅니다. 내가 꾸민 상상나라를
발표해보며 언어능력을 발달시켜줍니다.

Nori PLUS+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었어요!
채색도구를 이용해 배경판에 그려진 점과 점을
연결해봅니다. 물결무늬, 리본, 하트 등 다양한 선을
만들어보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그림자 전시회가 열렸어요!
딸칵! 소리가 나면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신구, 옷을 입혀
컵을 빙글빙글 돌리면 그림자의 옷이 달라져요!
준비물 : 채색도구, 양면테이프

양면테이프로 고정하지 않으면
다른 펠트지로 교체하기 용이해요!

그림을 살펴요.

그림자를 선택해요.

놀이하는 아이들, 밤하늘, 겨울 풍경을
살펴보며 만들기를 준비합니다.

그림자 펠트 3종 중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투명컵 안쪽으로 넣어
양면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알록달록 색칠해요.

그림자가 옷을 입어요!

채색도구를 준비해 나머지 투명컵을
색칠해줍니다.

색칠한 투명컵을 펠트 끼운 투명컵 위로
겹친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천장에 별이 생겼어요!
컵 아래쪽 바닥에 하트, 별, 눈 모양의
원형펠트를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붙여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뚜껑에 그림자를 붙여줘요.
컵뚜껑틀에 맞춰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펠트 원형판을 붙여줍니다.

남은 그림자조각은
휴대폰 조명을 비춰서
그림자놀이로 활용할 수 있어요!

딸깍! 조명을 켜주세요!
LED 미니등을 뚜껑 가운데 부분에 꾹
눌러 넣어 스위치를 이용해 불을 켰다,
껐다 해주세요.

그림자 전시회가 열렸어요.
어두운 방에서 벽 쪽에 라이트를 켜
투명컵에 아래쪽을 돌려 그림자를
전시회를 관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