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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구성품

<윷놀이 1세트>
전통 윷 4개, 윷판 1개, 윷말 8개

<종이컵 탁구 만들기 1세트>
종이컵 2개, 탁구채 2개, 탁구공 2개, 실 2개

<요술 카드 만들기 1세트>
요술 카드 활동지 3개, 편광필름 2장

<펭귄 게임 1세트 + 펭귄 인형 만들기 1세트>
남극 경기장 1개, 펭귄 4개, 펭귄 받침대 4개,
펭귄 인형 만들기 4장

와플에듀

윷을 던지면 무엇이 나올까요?
전통 윷을 내 맘대로 꾸며보고
윷놀이를 할 때 쓰는 도,개,걸,윷,모에 대해
배워보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명절 전통놀이를 해요!
준비물 : 천, 채색도구

윷판을 살펴봐요.

전통 윷을 꾸며주세요.

뒷도는 무엇일까요?

윷판에 그려진 호랑이 그림의 의미와
윷놀이를 할 때 쓰는 도,개,걸,윷,모에
배워보며 윷판을 살펴봅니다.

채색 도구를 사용해 전통 윷을
알록달록 나만의 윷으로 꾸며주세요.

뒷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통 윷 4개 중 한 개의 윷에 뒷도를
원하는 모양으로 표시해주세요.

도,개,걸,윷,모 알아보기.

매트를 준비해주세요!

팀을 정해주세요!

도,개,걸,윷,모 각각 몇 칸을
전진해야하는 지 알아보아요.

전통 윷을 던질 매트를
준비해 바닥에 깔아주세요.

즐거운 윷놀이를 함께 진행할
팀을 2:2로 정해주세요.

Nori PLUS+
윷놀이를 함께 할 친구들과 2:2 팀을 정하고
가위,바위,보로 윷 말을 선택해주세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매트 위에 윷을
던져 말을 움직여 출발지점까지 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을 해보아요!

핑퐁 핑퐁 탁구공 튕기기 게임을 해요!
탁구채로 탁구공을 튕겨 종이컵에
골인하면 탁구공에서 소리가 나요!
탁구공 튕길 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게임을 통해 집중력을 길러주세요~
준비물 : 글루건, 글루심, 양면테이프, 스카치테이프

탁구 연습을 해요.

#1 탁구채를 만들어요.

#2 탁구채를 만들어요.

탁구 경기를 할 때 탁구채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르게
잡아봅시다.

종이컵 바닥 테두리에 글루건을 칠하고
탁구채 뒷면에 적힌 ‘종이컵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글루건이 없다면!
종이컵 밑바닥에 칼집을 내어
양면테이프로 종이컵을 붙여주세요.

실을 묶어줘요.

탁구공을 연결해요.

탁구공 튕기기 놀이!

탁구채 손잡이 부분에 있는 구멍 두개를
손가락으로 톡톡 떼어내고 실을
묶어주세요.

실 끝에 탁구공을 연결하고 양쪽을
스카치테이프 또는 글루건을 사용해
붙여주세요.

탁구채로 탁구공을 튕겨 종이컵에
넣어보는 놀이를 해요!

★ 실 길이는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요!

Nori PLUS+
탁구채 조립하기 전 탁구공을 바닥에
두고 탁구채로 탁구공을 쳐서 종이컵
안에 골인시켜보는 놀이를 해요!

Nori PLUS+
종이컵이 붙지 않는 쪽으로
누가 많이 튕기나 시합을 해봐요!

비밀메시지 요술 카드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편광 필름을 이용해 요술 카드를 만들고
친구에게 전하는 비밀메시지를 종이에 적어
요술 카드와 겹치게 카드를 돌려주면
비밀메시지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준비물 : 양면테이프, 스카치테이프, 종이, 채색도구

편광 필름을 살펴봐요.

보호 필름 떼어줘요.

편광 필름 붙이기

편광 필름 두 장을 겹쳤을 때와 겹쳐서
돌렸을 때랑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편광 필름에 붙어있는 보호필름을
떼어주세요.
★ 편광 필름-검정색 / 보호 필름-투명색

원형 활동지 ‘편광필름 붙이는 곳’에
편광 필름을 알맞게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원형 활동지 조립하기

편광 필름 붙이기

요술 카드 조립하기

원형 활동지 두 장을 겹쳐서
양면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네모 활동지 ‘편광필름 붙이는 곳’에
편광 필름을 알맞게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네모 활동지 사이에 원형 활동지를
끼우고 반으로 접은 후 날개1, 2를
양면테이프로 붙여 두 장의 카드를
고정해주세요.

나타났다 사라져요!
비밀메시지 또는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요술 카드를 올려 원형 활동지를 돌리면
비밀메시지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뒤뚱 뒤뚱 펭귄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종이 펭귄을 활동지 사이에 끼우고 위, 아래로
움직이면 펭귄이 결승선을 통과해요!
친구와 팀을 나눠 결승선 통과하기 게임을 해요.
준비물 : 양면테이프, 풀, 가위, 채색도구

펭귄 받침대 만들기

움직이는 펭귄 만들기

접는 선이 있는 부분은 다 접어주세요.
네모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준 뒤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펭귄 받침대 마름모 모양으로 완성 후 펭귄 뒷면 붙이는 곳에 맞춰 받침대를 붙여주세요.

경기장 만들기

움직이는 펭귄 완성~!

접는 선이 있는 부분은 접기 편하도록 다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 준 뒤 ‘jump!’ 부분이 바깥쪽으로 올 수 있도록 뒤집듯이 접어주세요!

남극 경기장을 양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면
펭귄이 jump! 지점을 통과합니다!

뒤뚱 뒤뚱 펭귄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종이 펭귄을 활동지 사이에 끼우고 위, 아래로
움직이면 펭귄이 결승선을 통과해요!
친구와 팀을 나눠 결승선 통과하기 게임을 해요.
준비물 : 양면테이프, 풀, 가위, 채색도구

펭귄 얼굴 만들기

펭귄 몸통 꾸며주기

펭귄 활동지 접는 선에 맞춰 접어주고 양면테이프 또는 풀을
사용해 붙이는 곳을 연결해주세요.

펭귄 몸통의 흰색 부분을 채색 도구로 알록달록 칠해주세요.

펭귄 몸통 만들기

펭귄 얼굴 고정하기

같은 숫자 1~6번 순서대로 양면테이프 또는 풀로 붙여주세요.

펭귄 얼굴과 몸통을 양면테이프 또는
풀로 고정해주세요.

펭귄 인형 완성~!
펭귄의 양 발을 붙여 완성해주세요.

펭귄의 양 발을 두드리면 뒤뚱뒤뚱 걷고
머리를 누르면 점프하는 모습도 확인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