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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에듀

놀이구성품

<가을동화 액자 만들기>
가을엽서 4장, 분할단추 1개

<별시계교구 1세트>
팔찌 1개, EVA별시계 3개 ,
시계활동지 2개, 분할단추1개

<지구시계교구 1세트>
원형반구 2개, 원형막대 1개,
지구활동지, EVA별 5개(공통)

<가면만들기 교구>
가면 1개 (3종 중 랜덤발송), 고무줄
스팽글 8개, 펠트 깃털 3개

<자연놀이 교구세트>
A3활동지 1장, 펠트 단풍잎 8개, 색모래 2개 (색상랜덤)

내가 동화작가가 된다면?!
동화작가가 되어 나만의 동화책을 알록달록하게
꾸며줍니다. 여러 장의 그림을 겹치면 추석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장 뒷면에 편지 또는 동화를 글로 적어
나만의 동화를 완성하며
창의력과 언어능력을 길러줍니다.
준비물 : 채색도구, 원형 노란색 천 또는 종이

동화 속에는 누가 살까?

무슨 날일까요?

그림 동화 속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어떤 날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채색도구를 준비해요.
사인펜, 매직을 이용해 다람쥐, 토끼,
어린아이들에 색을 입혀줍니다.

동화를 만들어요.

똑딱! 단추를 채워요.

다람쥐,토끼 동화가 어린아이들 동화보다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장의
그림을 한곳으로 모아 그림을 겹쳐줍니다.

겹쳐진 그림 위쪽 홈에 맞춰 분할단추를
끼워주면 동화책이 완성됩니다.

추석에는 가장 큰 보름달이 떠요~

별시계 지구 과학놀이 교구
지구의 시계를 돌리면 동그란 보름달이 나타나요!
빙글빙글 지구돌림판과 별시계를 만들어 환한
보름달에 비추는 별그림자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해보아요.
준비물 : 양면테이프, 채색도구

지구에 낮과 밤이 있어요!
지구를 손으로 톡톡 떼어 지구판을 앞,
뒤로 뒤집어 보며 지구의 낮과 밤의
모습을 밝기에 다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해와 달은 어디에 있을까?
해와 달을 손으로 톡톡 떼어 지구판에
붙여보기도 하고, 원형돔에 붙여 지구에
떠있는 해와 달을 표현해 주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을 원형돔 바깥쪽에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붙여 하늘에 떠있는
나만의 작은별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반구에 해와
달을 넣어요!
지구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막대를 끼워요.

시계줄을 꾸며요

원형돔 평평한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지구판에 앞, 뒤로 붙여줍니다.

나무막대를 빈 구멍에 맞춰 끼워줍니다.

요술팔찌를 펼쳐 움푹 파인 곳에
유성펜을 사용해 팔찌를 꾸며줍니다.

★움푹 패인곳이 윗 쪽
시계판을 끼워요.
칼집이 있는 원형 EVA에 칼집구멍에
맞춰 아래-위-아래로 끼워주세요!

뱅글뱅글 별이 돌아가요.
달 그림판을 붙인 원형EVA에 큰별 EVA를
올린 후 구멍에 맞춰 분할단추를 넣어줍니다.

별시계가 되었어요.
분할단추를 끼운 원형EVA에 뒷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요술팔찌 원형에
맞춰 붙이면 별시계가 완성됩니다.

패션쇼 나라 신체놀이 교구
반짝반짝 나만의 가면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패션쇼도 열어봐요.
채색도구와 스팽글을 사용해 미술활동을 해보고,
모델처럼 걸어보며 패션쇼를 해요!
준비물 : 양면테이프, 채색도구, 빨간색 스카피, 펠트

어떤 물건일까요?
양쪽 구멍에 흰색 고무줄을 묶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뒤
어떤 물건일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가면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가면에 스팽글을
붙여 반짝반짝 빛나는 가면을 표현해줍니다.

채색도구를 준비해요.
가면을 꾸며주기 위해 채색도구들(색연필,
싸인펜, 매직, 물감 등)을 준비해줍니다.

깃털로 국가를 표현해요.
가면 위쪽에 국기깃털을 붙여 나라를
표현해봅니다.

나만의 가면을 꾸며요
가면에 내가 좋아하는 색을 입혀서
나만의 가면을 만들어주세요!

패션쇼가 열렸어요.
완성된 가면을 얼굴에 착용하고, 모델처럼
걸어보며 친구와 패션쇼를 열어봅니다.

자연물 모래 자연놀이 교구
모래를 문지면 그림이 나타나요!
까슬까슬 모래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봐요.
단풍에 물풀을 칠해주고, 색모래를 뿌려 문질러주세요.
손가락으로 색모래를 문지르며 촉감도 느껴보고
단풍에 색도 칠해주며 자연놀이를 즐깁니다.
준비물 : 물풀, 모래놀이용 여분 종이

모래를 만져요.
종이에 색모래를 올려 까슬까슬한 색모래의
촉감을 느껴봅니다.

모래를 문질문질~
물풀자리에 색모래를 뿌려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낙엽잎에 색을 입혀줍니다.

구성품을 살펴요.

물품을 준비해주세요.

펠트 낙엽을 활동지에 그려진 낙엽잎에
올려보며 이름과 모양을 알아보며 가을에
볼 수 있는 색에 대해 살펴봅니다.

색모래를 이용해 낙엽잎에 색을
입혀주기 위해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모래를 정리하면 완성!

자연물 퍼즐놀이

그림 위의 모래를 한쪽으로 쓸어주면,
뚜렷하게 낙엽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종이위의 모양에 따라 자연물 낙엽펠트를
올려놓으며 퍼즐을 완성해보아요.

흰 종이 위에 낙엽펠트를 올려두고, 그 위로 가을색 모래를 흩뿌려주세요. 낙엽을 들추면 낙엽모양이 나타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