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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BOOK
본 가이드북은 플레이우드블럭을 이용한 활용방안들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참고를 위한 내용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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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여러 감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하는 

주변 세계에 대한 많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주위의 환경과 상

호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환경과 장소의 제한에 따른
교육효과 저해

무한한 변화의 경험이 필요

고정적인 시설물에서의 놀이는 유아들의 신체와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유아들로 하여금 실외놀이를 단순히 고

정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신체활동으로만 인식하게 하거나 다

양하고 적극적인 실외활동을 유도할 수 없으며 유아들이 실

외놀이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발달적, 교육적 효과를 저해

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무한으로 변형 가능한 가변적인 놀잇감은 고

정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다양하게 변형시켜 무한히 

많은 놀이를 창조해낼 수 있게 합니다.

 
에듀테인 플레이우드블럭 탄생이야기 

 

EDUTAIN PLAY WOOD BLOCK

에듀테인 플레이우드블럭은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전감, 신기함, 복합성 및 다양성을 

갖춘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어 세상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경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PLAY WOO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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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인의 우드블럭은 기존의 획일화된 조합놀이대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공간

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놀이방식을 추구합니

다. 인증된 친환경 목재의 사용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무한한 놀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영유아용 블럭세트로 아이

들은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보다 더 넓고 규모있고 난이도 높은 구조물을 완성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한 구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블록을 조립하고 쌓는 과정에서 아이들

은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블록을 재배열해가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력을 길러나갑니다.

무한한 변형을 통한 유아발달

자발적

창의적협동적

가변적 친환경

PLAY
WOOD BLOCK

실내 및 실외 놀이터, 모래 위, 바닥 위 등 특정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

서 놀이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놀이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끌어 나감으로써 영유아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습니다.

놀이공간의 확장

PLAY WOO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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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WOOD BLOCK 소재 특징

 친환경 목재 (아세틸화 목재)

치수안정성이 뛰어나고 휘거나 뒤틀리지 않으며 외부에서 50년의 1등급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 인증인 FSC, PEFC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우수한 재료로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입니다.

01 치수안전성 02 충해방지 03 무독성

04 1등급 내구성 05 100% 재활용성 06 오랜지속성

07 지속가능한 원자재 08 향상된 강도와 견고함 09 자외선 저항

PLATINUM

Accoya® Wood (Radiata Pine & Alder)
ISSUED TO Accsys Technologies PLC

STANDARD 3.0 EXPIRES 10 June 2017

LEAD ASSESSMENT BODY
MBDC

ASSESSED APPLICATIONS
Manufacture, Installation, Use Outdoors, Landfilling, Composting, Incineration

PRODUCTS COVERED
Accoya® Wood - Radiata Pine
Accoya® Wood - Alder

PRODUCT OPTIMIZATION SUMMARY

R Cradle to Cradle Certified™ Banned List compliant

R Material Health optimization strategy not required

R No exposure from 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R VOC emissions testing not required for this product type

R Product is fully optimized - does not contain any GREY or x-assessed chemicals

R Process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and none are GREY or x-assessed

PERCENTAGE OF CHEMICAL
SUBSTANCES ASSESSED
BY WEIGHT

ASSESSMENT RATINGS PRODUCT 
BY WEIGHT OPTIMIZATION

100% a or b: 99.75-99.9% c: 0.1-0.25%

Inventory threshold for chemicals in each
material = 100 ppm x: 0% GREY: 0%

% CHEMICAL SUBSTANCES 3 CHEMICAL SUBSTANCES

MHC2445

2

1

0 0

a or b c x GREY

국내 해외

KCL Material Health

FCBA

C r e t i f i c a t e  O f 
Membership

GREEN LABEL

FSC JWPA

01

02

특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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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용 패키지박스에는 Bulid 3set + Flow 1set 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실내용 패키지박스에는 Bulid 2set까지 보관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 타입의 블록과 판자, 5가지 타입의 
환봉, 바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 15가지 모듈 (총45개)

구성요소 3가지 모듈 (총14개)

1칸블록 4개 2칸블록 4개 4칸블록 4개 8칸 블록 1개 2칸사선블록 2개 1칸판자 2개 2칸판자 2개 4칸판자 2개 8칸판자 2개

1칸환봉 4개 2칸환봉 4개 3칸환봉 4개 4칸환봉 4개 5칸환봉 4개 바퀴 2개

타입 HPL 타입 목재 타입 실내용

PLAY WOOD BLOCK 구성

 플레이우드블럭 구성
본 가이드 북에 수록된 놀이들은 Bulid 3Set + Flow1Set를 활용한 예시들입니다.

가이드북과 같이 복합적인 활동과 다양한 구조물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Bulid 3set + Flow 1set를 추천합니다.

2칸 물놀이블록
2개

4칸물놀이블록
4개

곡선물놀이블록
8개

BUILD SET

FLOW SET

PACKAG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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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생활주제와 연계한 플레이블럭 놀이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플레이블럭

본 가이드북의 활동은 블럭설계를 기반으로12가지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한 활동들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

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놀이로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 누리과정 생활주제 플레이블럭 활동 세부활동내용

3 우리원과 친구 우리반 구성하기 우리반 교실 꾸미기 / 유치원 가는 길 만들기

4 봄과 동식물 보금자리 만들기 버그하우스 만들기

5 나와 가족 행복한 우리집 부엌, 침실 구성하기 / 내방 만들기

6 우리동네 우리동네 가게놀이 우리동네 구성하기 / 우리동네에 있는 가게 만들기

7 여름과 건강 물길을 관찰하기 물길 만들기 / 물의 흐름 관찰하기

8 교통과 안전 다양한 교통기관을 만들어요 육,해,항 교통기관 만들기 / 인도,차도 만들기

9 세계 속의 우리나라 한글을 사랑해요 한글 만들기, 이름 만들기

10 가을 가을정원 만들기 야외독서공간 만들기 / 가을나무 만들기

11 환경과 생활 모래 관찰하기 모래 관찰하기

12 겨울 겨을을 즐겨요 트리 만들기 / 우리반 썰매 만들기

1 생활도구 목공놀이 다양한 생활도구 만들기 /  목공놀이하기

2 형님반에 가요 튼튼한 나의몸(활동 3가지) 평균대 /  링던지기 / 미로놀이

PLAY WOOD BLOCK  활용법

신체영역 역할영역
물/모래

놀이
도서/휴게 작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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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놀이

균형발달 손과 눈
협응력

단계별
활동우드블럭은 또래와 함께 블록 옮기기, 특정 패턴 및 모양으로 나열하거나 

쌓기, 구조물 구성하기 등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

도록 합니다. 또한 난이도와 단계별로 구성이 가능해 아이들의 전신의 협

응 및 균형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 근육발달을 돕습니다. 

 신체영역

평균대/ 링던지기/ 미로놀이 등

누리과정 연계  플레이블럭을 활용한 평균대, 링던지기, 미로놀이 등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단계별로 진행해 봅시다.

2월

형님반에 가요

이런걸

배워요
활발한 신체활동은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갖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합니다. 아이
들은 주어진 미션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새로운 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단순한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한 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
해낸 아이디어와 규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신체활동 
중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게임을 할 때 아이들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고 규칙을 의논하며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여럿이서 올라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세요.

PLAY WOOD BLOCK  활용법

평균대

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4 2칸 블럭 x 7 1칸 블럭 x6 5칸 환봉 x 2 4칸 환봉 x 2 3칸 환봉 x 2 1칸 환봉 x98칸 판자 x 2 4칸 판자 x 2 2칸 판자 x 2

01 튼튼한 나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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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던지기

미로놀이

5칸 환봉 x 2 4칸 환봉 x 2 3칸 환봉 x 4 1칸 환봉 x1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2 2칸 블럭 x 6 1칸 블럭 x1 4칸 판자 x 2

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20 2칸 블럭 x 6 1칸 블럭 x 7 5칸 환봉 x 32칸 사선블럭 x 4 4칸 환봉 x 3 3칸 환봉 x 2 1칸 환봉 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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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연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교통기관에 관심가지고 블럭을 활용하여 구성해보세요.

8월

교통과 안전

이런걸

배워요
아이들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주어진 환경의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그란 모듈의 블럭은 아이
들의 상상에 따라 자동차의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여객선의 창문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조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육지를 달리는 자동차, 바다 위 여객선,하늘을 나는 비행기 등 각각의 교통기관들은 육지, 바다, 하늘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구조물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구조물이 가지는 환
경적인 조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장점

놀이

상호작용 사회학습 공감능력

가족놀이/ 병원놀이/ 교통놀이 등

01 다양한 교통기관을 만들어요

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5 2칸 블럭 x 7 1칸 블럭 x6

4칸 환봉 x 2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4 1칸 환봉 x4 바퀴 x54칸 판자 x 2 2칸 판자 x 2

2칸 사선블럭 x 4 4칸 블럭 x 5 2칸 블럭 x 4 2칸 판자 x 22칸 사선블럭 x 4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4 1칸 환봉 x4 바퀴 x5

자동차배

아이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구성한 블록 공간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며 

여러 가지 사회 생활속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 학습

의 개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드블럭은 아이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한 공간 및 구조물을 블록

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블록을 이용해 표현하고 또래와 함께 상

상놀이를 시도하며 친구 및 성인에 대한 모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합니다.

 역할영역

PLAY WOOD BLOCK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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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연계  우리동네의 자연공간, 공공기관, 생활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블록을 활용하여 구성해 보세요

6월

우리동네

이런걸

배워요
아이들은 다양한 공간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 대처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언어발달과 역할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공감능력도 향상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소방서, 경찰서, 자주 가는 가게 등 주요 기관과 건물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유아 자신이 생활
하는 공간에서 부터 점차 주변의 특정지형까지 구성해보는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이 물체의 위치와 방
향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02 우리동네 가게놀이

03 행복한 우리집

8칸 판자 x 2 4칸 판자 x 2 2칸 판자 x 2

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10 2칸 블럭 x 8 1칸 블럭 x8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4 1칸 환봉 x4 바퀴 x5

8칸 블럭 x 2 4칸 블럭 x 10 2칸 블럭 x 8 1칸 블럭 x 8

2칸 사선블럭 x 2

4칸 판자 x 2

2칸 판자 x 2

4칸 환봉 x 2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4 1칸 환봉 x4

8칸 판자 x 2

누리과정 연계  가족의 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알아 봅시다.

4월

나와가족

이런걸

배워요
아이들은 스스로 구성한 창의적 공간에서 상상놀이를 통해 우리 가족의 구성과 모습에 대해 알아가며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 가족만의 특징을 알아 갑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내방,거실,화장실 등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특징과 생활활동을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은 집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특성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2 EDUTAIN | 에듀테인

장점

놀이

인지정서
발달 친환경적 가변적

4칸 블럭 x 4 2칸 블럭 x 4 1칸 블럭 x 4 4칸 환봉 x 4 3칸 환봉 x 48칸 판자 x 2 4칸 판자 x 2

누리과정 연계  모래의 촉감과 움직임을 관찰해보아요

11월

환경과 생활

이런걸

배워요
아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물과 모래, 공기, 바람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중 모
래는 아이들의 정서 및 오감 발달에 도움을 주는 매우 훌룡한 놀이 소재로 모래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
으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정서 발달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다양한 탐구 도구를 사용해 봄으로써 주변환경에 대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사고 기술의 기초를 
형성해 나갈수 있도록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때  다양한 탐구도구를 제공해주세요. 다양한 크기의 깔
대기나 모래놀이 도구 등을 홈에 끼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래관찰하기/ 물길관찰하기

물과 모래는 꼭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할까요?

우드블럭 모듈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물과 모래를 탐색하고 물과 모래의특

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래나 물은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부담 없이 활동에 몰두하

여 즐길 수 있는 놀이이며 영유아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며 동시에 정

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갖도록 합니다.  촉감이 서로 다른 물과 모래 그리

고 블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감각 및 인지, 정서 등 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모래 놀이

01 모래 관찰하기

PLAY WOOD BLOCK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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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물길 만들기

8칸 블럭 x 2

4칸 물놀이블럭 x 3 2칸 물놀이블럭 x 2 물놀이 곡선블럭 x 3

4칸 블럭 x 10 2칸 블럭 x 8 1칸 블럭 x 8 4칸 판자 x 2 2칸 판자 x 2 5칸 환봉 x 6 4칸 환봉 x 5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2 1칸 환봉 x 3 바퀴 x1

일자만들기 방향바꾸기 (직선) 바향바꾸기(곡선) S자 만들기

누리과정 연계  물길 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길을 만들어보고 변화하는 물의 흐름에 대해 관찰해보세요

7월

여름과 건강

이런걸

배워요
아마 아이들은 어른이 말해주지 않아도 대각선 모듈의 블럭과 여러가지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물이 흘
러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 것 입니다. 물이 한 길로 흐르게 할 것인지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흐르게 할 
것인지 아이들은 물의 다음 행로를 생각해가며 물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블럭을 더 높게 쌓아올려 경
사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준다면 물은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것 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과정
에서 물의 성질과 압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몰을 흘리는 장치나 물을 담을 대야, 물놀이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활동하기 좋습니다. 
물위로 물체를 흘려보내거나, 물 대신에 공이나 구슬등을 굴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물길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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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놀이

인지정서
발달 친환경적 휴식

아지트 만들기/ 야외학습장/ 언어영역

8칸 블럭 x 1 4칸 블럭 x 10 2칸 블럭 x 8 1칸 블럭 x 8 5칸 환봉 x 2 4칸 환봉 x 4 3칸 환봉 x 5 2칸 환봉 x 2바퀴 x12칸 사선블럭 x 2 1칸 판자 x 4

누리과정 연계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우리만의 아지트 혹은 동물 친구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4월

봄과 동식물

이런걸

배워요
따뜻한 봄, 친구들과 함께 실외로 나왔는데 우리만의 아지트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블럭의 모양을 살펴보고 아지트에 필요한 소품과 어떻게 연결될지 의논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
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 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지트가 완성되었다면 아지트 속에 들어가 봄의 풍경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실외에서 자연과 함께 책을 읽어 보는건 어떨까요?

블럭의 다양한 모듈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

용한 공간이나 학습공간을 구성해보세요. 도서/휴게영역 실내에서는 느끼

지 못하는 따뜻한 햇볕, 시원한 바람 등 자연의 감성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편안함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외기욕은 아이들의 긍

정적인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도모합니다.

 도서/ 휴게놀이

01 보금자리 만들기

PLAY WOOD BLOCK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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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칸 블럭 x 1 4칸 블럭 x 10

4칸 블럭 x 9

2칸 블럭 x 8

2칸 블럭 x 6

1칸 블럭 x 8

1칸 블럭 x 10

5칸 환봉 x 2 2칸 환봉 x 2

2칸 사선블럭 x 2

1칸 환봉 x4

4칸 판자 x 3 2칸 판자 x 2

2칸 사선블럭 x 44칸 판자 x 4 2칸 판자 x 1

4칸 물놀이블럭 x 2 2칸 물놀이블럭 x 2 물놀이 곡선블럭 x 2

3칸 환봉 x 8 1칸 환봉 x 12

누리과정 연계  가을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을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10월

가을

이런걸

배워요
여러가지 블록의 모양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가을 도서공간의 소품들과 연결이 될지 의논하고 블록
을 이용하여 가을정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생각하
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들고 야외로 나와 풍성한 가을을 느끼며 책을 읽고, 가을의 바람과 나무등을 
충분히 만끽하도록 합니다.

누리과정 연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겨울, 우리만의 겨울 놀이감을 만들어 보아요

12월

겨울

이런걸

배워요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빙판을 씽씽 달리는 썰매와 이글루, 스키장 등 신나는 겨울의 풍경을 만들어 
보세요. 계절의 모습과 상황을 상상하고 느끼며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계절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외부 활동시에 아이들이 차가운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날이 찬 날에는 아이들의 장
갑과 복장을 확인해 주세요. 

02 가을정원 만들기

03 겨울을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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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연계  다양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보아요.

1월

생활도구

이런걸

배워요
목공놀이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도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도구
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교사는 놀이용 망치와 목공놀이 나사 등 유아가 직접 탐색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준비
해주세요. 도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도구의 어떤 점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장점

놀이

눈과 손
협응력 인지발달 도구이해

목공놀이/ 한글놀이/ 작업놀이

4칸 블럭 x 4 2칸 블럭 x 7 1칸 블럭 x6

5칸 환봉 x 1 4칸 환봉 x 6 3칸 환봉 x 3

8칸 판자 x 2 4칸 판자 x 4 2칸 판자 x 2 1칸 판자 x 2

작업영역에서는 우드블럭을 활용하여 바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의 특성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활동으로 놀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블록

에 뚫린 구멍을 활용한 놀잇감 통과 시키기, 끼우기 등의 조작활동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주고 놀이용 망치와 못, 우드막대 등을 활용한 목공놀

이는 실내에서 다소 제한되었던 놀이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긍정

적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업영역

01 목공놀이

PLAY WOOD BLOCK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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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칸 블럭 x 10 2칸 블럭 x 8 1칸 블럭 x 8

2칸 사선블럭 x 24칸 판자 x 4

3칸 환봉 x 2 2칸 환봉 x 2 1칸 환봉 x 3

누리과정 연계  새롭게 맞이하는 새학기, 친구들과 함께 블럭을 활용하여 우리 반을 만들어 보세요.

3월

우리원과 친구

이런걸

배워요
우리 반에 있어야 할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롭게 지낼 친구들과 함께 우리반의 모습에 대해 상상하고 원하는대로 구성해보는 활동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 보다는 기대를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아이들과 반을 구성하고 미술, 음률, 과학영역 등 다양한 영역들을 실내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학습을 
해보세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나누어 역할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사회적관계와 상호작용의 대해 
배우게 됩니다. 

누리과정 연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글을 알아 보아요.

9월

세계속의

우리나라

이런걸

배워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에대해 알아보고 블럭을 활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 보
는 활동을 해보세요. 한글의 다음과 모음의 구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데 물길 모듈을 이용하였다면 블럭의 홈을 따라 자기의 이름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02 우리반 구성하기

03 한글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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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우드블럭 안전하게 놀기

1 장시간 물에 담가 두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 보관합니다.

2 장시간 태양광선에 노출시키는 것은 나무 고유의 수분을 빼앗아 뒤틀림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목재에 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충분히 말린 후 보관하도록 합니다.

4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주시고, 실외 보관시에는 습기와 비를 피해 보관해 주시기바랍니다.

1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놀이 공간에서 쓰레기, 날카로운 물체, 파편 등을 제거해주세요.

3 판자가 긴 블럭에 여럿이 올라설 경우 위험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아이들이 보관되어있는 블록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도록해주세요.

5 블록들은 1미터 이상 쌓지 말아야 합니다. (보관하는 경우 제외)

6 목재를 입으로 빨거나 위험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생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사용할 블록에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플레이우드블럭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주변정리와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제품으로 목재의 안전성과 항상 청결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항상 적절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즐거운 놀이를 위해 격려해 주세요.

놀이시 안전사항

보관시 주의사항

PLAY WOOD BLOCK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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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fter
Service

GUIDE
BOOK

소식지
신청

철저한 사후관리로 놀이교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가이드북에는 해당 제품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놀이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매 달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영ㆍ유아의 교육정보와
행사, 신제품 및 할인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A/S신청하기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화드립니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북을 다운받아 사
용합니다.

○ 소식지 신청 방법
에듀테인 홈페이지 소식지 신청하기에서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받으실 성
함과 소속,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에듀테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육환경 

및 문화를 향상시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 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길 32 2층
Tel  02.555.1931  Fax  02.3471.7620  Web  www.edutain.co.kr   E-mail  edutain@edutain.co.kr

문의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