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리는 물건도 장난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자
어린이가 선물 포장을 풀고 장난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와 포장지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어린이는 어른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도 재미 있게 놉니다. 상자를 재활용하면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프리스쿨 

원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벤치마크, 12.E.ECb 참조). 재활용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안전 우선
어린이가 사용할 재료가 깨끗한지, 날카로운 못이나 모서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육류 

포장 용기와 같이 음식이 담겼던 재료는 피하세요. 포장지나 키친타올의 심은 괜찮지만 

화장실용 휴지의 심은 위생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마세요.

상자 쌓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상자를 쌓아보세요. 로봇, 자동차, 집 등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린이와 의견을 나눈 뒤에 필요한 상자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상자는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고 색칠을 해도 좋습니다. 큰 상자를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테이프로 

붙여 어린이가 기어다닐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보세요. 작은 상자나 판지 튜브를 장난감 

자동차용 터널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기차 만들기
아이와 함께 박스 기차를 만드세요. 신발 상자와 같이 상단이 열린 상자가 좋습니다. 

티슈 상자와 같이 닫힌 상자의 상단을 잘라서 열린 면을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어린이가 

종이, 마커, 크레용 등으로 상자를 장식하게 하세요. 각 상자 끝에 구멍을 뚫은 다음 상자 

열차를 실로 묶으세요. 어린 아이들은 블록이나 장난감을 상자에 담아 기차를 끌어당기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이와 기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관련 단어와 소리를 

가르쳐주세요. 기차에 관한 책을 함께 읽어보자고 하세요.

큰 상자로 텔레비젼을 만드세요.
구멍을 크게 잘라내고 채널을 그립니다. 어린이가 상자 뒤에서 화면에 얼굴이 나오도록 

서게 해주세요. 작은 상자를 색칠해서 리모컨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린이는 일기 

예보나 최근 가족 행사를 뉴스로 전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꼭두각시나 인형에게 기자 

역할을 맡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작곡하기
거의 모든 상자나 용기가 드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을 북채로 사용하거나 

손으로 북을 쳐도 좋습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작은 구슬, 단추, 자갈 또는 말린 콩을 

넣고 뚜껑을 단단히 테이프로 붙여 연주에 추가할 쉐이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무 

밴드 밴조(banjo)를 만들어보세요. 윗면이 열리는 신발 상자에 다양한 고무밴드를 

끼우세요. 낡은 고무장갑의 손목 부분을 잘라 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밴드의 폭과 

장력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소리가 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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