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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능 디지털 체험관 플레이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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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두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연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까지 체험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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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통해

즐겁게 체험하자!
융복합 놀이 체험관

아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공간

‘플레이두두’만의 3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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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두두’ 활동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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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콘텐츠 안내

Experienc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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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1) 요리조리 움직여보아요

내 몸에 반응하는 거대한 세계! 몸의 움직임에 따라 물고기가 도망치고, 

나뭇잎이 마구 자라나요. 놀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https://vimeo.com/170143224동영상 보기

10가지 세상 ( 나무가 되어보기, 바운스 볼, 나뭇잎 가득, 풍선 가득, 흩날리는 벚꽃, 바닷속 물고기, 두더지 잡기, 성에 닦기, 물방울, 별똥별 )

https://vimeo.com/170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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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2) 찰칵찰칵 찍어보아요

얼굴이 동물로 변했어요!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어보세요. 찍은 사진으로는 하나뿐인 나만의 뱃지까지 만들 수 있어요.

https://vimeo.com/170143224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70143224


9

체험 3) 싹둑싹둑 만들어보아요

갖고 싶은 인형을 직접 선택하고 가위로 쓱싹쓱싹 만들어보아요.

빛의 문 위에 인형을 올려놓으면, 종이였던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https://vimeo.com/170143224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70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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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4) 통통 두드려보아요

도레미파 찰찰찰! 벽에서 음악이 나와요!

손을 이용해 피아노, 기타, 북, 심벌즈를 자유롭게 연주해보아요.

https://vimeo.com/187596589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8759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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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5) 쓱삭쓱삭 색칠해보아요

그냥 나무 심는 것보다, 내가 색칠한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원하는 나무를 골라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서 지구 위에 심어보세요!

https://vimeo.com/178149151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78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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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6) 한글 큐브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조합을 통해 한글 단어를 완성해보아요.

큐브로 단어를 만들어보면서 한글의 원리를 재미있게 학습해볼 수 있어요.

https://vimeo.com/193492545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934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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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7) 동물 큐브 & 공룡 큐브

동물(공룡) 박사가 되고 싶은가요? 두 가지 서로 다른 큐브를

돌려가면서 동물(공룡)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vimeo.com/193493031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934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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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8) 숫자 큐브

숫자 큐브를 조합해서 빈 칸을 채워주세요! 점수를 얻고, 목표도 세우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요.

https://vimeo.com/202315421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2023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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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9) 음악 큐브

동물 음악단의 지휘자가 되어볼까요?

큐브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앙상블 연주를 체험할 수 있어요.

https://vimeo.com/197346774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9734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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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10) 그림 큐브

내가 그린 그림이 큐브에 쏙 들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비, 꽃, 내 얼굴을 그려보면서 아티스트가 되어볼 수 있어요.

https://vimeo.com/191900570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919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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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11) 리듬 큐브

비트 큐브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체험!

비트와 멜로디를 조합하면서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DJ가 되어보아요.

https://vimeo.com/191900356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919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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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12) 숲 속 연주회

본격 지휘자 되어보기 놀이! 두 팔로 지휘 제스쳐를 취해보세요.

악기별로 연주하는 동물을 움직여서 숲 속 연주회가 열릴 거예요.

https://vimeo.com/105215562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052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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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13) 그림자 놀이

내 몸과 하나되는 그림자 놀이! 춤을 춰봐도, 방방 뛰어봐도 나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리조리 날아오는 과일을 재빨리 피할 수도 있어요.

https://vimeo.com/187598057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187598057


20

이용 안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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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월 ~ 금, 10시 ~ 18시

소요 시간 : 약 1시간 ~ 1시간 30분

체험 방법 : 13가지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체험

적정 체험 나이 : 만 3세 ~ 만 8세

회당 최대 체험 인원 : 20명 ~ 25명

이용 안내

*방문 전 사전 스케쥴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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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이용

1) 한강 공영주차장 주차

2) 유료 주차장 이용

(가로수 민영주차장, 도보 2분)

(가로수길 호경 민영주차장, 도보 3분)

지하철 이용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이용

신사중학교 정류장 (도보 3분)

143, 240, 351, 362, 472, 

3011, 4318, 4412, 4419

교통 안내

강남구 논현로 175길 111

2층



어린이 융복합 체험관

플레이두두 웹사이트
주 소 :  http://www.playdodo.co.kr/

연락처
이메일 :  info@playdodo.co.kr

전 화 :  02) 2088 – 0332

http://www.playdod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