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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앞사람 허리를 잡고 줄을 지어 다니는 기술을 익힌다. 

-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능력을 

   기른다.   

- 상대편을 빠르게 피하는 민첩성을 기른다. 

-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른다. 

준비물

- 없음 

안전 수칙

-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앞사람의 허리를 꼭 잡도록 한다. 

- 머리가 된 유아는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  

- 꼬리가 된 유아 역시 상대편을 잘 피해 다녀야 한다.

유의 사항

- 할머니 편 머리가 된 유아는 두 팔로 할아버지 편 

   머리가 자기편 꼬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한다. 

- 머리가 된 유아들은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자기편

   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 꼬리가 된 유아 역시 상대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잘 피해야 한다.

- 머리가 된 유아가 행동반경을 너무 크게 잡으면 

   반대쪽으로 피하기 어려워 줄의 균형이 무너지므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 머리가 된 유아가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 꼬리 부분이

   끊어지거나 넘어지는 유아가 없도록 한다. 

- 노래신호를 유심히 듣도록 한다. 

-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도록 한다.

꼬리따기(수박따기)18



애들아…!! 뛰어놀자 | 서울시 어린이 신체활동프로그램  104 

꼬리따기(수박따기)18
● 놀이 확장

1단계 : 한 줄 꼬리잡기  

1. 머리를 정한다. 

2. 머리가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 유아들이 허리를 잡고 늘어선다.

3. 머리가 맨 끝 유아(꼬리)를 잡는다. 

4. 머리가 꼬리를 잡으면 잡힌 꼬리가 머리가 된다. 

2단계 : 술래가 있는 한 줄 꼬리잡기 

1. 술래와 머리를 정한다.  

2. 머리가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 유아들이 허리를 잡고 늘어선다.

3. 술래는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뛴다. 

4. 머리는 재빠르게 팔을 벌려 술래 앞을 막아 술래가 꼬리 따는 것을 막는다. 

5. 늘어선 유아들은 술래를 피해 움직인다. 이때 줄이 끊어지면 허리를 놓친 

   아이가 술래가 되고, 술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 

6. 술래가 꼬리를 잡으면 꼬리는 술래가 되고 술래는 머리가 되며 머리는 

   두 번째 자리에 선다. 

● 놀이 평가

-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줄을 지어 잘 다니는가?

- 머리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함께 움직이는가? 

-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빨리 피하는가?   

- 협동은 잘하고 있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꼬리따기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두 편으로 나누고, 양편의 머리(제일 앞에 설 유아)가 될 유아를 정한다. 

2. 머리가 된 유아가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 유아들이 허리를 잡고 늘어선다. 

3. 양편은 머리의 안내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몇 바퀴 빙빙 돈다. 

4. 몇 바퀴 돌다가 노래를 중지하고 양편의 머리가 된 유아 2명이 가위바위보로 어느 편이 

먼저 꼬리를 딸 것이지 정한다. 

5. 이긴 편 머리가 된 유아는 할아버지가 되고 진 편 머리가 된 유아는 할머니가 된다.  

6. 이긴 편 '머리'가 된 유아 와 상대편 ‘머리’가 된 유아와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한다.

   "할멈 계신가?"

   "뭣 하러 오셨수?"

   "수박 따러 왔지"

   "이제 겨우 꽃이 피었어. 내일 오시오."

7. 그러면 할아버지 편 유아들은 노래를 부르며 몇 바퀴 돌다 다시 와서 할머니 편에게  

   "할멈 계신가?"

   "뭣 하러 오셨수?"

   "수박 따러 왔지"

   "이제 겨우 주먹만 해. 내일 오시오." (아직 빨갛게 익지 않았네. 내일 오시오 등)   

    위와 같이 묻고 답하기를 세 번 까지 되풀이 한다.

8. 그러다 할머니 편 머리가 "그럼 어디 따보쇼." 하면 재빨리 자기편을 이끌고 상대편 꼬리를 딴다. 

9. 상대편은 자기편의 꼬리를 안 잡히려고(수박이 안 떨어지도록) 이리저리 움직인다. 

10. 꼬리가 잡히거나 허리가 도중에 끊어지면 진다. 

11.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