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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는 능력을 기른다. 

- 소리에 집중하며 집중력을 기른다. 

- 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술을 익힌다.   

- 유아 간에 신체적 친밀감을 가진다.

준비물

- 활동공간 크기(지름 3m 정도의 원을 그릴 공간)

안전 수칙

-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은 치운다. 

-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한다. 

유의 사항

- 술래는 눈가리개를 벗지 않도록 한다. 

- 술래는 손뼉 치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다니는 

   것이므로 반드시 손뼉을 치도록 한다. 

-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도록 한다.

- 까막잡기 놀이공간 크기는 유아 수, 연령에 따라 

   조절한다.

까막잡기(봉사놀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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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잡기(봉사놀이) 17
● 놀이 확장

1단계

- 활동공간을 따로 그리지 않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까막놀이를 한다. 

2단계 : 고양이와 쥐 

- 눈가리개 2개를 준비한다. 

- 2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고양이, 한 편은 쥐 편이 된다.

- 원 모양의 활동공간 둘레에 같은 편끼리 둘러앉는다.

- 양편에서 1명씩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유아는 쥐가 되고 진 유아는 

   고양이가 된다. 

- 고양이가 된 유아는 모두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다.

- 쥐는 손뼉을 치며 고양이를 피해 다니고 고양이는 술래가 되어 쥐를 잡으러 

   다닌다.

- 고양이와 쥐는 유아들이 둘러앉은 공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고양이 편 유아 중에서 1명이 쥐가 되고 쥐 편의 

   유아 중에서 1명이 고양이가 되어 놀이를 한다. 

● 놀이 평가

- 술래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는가? 

- 술래는 소리에 집중하는가? 

- 술래가 아닌 유아들은 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피할 줄 아는가?   

- 유아 간에 신체적 친밀감을 느끼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까막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눈가리개를 준비한다.

2. 바닥에 지름 3m의 원을 그려 활동공간을 만든다.  

3. 술래를 정한다. 

4. 술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다.

5. 다른 유아들은 “날 잡아라, 날 잡아봐라.” 하면서 술래 주위를 손뼉을 치며 다닌다. 

6. 술래는 소리 나는 쪽으로 유아들을 잡으러 다닌다. 

7. 술래에게 잡히거나 활동공간을 벗어난 유아가 술래가 된다.  

놀이 1 : 이름 알아맞히기  

- 술래가 잡은 사람의 얼굴이나 옷맵시를 더듬어 누구인지 알아맞힌다. 

- 이름을 알아맞히면 잡힌 유아가 술래가 되고 못 맞히면 계속 술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