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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문지기의 팔의 높이에 따라 목 허리 등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 구부려 걷기, 앞사람 허리 잡고 걷기 기술을 익힌다. 

- 음악에 맞춰 움직임을 조절한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활동공간 크기(가로 6m, 세로 6m 정도의 공간)

안전 수칙

- 한 줄로 문을 빠져나갈 때 먼저 나가려고 밀치지 

   않는다.

- 닫힌 문을 무리하게 힘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 앞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허리를 꼭 붙잡도록 한다. 

- 앞 유아의 발꿈치를 밟지 않도록 한다.

유의 사항

- 대문놀이 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대문놀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야 더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다. 

- 노래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도록 한다.  

- 다른 유아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도록 한다.

대문놀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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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놀이16
● 놀이 확장

1단계

- 대문놀이 노래를 천천히 또는 빠르게 부르며 한다.

2단계 

- 대문을 한 번에 2~3개를 만들어서 한다.

- 여러 개의 대문을 지그재그 방향으로 만든다. 

- 대문놀이를 부르다가 지정한 대목이 나오면 멈추거나 유아 간에 정한 

몸짓을 하면서 다양하게 놀이해 본다. 

● 놀이 평가

- 문지기의 팔의 높이에 따라 목 허리 등의 움직임을 조절하는가? 

- 구부려 걷기, 앞사람 허리 잡고 걷기를 잘하는가? 

- 음악에 맞춰 움직임을 조절하는가? 

- 협동하는가?

- 잡히거나 빠져나왔을 때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대문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문지기 두 사람을 정한다.

2. 문지기는 두 손을 맞잡고 선다.

3. 나머지 유아들이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서서 “문지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라고 하면 문지기는 “열쇠가 없어서 

   못 열겠다.” 라고 노래를 부른다. 다시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선 유아들이 “열쇠를 줄께 열어다오.” 하면, 

   문지기는 “그럼 열어줄까.” 하는 노래를 는 3번 반복한다. 

4. 문지기가 드디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면 유아들이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서서 구부린 채 빠져나간다.

5. 유아들이 문을 빠져나갈 때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

6. 노래가 끝날 때 팔을 내려 문을 닫는다. 이때 문(팔)에 걸리는 유아가 문지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