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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놀이공간을 활용하며 움직이는 능력을 기른다.

- 술래를 피하는 판단력과 기술을 기른다. 

- 술래의 역할과 의무를 익힌다. 

- 빨리 걷기, 뛰어넘기 기술을 익힌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8자를 그릴 테이프 도구나 바닥에 붙일 테이프(종이

   테이프 등)

안전 수칙

- 술래는 다른 유아를 심하게 치지 않는다.

- 놀이공간 안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지 않는다. 

- 다른 유아의 옷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 손으로 상대를 밀거나 붙잡지 않도록 한다. 

유의 사항

- 흙 마당에서 하는 것이 좋다. 

- 8자 안에서 뛰어다닐 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8자의 곡선 부분을 완만하게 그린다. 

- 흙 마당에 8자 놀이공간을 그릴 때 작은 사다리의 끝

   부분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다. 

-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도록 한다.

- 8자 놀이판의 크기는 유아 수, 연령에 따라 조절한다.

8자놀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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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놀이15
● 놀이 확장

1단계

- 술래를 하는 유아의 수를 적게 배정한다.

2단계 

- 술래를 하는 유아의 수를 많이 배정한다.

● 놀이 평가

- 놀이공간을 잘 활용하며 움직이는가? 

- 술래를 잘 피하는가? 

- 술래의 역할을 파악하는가?

- 빨리 걷기, 뛰어넘기를 잘하는가? 

- 협동하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8자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가로 3m, 세로 6m 공간에 폭 1m의 8자 모양 그림을 그린다.

2. 술래를 1명 정한다.

3. 술래는 8자 모양 그림의 강 앞(* 표시)에 서고 다른 유아는 술래를 피해 8자 그림 안에 멀리 선다.

4. 술래가 “하나 둘 셋 넷…열” 하고 큰소리로 숫자를 외쳐 자신이 술래임을 알리고 다른 유아를 

   치러 다니기 시작한다.  

5. 다른 유아들은 술래를 피해 도망 다닌다. 

6. 이때 술래는 8자 모양 그림의 2곳 강 2개는 건널 수 없고 다른 유아들은 건널 수 있다.

7. 모든 유아는 8자 그림 안에서만 다닐 수 있다. 

8. 술래에게 채이거나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간 유아는 술래가 된다.

놀이 1 : 2개의 8자놀이

* 8자의 숫자가 끊어진 부분들이 '강'이다.

- 8자 놀이판을 2개 이은 놀이판을 그린다.

- 술래를 정한다.

- 술래는 8자 모양 그림의 강(*표시) 앞에 서고 다른 유아는 술래를 피해 멀리 선다.

- 술래가 “하나 둘 셋 넷 .......열”을 큰소리로 외치며 자신이 술래임을 알리고 다른 유아를 치러 다니기 시작한다.  

- 다른 유아들은 술래를 피해 도망 다닌다. 

- 이때 8자 모양 그림의 강 4개는 술래는 건널 수 없고 다른 유아들은 건널 수 있다.

- 술래가 친 유아나 금은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간 유아는 술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