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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한발뛰기(앙감질)를 하며 몸의 균형감각을 기른다.

- 거리와 위치를 고려하여 망을 목표점에 던져 넣거나

   차 넣는 공간감각을 기른다. 

- 한발뛰기(앙감질) 기술을 익힌다. 

- 수와 순서 개념을 익힌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돌(망)(가로 10㎝, 세로 10㎝의 납작한 돌 또는 나무

   토막)

- 테이프

안전 수칙

- 돌은 가능한 한 낮게 던지도록 한다.   

- 돌을 친구들이나 유리창, 물건을 향해 던지지 않는다.

- 넘어지지 않도록 거리 조절을 잘해서 뛰도록 한다.

유의 사항

- 돌을 던지거나 찰 곳을 정확히 보고 하도록 한다.

- 던지거나 찼을 때 튀지 않게 돌은 약간 무거운 것이

   좋다. 

- 흙 마당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할 때는 

   안전을 위해 나무토막을 사용한다. 

- 사방치기 놀이판 그림은 유아가 그리는 것이 좋다. 

사방치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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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치기 14
● 놀이 확장

1단계 : 활동 1 

- 하늘까지 돌집기가  끝나면 출발점에서 뒤돌아서서 어깨너머로 아무 단이나 

   향해 망을 던진다.

- 돌이 들어간 단은 자기 땅이 된다. 

- 다시 사방치기를 한다. 

- 자기 땅에는 표시를 하고 두 발로 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상대편 땅은 건너뛴다.

-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상대편이 뛰어넘을 수 없어 포기하면 이긴다. 

2단계 : 활동2

- 사방치기 놀이판의 숫자를 변형해서 한다. 

- 사방치기 놀이판에 빈 칸을 만들고 빈 칸에 돌이 들어가면 뒤로 돌아간다. 

● 놀이 평가

- 한발뛰기(앙감질)을 하며 몸의 균형감각을 기른다.

- 돌을 목표지점에 잘 던져 넣는가? 

- 돌을 목표지점에 잘 차 넣는가?  

- 한발뛰기(앙감질)를 잘하는가? 

- 순서대로 망을 던지거나 차 넣는가?  

- 협동하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사방치기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놀이 1 : 네 밭 사방치기(돌을 차며 하는 사방치기)

1. 네 밭 사방치기 그림을 바닥에 그린다. 

2. 납작한 돌을 준비한다. 

3. 출입구에 돌을 던진다.

4. 한발로 출입구에 들어간다. 

5. 땅에 딛고 있는 발이 아닌 반대편 들고  있는 발로 돌을 차서 1번으로 보낸다.

6. 한발로 1번으로 들어가 들고 있는 발로 2번으로 돌을 찬다.

7. 2번에서 같은 방법으로 3번으로, 다시 4번으로 돌을차고 한발로 4번에 들어와서는 

   두발을 바닥에 모두 대고 쉰다.

8. 4번에서 1번으로 돌을 찬다. 

9. 한발로 1번으로 들어간다. 

10. 들고 있는 발로 출입구에 돌을 찬다. 

11. 한발로 출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와 만세를 부른다.

12. 돌이 선에 닿거나, 선 밖으로 나가거나, 뛰다가 발이 선에 닿으면 안 된다. 

놀이 2 : 하늘 사방치기(돌을 집으며 하는 사방치기)

1.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사방치기 놀이판을 그린다. 

2. 납작한 모양의 돌을 준비한다. 

3. 1번에 돌을 던진다.

4. 한발로 2에 들어간 후 3으로 들어간다.

   4번과 5번에는 두발을 딛고 선다.

   6번에는 한발로 들어가고 7, 8번은 두발로 딛고 선다.

    되돌아 올 때는 그 자리에서 두발로 동시에 뛰며 뒤로 돌아 발을 8번, 7번으로 바꾼다. 

5. 2번에서 한발로 선채 1번에 놓인  돌을 집고 놀이판에서 나온다.

6. 돌을 2번에 던진 후 앞의 방법으로 1번까지 되돌아 1번에서 한발로 선채 2번에 놓인 돌을 집고 

   놀이판에서 나온다.

7. 3, 4, 5, 6, 7, 8 번호 순서대로 돌을 던지고 1번부터 8번까지 한발이나 두 발로 갔다가 되돌아오며 망을 집어온다.

8. 돌을 집을 때에도 옆 칸에 있을 때에는 한발로 선채 집고 3번과 6번에 있을 때는 4번과 5번, 7번과 8번에서 

   두발로 선채 집는다.

9. 8번까지 돌을 던지고 집어온 후에는 놀이판 밖에서 뒤돌아 돌을 던져 하늘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긴다. 

   (하늘에 돌을 넣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놀이판을 건너며 돌을 집어오는 놀이이지만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하늘에 돌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10.  돌이 선에 닿거나, 선 밖으로 나가거나, 뛰다가 발이 선에 닿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