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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나무다리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 나무다리로 걷는 기술을 익힌다.  

- 나무다리 위에 오래 서 있는 지구력을 기른다.

- 손의 쥐는 힘을 기른다. 

- 집중력을 기른다. 

준비물

- 활동공간 크기(가로 4~5m, 세로 4~5m 이상의 공간) 

- 나무다리 10개(가로 10㎝, 세로 20㎝ 발받침이 있는

   길이 120㎝ 긴 나무 막대)

안전 수칙

 - 나무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다.

 - 나무다리를 타고 다른 유아를 향해 가지 않는다. 

 - 교사의 보호 아래 나무다리 걷기를 한다.

 - 나무다리를 타고 뛰지 않는다.

 - 다른 유아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며 걷는다. 

유의 사항

- 나무다리는 유아 키보다 10~20cm 긴 것이 적절하다.

- 나무다리의 발받침의 위치는 밑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며 유아 수준에 따라 땅에 거의 가까운 

   정도에서부터 해도 좋다.  

- 나무다리 타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신호를 유심히 듣도록 한다. 

- 출발점과 도착점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조절한다. 

죽마타기(나무다리 걷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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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타기(나무다리 걷기) 11
● 놀이 확장

1단계

- 나무다리를 타고 출발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온다.

2단계 

- 목표지점과 거리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활동을 한다. 

-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피해가기를 한다.

● 놀이 평가

- 나무다리 위에 올라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 나무다리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잘 잡는가? 

- 나무다리로 걷기를 잘하는가?

- 나무다리 위에 오래 서 있는가?  

- 나무다리 위에 올라서기, 걷기에 익숙하도록 계속 시도하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나무다리 걷기를 즐기는가? 

● 놀이 방법 

1. 가로 4~5m, 세로 4~5m 정도의 활동공간을 만든다. 

2. 유아의 키에 적합한 나무다리(가로 10㎝, 세로 20㎝ 발받침이 있는 길이 120㎝ 정도 긴 나무 막대)를 준비한다.

3. 출발선에서 양손으로 양쪽 나무다리의 발받침이 몸 쪽으로 향하게 죽마를 잡는다.

4. 유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나무다리를 손으로 잡으며 발받침을 딛고 올라선다.   

5. 나무다리를 타고 활동공간 안에서 걷는다.   

놀이 1 : 오래 서 있기

- 나무다리를 타고 교사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는다.

놀이 2 : 빨리 걷기

- 나무다리를 타고 빨리 걸어 도착선까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