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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전신의 균형감각을 기른다.  

- 힘을 조절하여 썰매채로 썰매를 굴리는 기술을 익힌다. 

- 썰매를 빨리 달리는 능력을 기른다. 

- 집중력을 기른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활동공간(크기 가로 4m, 세로 4m 이상의 경기장)- 

   바퀴썰매 10개(가로 30㎝, 세로 35㎝, 높이 4㎝ 나무

   상자에 작은 바퀴가 달린 썰매)

- 썰매채 10개(지름 3㎝, 길이 30㎝ 나무 막대)

   채가 없을 경우 나무 막대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

안전 수칙

- 처음에는 바퀴썰매를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차 

   빨리 탄다. 

- 썰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다.

- 썰매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한다.

- 썰매에 연결된 줄이 썰매 바퀴에 끼거나 유아가 

   밟지 않도록 한다.

- 썰매 위에 앉은 유아를 밀지 않는다.

- 썰매채를 다른 유아를 향해 휘두르지 않는다. 

유의 사항

- 썰매 위에 앉을 때 균형을 잘 잡고 앉도록 한다. 

- 출발점과 도착점은 유아 연령에 따라 조절한다.

- 항상 주변과 앞을 살피면서 썰매를 타도록 한다. 

바퀴썰매 타기  10



애들아…!! 뛰어놀자 | 서울시 어린이 신체활동프로그램  88 

바퀴썰매 타기 10
● 놀이 확장

1단계

- 도착점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한다. 

2단계 

- 출발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온다.

- 놀이 3을 무릎 꿇고 앉기, 쪼그려 앉기 등 다양한 자세로 한다. 

● 놀이 평가

- 썰매 위에 앉을 때 균형을 잘 잡고 앉는가?  

- 힘을 조절하여 썰매채로 썰매를 굴리는가?  

- 썰매를 빨리 달리는가?  

- 썰매타기에 집중하는가? 

- 썰매를 능숙하게 탈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가? 

- 협동하는가?  

- 규칙을 잘 지키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썰매타기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4~5m 거리를 두고 출발선과 도착선을 긋는다. 

2. 바퀴썰매와 썰매채를 준비한다. 

3.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눈다. 

4. 어느 모둠이 먼저 썰매타기를 할지 정한다.  

5. 먼저 썰매를 타는 유아는 출발선에서 썰매 위에 양반다리로 앉고 양손에 나무채의 2/3 지점을 쥔다. 

6. 신호에 맞춰 썰매채로 썰매를 밀며 출발한다.  

7. 썰매채로 밀며 앞으로 달린다.

8. 다른 모둠의 유아는 상대 모둠의 유아들이 썰매 타는 것을 관찰한다.  

9.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놀이 1 : 무릎 꿇고 앉아서 타기  

- 썰매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썰매채로 밀며 탄다.  

놀이 2 : 쪼그려 앉아서 타기 

- 썰매 위에 쪼그려 앉아서 썰매채로 밀며 탄다.  

놀이 3 : 썰매 끌기

- 2명이 한 모둠이 되어 유아 1명은 썰매에 앉고, 1명은 썰매에 달린 끈을 끌어 도착점까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