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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윷을 거리를 조절하여 던지는 능력을 기른다. 

- 윷을 던져 나온 끗수와 말판에 말을 놓는 것과의 

   관계를 안다. 

- 윷놀이 말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 

- 윷을 던져 어떤 끗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즐긴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장작윷 4개 1쌍(길이 60㎝, 반지름 15㎝)

   장작윷이 없을 경우 일반 윷 또는 밤이나 콩, 팥 등을

   사용한다.  

- 말, 지름 4.5㎝, 높이 1㎝ 크기. 서로 다른 2세트

   (1세트는 4개)

- 말판(말판이 없을 경우 땅이나 바닥에 그려서 사용.)

- 깔개(가로 1m, 세로 1m의 멍석 또는 카펫)

안전 수칙

- 친구들을 향해 윷을 던지지 않도록 한다.

- 장작윷을 너무 높이 던지지 않는다.

- 장작윷은 반드시 깔개 위로 던진다. 

- 윷이 깔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너무 딱딱한 

   깔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의 사항

- 윷놀이의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말판에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며 말을

   놓도록 한다. 

- 장작윷의 모서리가 거칠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장작윷놀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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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윷놀이 9
● 놀이 확장

1단계

- 말의 개수를 2~4개까지 늘려서 한다.

2단계 

- 겹친 말 잡기, 뒷도(도가 나왔을 때 말을 한 칸 뒤로 감) 등의 규칙을 정해 

   본다. 

● 놀이 평가

- 윷을 거리에 따라 조절하여 던지는가?

- 윷을 던져 나온 끗수와 말판의 말을 놓는 것과의 관계를 아는가?

- 윷놀이 말판에서 말이 전진하는 빠른 길을 알고 있는가?

- 윷을 던져 어떤 끗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즐기는가? 

- 순서를 잘 지키는가? 

- 규칙은 잘 지키는가? 

- 협동하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윷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장작윷 4개, 말, 말판, 깔개를 준비한다.

2. 깔개를 깐다. 

3. 두 편으로 나눈다. 

4. 한 유아가 윷을 한개씩 4개 모두 던진다. 

5. 윷을 던져 나온 끗수만큼 말을 옮긴다. 

6. 상대편도 한 유아가 윷을 한 개씩 4개 모두 던진다. 

7. 윷을 던져 나온 끗수만큼 말을 옮긴다. 

8. 두 편 모두 순서대로 장작윷을 던지고 나온 끗수만큼 말을 옮긴다. 

9. 어느 편의 말이 말판의 최종점을 먼저 나왔는지 비교해 본다.

놀이 1 : 함께 던지는 윷놀이  

1. 유아 5명이 한편이 된다. 4명은 윷을 던지고 1명을 말판에 말을 놓는다.  

2. 4명의 유아가 동시에 윷을 한 개씩 4개 모두 던진다. 

3. 윷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 말을 옮긴다. 

4. 상대편도 4명의 유아가 동시에 윷을 한 개씩 4개 모두 던진다.

5. 윷을 던져 나온 끗수만큼 말을 옮긴다. 

6. 두 편 모두 순서대로 장작윷을 던지고 그에 따라 말을 옮긴다. 

7. 어느 편의 말이 말판의 최종점을 먼저 나왔는지 비교해 본다.

놀이 2 : ‘사람’ 윷놀이  

1. 테이프로 가로 3m, 세로 3m의 큰 말판을 만든다. 

2. 유아 8명이 하나의 모둠이 된다.

3. 4명은 윷을 던지고 4명은 말이 된다. 

4. 1명이 1개씩 윷을 던질 수도 있고 4명의 유아가 동시에 윷을 던질 수도 있다.  

5. 윷을 던져 나온 끗수만큼 말 역할을 맡은 유아가 한발뛰기(앙감질) 또는 두 발 뛰기(모둠 뛰기)로 칸을 간다. 

6. 말이 된 유아가 모두 말판에서 최종점을 나오면 역할을 바꾸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