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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장치기 채로 공을 치는 기술을 익힌다.

- 거리에 따라 힘을 조절하여 장치기 채로 공을 치는

   기술을 익힌다.  

- 상대방에게 공 굴리는 방향을 속이는 기술을 익힌다. 

- 상대방에게서 빠르고 안전하게 공을 빼내는 

   민첩성을 기른다. 

- 빨리 걷기, 달리기 기술을 익힌다. 

- 협동심을 기른다. 

준비물

- 나무 공 또는 가죽 공 1개(지름 12㎝) 

- 장치기 채 10개 혹은 유아 수만큼(길이 60㎝ 나무 

   막대.  장치기 채가 없을 경우 나무 막대나 나무 

   빗자루 등을 이용)

- 테이프 

안전 수칙

 - 허리 위로 채를 올리면 지는 것으로 규칙을 정한다.

 - 공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게 한다. 

 - 장치기 채를 사람에게 휘두르지 않게 한다. 

 - 유아의 키에 알맞은 채를 사용한다.   

 - 장치기 채는 잘 다듬은 것을 사용한다. 

 - 채로 공을 칠 때는 주변에 다른 유아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을 보면서 친다. 

유의 사항

- 손이나 발로 공을 차거나 던지지 않는다. 

- 교사의 신호를 유심히 듣도록 한다. 

- 덩치가 비슷한 유아끼리 겨루게 한다. 

-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도록 한다.

- 경기장 크기는 유아 수, 연령에 따라 조절한다.

장치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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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 7
● 놀이 확장

1단계

- 출발선에서 3∼4m 정도 거리를 두고 테이프로 골문을 그린다. 

- 골문의 크기는 2m 정도로 한다. 

- 출발선에서 장치기 채로 공을 치며 골문으로 몰고 간다. 

-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2단계 

- 경기장을 더 크게 그리고 장치기를 한다.

● 놀이 평가

- 장치기 채를 바르게 잡는가?   

- 장치기 채로 공을 잘 모는가?  

- 거리에 따라 힘을 조절하여 장치기 채로 공을 치는가? 

- 상대방에게 공을 굴리는 방향을 속이는 기술이 있는가? 

- 상대방에게서 빠르고 안전하게 공을 빼내는가?  

- 공을 따라 빠르게 걷기, 달리기를 잘하는가?   

- 규칙은 잘 지키는가? 

- 서로 협동하는가? 

- 감정을 잘 조절하는가?

- 장치기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3×6m 정도의 장치기 놀이 공간을 그린다.

2. 두 편으로 나눈다.

3. 양편의 주장을 정한다.  

4. 유아들이 장치기 채를 잡고 각자의 자리에 선다.

5. 교사가 신호를 하면 주장이 중앙선 가운데서 채로 공을 쳐낸다.

6. 주장이 쳐낸 공을 채로 몰아 상대편 골문으로 넣는다. 

7. 3골이 날 때까지 어느 편이 골을 많이 넣었는지 비교해 본다. 

놀이 1 : 직장

① 중앙선 가운데에 구멍을 파고 구멍에 한 개의 공을 놓는다. 

② 심판의 신호에 따라 양편이 동시에 공을 쳐서 빨리 상대편 골문으로 몰고 간다.

③ 어느 편이 골을 많이 넣었는지 비교해 본다. 

놀이 2 : 딴장

① 심판이 신호를 하며 공을 위로 던진다. 

② 떨어지는 공을 양편이 서로 빨리 쳐서 상대편 골문으로 몰고 간다.

③ 어느 편이 골을 많이 넣었는지 비교해 본다. 

규칙

1. 공이 몸에 닿지 않게 한다.  

2. 상대편의 채를 몸으로 막지 않는다. 

3. 상대편의 몸을 채로 치지 않는다. 

4.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지 않는다. 

5. 공을 경기장의 선 밖으로 쳐내 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