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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발로 차는 기술을 익힌다.

- 눈과 발의 협응 능력을 기른다.

- 좌우 협응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 공 1개(부드러운 스펀지로 만든 지름 18cm의 공) 

- 콘 2개(높이 25cm의 플라스틱 원뿔)

- 원마커 1개(미끄러지지 않고 위치 확인이 쉬운 지름

   35cm 원형 판)

- 바닥 테이프 고정된 공차기    30
안전 수칙

- 유아들이 부딪히지 않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벽면을 향하여 공을 차게 한다.

- 다른 유아들을 향하여 공을 차지 않는다.

- 천장이 높아야 하며, 조명기구가 안전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 항상 부드러운 공을 사용하여 다치지 않게 한다.

유의 사항

- 유아들 눈은 항상 발이 공에 닿는 부분을 보게 한다.

- 공을 차기 전에 공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 발 안쪽을 사용해서 공을 차게 한다.

- 다른 유아들에게 공을 발로 차서 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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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공차기    30
● 놀이 확장

1단계

- 놀이 1 : 벽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약하게 살살 차게 한다.

- 놀이 2 : 손으로 공을 잡아 정지시킨 다음 발로 차게 한다.

2단계 

- 놀이 1 : 벽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강하게 차게 한다.

- 놀이 2 : 굴러 오는 공을 발로 정지시키고 발로 강하게 찬다.

- 놀이 3 : 공을 차는 거리를 가깝게 시작하여 점차 넓게 한다.

                골대의 간격을 넓게 시작하여 점차 좁게 한다.

● 놀이 평가

- 오른발과 왼발 모두를 사용하여 공을 찰 수 있는가?

- 공을 차기 전에 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잘 시키는가?

-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놀이하는가?

● 놀이 방법 

놀이 1 : 혼자서 공차기

- 원마커(미끄러지지 않고 위치 확인이 쉬운 지름 35cm 원형 판)를 벽에서 3m 정도 떨어진 바닥에 놓는다.

- 유아는 원마커 위에 공을 올려놓고 1m 뒤에 가서 선다.

- 신호와 함께 유아는 천천히 달려가 정지된 공을 발로 차서 벽을 맞힌다.

- 공을 찬 다음 자기 공을 주워 제자리에 올려놓고 다시 준비 한다.

놀이 2 : 상대방이 굴려주는 공을 차기

- 유아 2명이 3m 거리를 마주 보고 선다.

- 공을 굴려주는 유아는 벽을 등지고 서며, 공을 차는 유아는 3m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 보고 공을 찰 준비를 한다.

- 공을 굴려주는 유아가 공을 천천히 굴려주면, 공을 차는 유아는 굴러오는 공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다음 바로

   발로 공을 찬다.

- 굴려주는 공을 손으로 정지시키고 발로 차는 활동을 역할을 바꾸면서 5회 반복한다.

- 공을 굴려주는 유아가 손으로 공을 천천히 굴려주면 공을 차는 유아는 발로 공을 정지시킨 다음 바로 발로 공을

   찬다.

- 굴려주는 공을 발로 정지시키고 발로 차는 활동을 역할을 바꾸면서 5회 반복한다.

놀이 3 : 골인

- 콘(높이 25cm의 플라스틱 원뿔) 2개로 폭 2m의 골대를 만든다.

- 골대에서 3m 지점에 원마커로 공 놓는 곳을 표시한다.

- 공을 차는 유아는 원마커 위에 있는 공을 발로 차서 골인을 시킨다.

- 공을 잡는 유아는 공을 차는 유아가 찬 공을 신체를 이용하여 골인이 안 되게 막는다.

- 공을 차는 유아가 5번 공을 차면 서로 역할을 바꾸게 한다.

- 공은 벽을 향하여 차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