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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기른다.

- 소근육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기른다.

- 집중력을 기른다.

- 숫자(점수)를 더하는 덧셈을 경험하게 한다. 

준비물

- 원마커 활동별 1개(미끄러지지 않고 위치 확인이 

   쉬운 지름 35cm 원형 판)

- 콩주머니 유아 1명에 1개

- 후프 활동별 1개

- 볼링핀 활동별 3개

- 상자 활동별 1개

던져 골인시키기 25
안전 수칙

- 서로 부딪치지 않는 충분한 공간에서 활동하게 한다.

- 출발선과 던지는 목표물 그리고 점수를 얻는 방법을

   명확하게 유아들에게 알려 준다.

- 콩주머니를 다른 유아들에게 던지지 못하게 한다.

- 던지는 방향은 벽을 향하도록 한다.

유의 사항

- 콩주머니를 던질 때 계속 목표물을 쳐다보게 한다.

- 언더핸드(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콩주머니를 

   잡아 무릎에서 위로 던지는 방법)로 던지게 한다.

- 콩주머니를 던질 때 던지는 손으로 목표물을 가리킨다.

- 던지기를 할 때 던지는 손의 반대 발을 내딛는다.

- 유아들이 자신의 점수를 종이에 적어 점수를 더해 

   합계를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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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 골인시키기  25
● 놀이 확장

1단계

- 놀이 1 : 출발선에서 후프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큰 후프로 목표물을 만든다.

- 놀이 2 : 출발선에서 볼링핀(장애물)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볼링핀에서 약 20cm 거리를 두고 더 큰 후프를 목표물로 만든다.

- 놀이 3 : 출발선에서 상자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좀 더 큰 상자를 목표물로 만든다.

2단계 

- 놀이 1 : 출발선에서 후프의 거리를 더 멀게 한다.

- 놀이 2 : 출발선에서 볼링핀(장애물)의 거리를 멀게 한다.

- 놀이 3 : 출발선에서 상자의 거리를 더 멀게 한다.

● 놀이 평가

- 유아의 손과 몸이 던지고자 하는 목표물을 향하고 있는가?

- 언더핸드로 콩주머니를 목표물로 던지는가?

- 던지기 전에 던질 준비를 한 후 던지는가?

-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가?

- 점수 더하기를 잘하는가?

● 놀이 방법 

놀이 1 : 목표물에 던지기

- 바닥 테이프로 출발선을 만들고 약 2∼3m 거리에 후프를 놓고 안에 원마커를 다시 놓는다.

- 출발선에서 유아들이 한 명씩 콩주머니를 던져 원마커 위에 올려놓도록 한다.

- 원마커 위에 콩주머니가 올라가면 3점, 후프 안에 들어가면 1점, 후프 밖은 0점이다.

- 콩주머니의 일부는 원마커 위에 있고, 나머지 일부는 후프에 있으면 후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1점을 준다.

- 유아들은 5번 콩주머니를 던져서 자신의 점수를 더하기 하여 총점이 몇 점인지 세어본다. 

- 유아들이 더욱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놀이 2 : 장애물 넘어 던지기

- 바닥 테이프로 출발선을 만들고 약 2∼3m 거리에 볼링핀(장애물) 3개를 가로로 세워 놓고 바로 뒤에 후프를 

   놓는다.

- 유아들은 출발선에서 한 명씩 콩주머니를 던져 볼링핀(장애물) 너머에 있는 후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 후프에 들어가면 3점, 유아가 후프 안에서 콩주머니를 주울 수 있으면 1점, 후프 안에서 팔을 뻗어 콩주머니를 

   주울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0점이다.

- 유아들은 5번 콩주머니를 던져서 자신의 점수를 더하기 하여 총점이 몇 점인지 세어본다. 

- 유아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놀이 3 : 상자에 던져 넣기

- 출발선을 바닥 테이프로 만들고 약 2∼3m 거리에 상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50cm)를 놓는다.

- 유아들은 출발선에서 한 명씩 콩주머니를 던져 상자 안에 골인을 시킨다.

- 상자에 들어가면 3점, 들어가면 않으면 0점이다.

- 유아들은 5번 콩주머니를 던져서 자신의 점수를 더하게하여 총점이 몇 점인지 세어본다. 

- 유아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