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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목표 

-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민첩성을 기른다.

- 술래를 잘 피하기 위해 방향전환 능력을 기른다.

- 술래를 피해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기른다.

- 상대방 스카프를 순간적으로 빼앗는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기른다.

준비물

- 스카프, 유아 1명에게 1개(가로 40cm, 세로 40cm 

   크기 나일론 재질.)

- 스카프를 담을 수 있는 상자 2개

안전 수칙

- 달리면서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한다.

- 유아들이 술래가 없는 빈 공간을 찾아 이동하게 한다.

- 스카프를 빼앗기 위해 다른 유아의 옷 또는 신체 

   일부를 잡지 않게 한다.

-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유아들이 

   이동하다가 발로 밟게 되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바닥에 놓지 않게 

   한다.

교사 유의 사항

- 스카프를 빼앗긴 유아를 탈락시키지 않는다.

- 술래가 아닌 유아들이 스카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스카프를 움켜잡지 않게 한다.

- 스카프를 손에 들고 있는 유아는 스카프를 빼앗지 

   않고 빠르게 상자에 갖다 넣고 다시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 바지 허리춤에 스카프를 끼지 못하는 유아는 교사가

   끼워 준다.

- 교사 앞의 상자 근처에서는 스카프를 빼앗지 못하게

   한다.

- 놀이 2에서 스카프가 있는 유아는 다른 유아의 

   스카프를 빼앗으면 안 된다. 

- 활동량이 많으므로 잠시(30초 정도) 활동을 멈추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다.

꼬리잡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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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잡기 9
● 놀이 확장

1단계

- 활동공간을 더욱더 좁게 만들어 활동한다.

- 걸으면서 활동한다.

- 놀이 1을 주로 한다.

 

2단계 

- 가능하면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게 한다.

- 달리기하면서 활동한다.

- 놀이 2까지 경험하게 한다.

● 놀이 평가

- 다른 유아와 부딪히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는가?

- 술래를 피해 빈 공간으로 잘 이동하는가?

- 술래는 스카프를 빼앗을 때 손을 잘 이용하는가?

- 유아 스스로 스카프를 바지 허리춤에 낄 수 있는가?

- 활동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참여하는가?

● 놀이 방법 

1. 가로 6m, 세로 6m 정도의 활동공간을 만든다. 

2. 콘 4개로 각 꼭짓점을 만들어 활동공간을 표시한다.

3. 모든 유아들에게 스카프(가로 40cm, 세로 40cm 크기의 나일론 재질)를 1개씩 준다.

4. 술래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들은 스카프를 바지 또는 치마 뒤 허리춤 안에 1/3을 넣어 2/3 크기의 꼬리를 만든다.

5. 술래는 스카프 꼬리가 없는 유아이다.

6. 유아들이 지정된 활동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

놀이 1 : 꼬리잡기 1

- 술래 없이 꼬리가 있는 유아들끼리 서로 꼬리를 빼앗는다.

- 신호와 함께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의 스카프 꼬리를 빼앗으러 다닌다.

- 다른 유아의 스카프 꼬리를 빼앗은 유아는 교사 앞에 있는 상자에 스카프를 집어넣는다.

- 스카프를 빼앗긴 유아는 교사 앞의 상자에서 스카프를 주워 꼬리를 만든 다음 다시 활동에 참가한다.

- 꼬리를 빼앗긴 유아는 다른 유아의 꼬리를 빼앗을 수 없다.

- 다른 유아의 꼬리를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꼬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

- 교사의 정지 신호가 있을 때까지 유아들이 계속 활동하게 한다.

놀이 2 : 꼬리잡기 2

- 술래는 꼬리가 없는 유아이며, 처음에는 희망하는 유아가 술래가 된다.

- 술래의 숫자는 꼬리가 있는 유아 5명에 1명의 술래를 둔다.

- 신호와 함께 술래는 꼬리가 있는 유아의 꼬리를 빼앗아 자신의 꼬리로 만들어 술래를 벗어난다.

- 꼬리를 빼앗긴 유아는 술래가 되어 다시 다른 유아의 꼬리를 빼앗는다.

- 꼬리가 있는 유아는 다른 유아의 꼬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