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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려로 함께하는 보금자리

2020학년도 개학 연기에 따른
놀이자료 안내

우편번호: 1695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05번길 9(영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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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 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놀이자료 및 온라인 사이트를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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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같은 물건 찾기
♥ 준비물: 종이컵(불투명 그릇) 6개
종이컵 안에 숨길 작은 물건(짝을 이루어서 준비) 3세트
♥ 놀이방법
1. 종이컵을 엎어 놓고 종이컵에 물건을 넣어요.
2. 천천히 종이컵의 위치를 두세 번 정도 바꿔요.
3. 순서를 정한 후 두 개의 컵을 열어 같은 물건이 나오면 가져가요.

♥ TIP
1.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도구)들을 5가지 정도 선택해요.
∙한 줄로 늘어놓아요.
∙한 사람은 도구들의 위치를 바꾸고 술래는 어떤 것이 위치가
바뀐 것인지 맞춰요.
∙놀이가 익숙해지면 물건의 수를 늘려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➁ 낚시 놀이
♥ 준비물: 우유팩, 매직, 클립, 자석이 붙은 낚싯대, 대야 또는 욕조

♥ 놀이방법
1. 우유팩에 매직으로 다양한 물고기, 보물 등을 그리고 오려요.
2. 그림에 클립을 끼우고, 물을 넣은 대야에 넣어요.
3.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 놀이를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물고기, 보물을 낚는지 놀이해 보아요.
-낚은 물고기, 보물의 수를 세어서 비교해 보아요.
-낚싯대의 길이를 조절하여 난이도를 바꿀 수 있어요.

♥ TIP
1. 물이 없는 곳에서 할 수도 있어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➂ 채소 스탬프 찍기
♥ 준비물: 집에 있는 채소 조각(피망, 연근, 샐러리, 감자 등),
물감과 접시, 도화지, 펜
♥ 놀이방법
1. 집에 있는 채소 중 찍어내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요.
2. 채소 조각에 물감을 묻혀요.
3. 도화지에 찍어요.
4. 물감이 마르면 펜으로 모양을 꾸며요.
-동물 만들기
-식물 만들기
-사람 만들기 등

♥ TIP
1. 주제를 정해서 찍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만들어보자.
∙패턴을 만들어보자.
2. 물감 접시를 준비할 때 약간 물을 묻힌 종이행주에 물감을 짜
주면 스탬프 찍기가 편리해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➃ 이불 배를 타요
♥ 준비물: 이불

♥ 놀이방법
1. 이불에 아이를 태우고 어른이 이불 양끝을 꽉 잡아요.
-“이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볼까?”
2. 같은 방향으로 이불을 흔들어 파도를 만들어요.
-“파도야 쳐라! 이불 배가 나가신다!”
3. 이불 높낮이를 조절하면 아이를 이리저리 굴릴 수도 있어요.

♥ TIP
1. 응용 놀이도 해 보아요.
∙이불 자동차(이불에 아이를 앉게 하고 이불을 끌어주어요)
∙이불 평균대(이불을 둘둘 말아 평균대를 만들어요)
2. 이불에서 아이가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어른도, 아이도
조심하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➄ 우산 속 비밀 장소 만들기
♥ 준비물: 우산 여러 개

♥ 놀이방법
1. 우산을 두세 개 펴서 둥그런 집 모양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너희들 집을 만들어 줄게.”
2. 아이가 우산 안을 꾸밀 수 있게 도와주어요.
3. 아이와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놀이해요.
-예: 우산 집에 간식이나 물건을 줄 때 택배기사처럼 전해주기
4. 우산에 이불을 덮으면 이글루가 되지요.

♥ TIP
1. 우산살에 찔리지 않도록 우산 끝을 살펴주세요.
2. 우산 대신 의자를 몇 개 붙여 놓고 이불을 덮어도 비밀장소가 돼요.
3. 밤에는 불을 다 끄고 손전등 놀이를 하면 더욱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➅ 손전등 숨바꼭질
♥ 준비물: 손전등
♥ 놀이방법
1. 어두운 곳에서 하는 특별한 숨바꼭질을 제안해요.
2. 집안의 불을 끄고 술래가 손전등으로 숨은 사람을 찾는 놀이예요.
3. 먼저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실내를 살펴봐요.
4. 아이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실내를 돌아보아요.
5. 술래를 정하고 손전등 숨바꼭질을 해요.

♥ TIP
1. 아이가 걸리지 않도록 바닥에 물건이 없도록 해주세요.
2. 처음 하는 경우나 아이가 긴장하는 경우 보조등을 켜고 할 수
도 있어요.
3. 아이들은 쉽게 무서워하므로 오래 찾지 않도록 해주세요.
4. 갑자기 큰소리를 내며 튀어나가면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➆ 물에서 피어난 꽃
♥ 준비물: 다양한 종이, 가위, 그리기 도구, 물, 통

♥ 놀이방법
1. 꽃이 피기 전과 꽃이 핀 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2. 다양한 두께의 종이에 다양한 크기의 꽃을 그려요.
3. 꽃모양을 오린 후, 꽃잎을 꽃의 가운데 부분을 향해 접어요.
4. 접은 꽃을 물에 띄우고 기다리며 종이꽃의 변화를 관찰해요.

♥ TIP
1. 종이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에 대해 탐색할 수 있어요.
2. 놀이를 하며 “왜 그럴까?” 함께 생각해보고, 아이의 생각을 존
중해 주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