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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book
본 가이드북은 에듀테인교통놀이를 이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를 

위한 내용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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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lay TRaFFIC Play TRaFFIC 활용법

안전한 우리동네

신호등 관찰하기

차안에서지켜야 할 약속

스스로 지키는 안전규칙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요

경찰관이 되어보아요

교통표지판 만들기

트랙놀이

마을 길 구성하기

주의사항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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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01
Play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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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힘

유아기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보다 안

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성인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

출되어 있는 유아들에게 더 이상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노력은 유아교육의 커

다란 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특성과 교통안전교육의 활동요소들을 고려하여 유아들

이 언제 어디서든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요소를 익힐 수 있도록 돕습

니다.

유아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

에듀테인의

교통놀이세트는?

해마다 

늘고 있는

유아 교통사고
3,105

2011 2012 2013 2014 2015

3,049
3,085

2,865

3,120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다치는 3-5세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

고있습니다. 또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취학전 아동이며, 

이중 보행 중 사고가 60%가 넘습니다.

60%

[ 출처 | 도로교통공단 ]

Play TRaFFIC

유아 생활 공간
교통안전교육

활동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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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영역/조작영역/쌓기영역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걱정 말아요~!01

교육뿐 아니라 놀이에서도 사용가능해요!02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13 10 8 10 6 2 2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유치원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교육부에서는 대형참사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의 안전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

표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총 51시간을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중에 생활안

전교육 13시간 교통안전교육 10시간으로 가장 많은 교육시간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놀이세트는 단순히 안전교육 뿐 아니라 누리과정 연계수업부터 자유활동 놀

이까지 다채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교구 입니다. 단순히 교통안전교육

뿐 아이라 아이들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마을을 구성하거나, 역할영

역, 트랙을 구성하는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

교육

자유선택활동

놀이

자전거, 자동차 트랙 구성

상상놀이

생활안전교육

역할놀이

마을 및 길 구성

누리과정연계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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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사용 하나요? 언제 사용 하나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교육진흥원

· 교통체험관

· 키즈카페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실

· 실내유희실 및 복도

· 실외놀이터

· 옥상놀이터 등

· 자유선택활동시간

· 교통안전교육시간

· 역할놀이시간

· 일상생활 언제든지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틈틈히 안전 교육

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고, 많이 발생하

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에듀테인 교통놀이는 가볍고 사용이 간단하여 장소에 얽메이지 않고 언제든지 반

복적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일방향적 교통안전교육이 아닌 일상생활 속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사고에 대해 유아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lay TRaFFIC

안전교육은 반복이 중요합니다!03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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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T

PALY TRAFFIC 구성

INFO

자작나무 합판

비취원목

아크릴

SIZE

[신호등세트] [신호박스] [표지판] [운전대]

11
0
0

47
9

300

196 10
0
0

300

6
24

300

모든 구성품은 별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구성요소 신호등세트(신호박스1, 스탠드1)

표지판 3EA 

운전대세트

3
7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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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lay TRaFFIC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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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통해 학습한 내용을 놀이를 통해 몸으로 체득 할 수 있습니다.

자유선택활동, 역할놀이등 길이나 마을을 표현할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 놀이를 할때 다채로운 트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PLAY TRAFFIC 활용법

교육활동 내용 장소/영역

안전한 우리동네 인도와 차도 구분하기 보육실/쌓기영역

신호등 관찰하기 신호등 이해하기 보육실/조작영역

차안에서 지켜야할 약속 자동차 사고 예방 교육 보육실/역할영역

스스로지키는 안전규칙 안전한 생활습관 교육 복도/정수대/식당

상상놀이

놀이용

교육용

교육활동 내용 장소/영역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요 신호등 건너는 방법 실내유희실

경찰관이 되어보아요 상황에 따른 교통안전 알아보기 실외놀이터,옥상

교통표지판만들기 교통표지판 이해하기 보육실/미술영역

놀이내용 내용

트랙놀이 자전거랑 자동차를 타고 놀아요.

마을기관 찾기 내가 찾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본 가이드북에서는 Play traffic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용, 놀이용, 실외놀

이방법등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놀

이로 확장하여 운영항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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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쌓기블록, 교통놀이세트

활동내용 ① 오늘 아침 등원길 걸었던 우리동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②  블럭을 이용하여 우리동네의 도로를 만들어 본다.

- 차가다니는길/사람이 다니는 보도/자전거도로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

③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을 곳곳에 세워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든

④ 안전하게 도로를 걸어본다.

- 자동차와 마주보며 걷기

- 자동차가 다가오면 걸음을 멈추고 가장자리 비켜서기

- 골목이 나오면 멈춰선 후 좌우살피기

- 보도가 끊기는 곳에선 멈춰선 후 좌우를 살피기

-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줄 안다

- 도로에서 안전하게 걷는 생활습관을 기른다.

교육방법 1

안전한 우리동네

목 표 

보육실 쌓기영역



 11 교통놀이 시리즈 | ROAD SAFTY PLAY

준비물 신호등세트

활동내용 ① 아침 등원길에 건넜던 신호등에 대해 떠올려본다.

②  에듀테인 신호등을 살펴보며 신호등의 모양에 대해 살펴본다.

③ 신호등의 스위치 버튼을 조작하며 신호등의 색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의 녹색과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초록불이 깜박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④ 신호등의 타이머 기능을 조작해보며 신호등이 바뀌는 순서에 대해 알아본다.

⑤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나눈다.

- 신호등에 대해 관심가진다.

- 신호의 의미를 알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교육방법 2

신호등 관찰하기

목 표 

보육실 조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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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쌓기블록, 교통놀이세트

활동내용 ① 블럭을 이용하여 다양한 탈 것을 만들고 안에 운전대를 세워 탈 것의 모습을 완성한다

-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② 자동차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안전띠 메기

- 자동차 창 밖으로 손이나 고개 내밀지 않기

- 차안에서 장난치지 않기

- 자동차 내리고 탈 때 주위 살피기

③ 차안에서 지켜야할 약속들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놀이한다.

차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알고 실천한다.

교육방법 4

차안에서 지켜야할 약속

목 표 

보육실 역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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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복도, 정수대 앞, 식당 등 학급활동 시 오가는 공간 속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유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지켜야하는 약속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규칙표지판을 만들어보세요

교육방법 5

스스로 지키는 안전규칙

목 표 

 TIP! 줄을 서는 곳에 교통표지판과 함께 차선이나 정지선 등을 함께 제공하면 놀이로써 기다림을 즐거워 할 수 있는환

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도 - 계단/식당 앞

천천히
다니는길

한 줄 서기뛰지않아요
차례차례
기다리기

복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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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호등세트

활동내용 ① 횡단보도를 건넜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②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안전하게 신호등

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③ 교통놀이세트를 활용하여 횡단보도 5원칙에 따라 횡단보도를 직접 건너본다.

- 횡단보도 5원칙에 대해 안다.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 도로에서 안전하게 건너는 습관을 기른다.

놀이방법 1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요

목 표 

실내
유희실

 TIP! 거울을 설치하여 거울을 보며 횡단보도 건너는 나의 모습을 바로 확인시켜 주면 좋습니다.

선다 본다
손을
든다

확인
한다

건넌다

횡단보도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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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교통놀이세트 / 탈것류

활동내용 ①  도로 위에 신호등과 표지판을 세워서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본다.

②  보행자, 운전자, 경찰관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며 놀이한다.

- 일방통행, 우회전(좌회전), 철길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③ 놀이가 끝난 뒤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도로에서 운전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도로에서 보행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④ 신호등과 표지판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 다양한 교통표지판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안다.

놀이방법 2

경찰관이 되어 보아요

목 표 

실외
놀이터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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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교통표지판(주의표시/규제표시/지시표시), 색연필, 싸인펜, 종이

활동내용 ① 평소 길에서 봤던 표지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②  표지판을 살펴보며 표지판의 종류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색과 모

양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③ 표지판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 해본다.

④ 내가 좋아하는 표지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⑤  내가 그린 표지판을 모형틀에 끼워 또래에게 안내하고 스스로 만든 표지판을 활용하여 놀이한

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표지판의 의미를 안다.

놀이방법 3

교통표지판 만들기

목 표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

치와 예비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도로상태 예고, 노면상황 예고, 기상상황예고, 기타주의 예고]

규제표지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통행금지, 통행제한, 금지사항 등]

지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로이용자에게 지시하고 이

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

[도로지정, 통행방법지시, 기타지시]

기타

표지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표지판을 꾸밀 수 있도록 비어있는 표지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요 공공기관을 알려주는 기관표지판, 안전규칙을 적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교통표지판

● 기타 표지판

미술영역보육실



 17 교통놀이 시리즈 | ROAD SAFTY PLAY

상상놀이 1

트랙놀이

목 표 자전거나 자동차 트랙에 표지판과 신호등을 구성하여 놀이를

조금 더 재미있게 구성해 보아요

준비물 자전거(자동차) 트랙, 신호등세트, 표지판, 장애물 등

내   용 트랙에 신호등을 설치, 다양한 상황의 표지판과 장애물을 세워 트랙을 구성해 아이들이 탈 것 놀

이에 흥미를 더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트랙의 위험상황과 긴급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다.



18 EDUTAIN | 에듀테인

상상놀이 3

마을기관 찾기

목 표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자주가는가게 등 주요기관과 건물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관을 찾을 수 있다.

준비물 기관표지판, 각 기관별 역할복

내   용 공간에 다양한 기관표지판을 세워 건물임을 인지 시킨다.

아이들은  기관의 특징과 자신이 필요한 기관을 인지하고 찾아 갈 수 있고 각 상황에서의 대처 능

력을 연습하고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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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전력효율을 위해 신호들을 사용하지 않을시엔 대기전력을 꺼주세요.

2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기와 분리해주세요.

3 충전단자에는 물을 피해 주세요.

1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놀이 공간에서 쓰레기, 날카로운 물체, 파편 등을 제거해주세요.

3 아이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4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의 사용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서있는 신호등 및 표지판과 과도한 충돌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6 신호등의 버튼을 과도하게 누르면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놀이시 안전사항

보관시 주의사항

플레이 트래픽 안전하게 놀기
플레이우드블럭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주변정리와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적절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즐거운 놀이를 위해 격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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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에듀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울 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길 32 2층

Tel  02.555.1931  Fax  02.3471.7620  Web  www.edutain.co.kr   E-mail  edutain@edutain.co.kr

After
Service

Guide
Book

소식지
신청

철저한 사후관리로 놀이교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가이드북에는 해당 제품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놀이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매 달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영ㆍ유아의 교육정보와

행사, 신제품 및 할인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a/S신청하기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전화드립니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북을 다운받아 사용

합니다.

○ 소식지 신청 방법

에듀테인 홈페이지 소식지 신청하기에서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받으실 성함

과 소속,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문의

에듀테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육환경 

및 문화를 향상시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