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맘대로  I c e  Cu b e   
우리  모두  힘을  모아라 !  

얼음이  녹기  전  얼음  위  동물을  탈출시켜라 !  

 게임 목표: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 만큼 이동 얼음 위에서 탈출 시켜 따뜻한 육

지에 도착 시키면 게임 종료!   

 인      원: 2~4명    

 연      령: 5세 이상  

 시      간: 10분 

게임 도구 

얼음 12개, 주사위 2개, 게임 말 1개 (아이들 소형 장난감 사용 가능), 타월 1장 (색깔이 

있는 것으로 준비) 

게임 보드 만들기   

 준비물: 얼음 틀(12개 이상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얼음 틀) 

 얼음 틀에 물을 가득 채우지 말고 얼음 두께가 0.5cm 이하가 될 정도 물을 붓고 얼

린다.      

Tip: 얼음 틀은 시중에 판매하는 다양한 모양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얼음 위에 말을 올렸을 때 서 있

을 수 있어야 한다.  

 Tip; 게임 준비과정 중 얼음을 자유롭게 배치 할 때 참여 아동에게 얼음 만지는 시간을 여유롭게 주고 

싶다면 얼음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얼려 참여 아동에게 촉각적 놀이를 시도하여도 좋다.  

 

•일반 사각형 트레이를 사용시 1/5 정도 물을 부어 얼린다.  

•시중에 판매하는 깊이가 깊지 않은 얼음 트레이를 준비했다면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게임 진행 방법   

① 순서를 정한다.  

② 준비된 타월 위에 12개 얼음을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자유롭게 배치한다. 단,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구분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첫 번째 플레이어가 앞, 뒤 그리고 정지라고 적힌 주사위와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힌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 나온 지시대로 이동한다.  

 앞과 숫자가 나오면 나온 수 만큼 앞으로 전진 

 

 

 

 

 

 뒤와 숫자가 나오면 나온 수 만큼 뒤로 후진 

 

 

 

 

 

 정지와 숫자가 나오면 나온 숫자와는 상관 없이 그 자리에 멈추기 

자유롭게 배치하기 
원형으로 배치하니,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 

Tip: 아이들의 장난감 모형을 이용 게
임 보드를 꾸며 본다.  

앞으로 4칸 이동 

1 2 3 4 
뒤로 5칸 이동  

출발지까지 뒤로 이동 

정지!  

출발지에 그대로 정지.  

다음 플레이어에게 기

대하자! 



④ 위와 같은 방법대로 정한 순서대로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숫자와 지시대로 이동하

며 얼음이 녹기 전에 최종 목표 지점까지 이동한다.  

⑤ 얼음이 녹기 전에 최종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승리! 

 

 

 

 

 

 

 

 

 

 

⑥ 진행 중 진행 방향의 얼음이 녹거나 말이 있는 얼음이 녹으면 게임은 종료되고 실

패!  

본 활동의 장점 

 팀으로 진행되어 또래 및 구성원들간의 협동심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규칙이 간단해 모든 참여 아동이 쉽게 게임을 익힐 수 있다.  

 얼음이라는 계절 도구를 사용 참여아동에게 재미를 줄 수 있다.  

 얼음을 만지며 촉각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도착지에 도착!  

미션 성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나? 

도착지가 사라져 도착지로 

갈 수가 없다.  

미션 실패!  

도착지가 사라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