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그란 문화재에서 시작한 데굴데굴 놀이터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영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감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며 놀이해 보세요.

영유아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놀이를 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되 영유아의 의사를 존중하여 마음껏 놀이해 주세요.

This playground was
inspired by round cultural heritage items and is a play space

for children age 3 and younger and their guardians.
Play with your children and engage them in conversation to help 

them enjoy the various forms of sensory stimulation.

데굴데굴 놀이터 놀이 안내서

How do I play here?



데굴데굴 수레바퀴 모양 토기

수레바퀴 모양 토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엉금엉금 기어보고, 주르륵 미끄러지기도 하며 탐험해 볼까요?

영유아가 오르고, 내리고, 통과하는 활동을 통해 감각과 신체를 인식하며, 

대소근육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신체를 움직여 수레바퀴 모양 토기 구조물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Large Wheeled Cup

Let’s get inside the wheeled cup! 
Try getting on all fours and sliding down!

수레바퀴 모양 토기
Wheeld Cup





뱅글뱅글 팔주령

팔주령을 돌려 각기 다른 촉감 재료들을 만져 보세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영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팔주령을 돌려 방울 소리를 듣고 촉감 재료를 만지며, 

느낀 감각을 표정, 몸짓,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Paljuryeong
with a Variety of Textures

Feel different tactile materials 
when you touch the paljuryeong bell with your hands. 
Spin to hear the bells jingle.

팔주령 
Paljuryeong-Bronze Ritual Bells





빙글빙글 달항아리

물레를 돌려 달항아리를 만져 볼까요?

달항아리 속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둥그런 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영유아가 스스로 달항아리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달항아리 안에서 들려오는 동요 ‘달’의 음악에 맞추어 

함께 노래 부르며 달의 모양을 이야기해 보세요.

Spinning Moon Jar

달항아리
Moon Jar (White Porcelain Jar)

Turn the potter's wheel to touch the moon jar. 
Listen to music playing from inside the jar 
and think of a full moon. 





동글동글 마패와 상평통보

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찾아보세요.
마패 안에 몇 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나요?

문화재 속에 글자와 그림, 일정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물체의 많고 적은 양을 구별하거나, 순서대로 나열하며 놀이해 보세요.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와 숫자를 연결해 보고, 숫자가 가리키는 수만큼 상평통보를 쌓아 보세요.

Cultural Artifacts
with Hidden Numbers

Find the numbers 1 to 5 hidden on the artifacts. 
How many horses are engraved on the horse passes?

마패 
Horse Passes

상평통보 
Coins, 

Sangpyeong-tongbo





반짝반짝 청동거울

거울을 보고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세요.
머나먼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든 동그란 거울이 있었답니다.

거울 탐구 전시물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표정을 지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Shiny Bronze Mirror 

Make some funny faces. 
Can you see them in the mirror? 
Bronze mirrors were used 
a long, long time ago.

청동 잔무늬 거울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





알록달록 금팔찌

금팔찌에 파인 홈에 알맞은 모양의 보석을 끼워 넣어 보세요.
각각의 보석 모양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영유아는 주변 공간과 사물을 탐색하며, 사물의 규칙과 모양, 방향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금팔찌 속 다양한 보석 모양을 함께 살펴보며, 알맞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Colorful Gold Bracelet

Fit the gems in the matching grooves on the gold bracelet. 
Can you show me which gems are almost the same 
and which are different?

황남대총 북분 금팔찌
Gold Bracelet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곽신숙  

박수희, 정민영, 홍수정, 박선영  

영인스페이스  

일상의실천  

더블유프로젝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총 괄  

기 획

디자인•시공

그 래 픽  

안 내 서

발 행

영유아체험실 '데굴데굴 놀이터'를 만든 사람들

※이 안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