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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로당 화투놀이의 시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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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logical Study on Time Experience of the Elder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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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노인들의 경로당 화투놀이의 시간 체험 양상을 드러내고
그 체험에 대한 놀이학습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수행되었
다. 화투놀이의 시간 체험은 “자율성”로 요약 될 수 있고, 화투놀이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시간
죽이기”, “느리고 즐거운 시간, “갈등”, “몰입”, “창의적 발상”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시간 체험에
대한 놀이학습의 의미는 첫째 ‘관계 맺음’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둘째 몰입의 과정을
통해 시간 죽이기가 아닌 ‘시간 살리기’로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셋째 개
인의 성격과 10원짜리 가치의 차이 등에 따른 ‘고유한 자기표현’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화투놀이의 시
간체험이 보여주는 의미는 노인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로당의 놀이는 참여자들을 변화시켜 활기찬 삶으로 인도하고 또한 노년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시간을 창조한다.
핵심어 : 화투놀이, 시간체험, 현상학적 연구, 자율성, 관계맺기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revealing the aspects of time experience of the elder while playing Hwatu in
the senior citizen center as a phenomenological study and the meaning of the learning by playing. The
study used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for the purpose. The time experience during
Hwatu can be summarized into "Autonomy" and the process of Hwatu was "Time killing", "slow and
joyful moment", "conflict", "flow experience", and "creative thinking" in the time sequence. The elder's time
experie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learning by playing First, helps them escape from isolation and
loneliness through making relationships. Second, the relationships were connected to 'saving time', instead of
'killing time' through the immersive process for them to stay autonomy and independent. Third, intrinsic
self-expression, according to individual personality and a ten-won difference in value etc. This significance
of time experience during Hwatu in the senior citizen center proves that the elder can utilize time by
playing and making a relationship. The elder’s play in senior citizen center changed the participants and led
them to their vibrant life. The play creates time that Old age is not the end of life but the begining of a
new experienc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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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들어가며
아침을 먹은 뒤 영양제를 챙기듯 커피를 마시는 어머니가 곱게 화장을 한다. 경로당에 숨겨 놓
은 애인이라도 있는지 정성껏 얼굴을 매만진다. 화장을 마치고 현관문을 나가는 어머니, 오른손에
쥔 작은 손지갑이 소꿉놀이를 할 때 가지고 노는 앙증맞은 손가방을 닮았다. 손지갑 안을 들여다
보니 10원짜리 동전이 반을 채웠다. 동전은 손자손녀들이 하나하나 모아 어머니께 드린 것이었
다.

(중략) 나는 어머니 놀이가 궁금해 소리 없이 뒤를 밟았다. 경로당 창문을 살짝 들여다봤다.

멤버 5명을 뽑아 판이 끝날 때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멤버가 빠지고 새 멤버가 들어오는 꽃그림놀
이. (중략) “다시는 화투 안치고 싶다”어머니는 3일째 480원을 잃었다. “한번 따면 열 번을 잃으
니. 옆에 앉아만 있으면 심심하고 화투를 치자니 만날 지고.”어머니는 경로당에서 얼마 전에 화투
를 배웠다.
“엄마, 판 깔아. 나랑 연습해” 늦은 밤, 나는 잠옷 위에 티 하나를 걸치고 슈퍼마켓에서 화투
를 사왔다. 어머니는 하루 밤 연습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틀 연속 돈을 땄다.

(중략)

“오늘은

많이 펐다. 본전도 못 챙기고 왔다. 돈을 따면 좀 돌려줘야지 자기 주머니에 넣어. 나는 따면 얼마
는 돌려줬는데. 그걸로 논을 살 거여? 집을 살 거여? 돈이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진짜 돈이
지. 노름해서 번 돈이 돈이여?” “점에 10원짜리가 뭔 노름이야. 재미지. 또 돈 좀 푸면 어째서.” 10
원짜리 화투놀이, 나는 다른 어르신들의 화투놀이 반응이 궁금해졌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문제
노령화 시대에 노인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의 긴 시
간을 의미 있게 영위하기 위한 성공적인 노화 등 노인문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
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시간을 체험한다. 노년기에 시간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무료하고 우울하여 무한한 시간을, 그 반대의 경우는 유한한 시간을 갖는다. 즉 노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무한성(시간 죽이기), 시간의 유한성(시간 살리기)을 갖게
된다. 노인들이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살리는 데는 무엇보다 놀이가 필요하다. 또한 놀이를 통한
시간체험 연구는 노인연구의 중요한 탐구대상이 된다. 놀이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며,
사회 속에서 개인과 전체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생존방식에 필수적이다.
놀이를 통해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시간의 구속에서 자유로우며, 미래의 삶을 기획하
면서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특히 노년기 놀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노인의 독립적 생
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2). 즐거운 놀이는 노년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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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화투놀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경로당의 주요한 놀이이며, 많은 사람들이 즐
기는 대중적인 놀이다. 선행연구들 즉 노인의 화투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여가활동 체험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탐구와 놀이에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놀이학습 연구에서 시간의 보편성 그리고 대상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연
구되어왔다. 그리고 놀이는 인간의 실존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 삶을 체험케 하는 주
관적이고 각 개인의 고유한 경험으로(8), 진정한 놀이는 내재하는 질적 개념인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기에 삶의 질적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 혹은 참여자 경
험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그 경험을 이해하게 한다.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화투놀이의 시간체험에 대한 양상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학습의 의미
를 탐색하는 것으로, 인간현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밝힐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참
여자의 화투놀이 체험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체험에 내재되어 있는 놀이학습의 의미
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화투놀이의 시간체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화투놀이의 시간체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2. 경로당 화투놀이
2.1 경로당(敬老堂)화투놀이
경로당(敬老堂)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자
사회 복지 시설로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곳
이다. 경로당은 자유롭고 탄력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곳이며, 자신의 체험 시간이 끝없이 움직이는
곳이다. 또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써 노인들이 다양한 체
험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다. 예로 개인적이고 외로운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공적인 세계의 공
간인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여가로서 화투놀이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한다. 이는 삶은 근원적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생각에서 조차 공간과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말
한 ‘세계-내-존재’인 ‘내-존재’와 동일한 문제이다(12; 9). 경로당에서 시간과 공간체험은 노
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열려 있는 시간·공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행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시
간·공간이다.
화투놀이는 일본의 카드 하나후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대마도 왜상(倭
商)들에 의해 도입되어(4),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수단이나 놀이가 되었다. 화투는 친목도모,
치매예방, 여가선용 등의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1), 화투놀이는 쉽게 친해질
수 있어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화투의 패를 맞히고 판이 끝날 때마다 각자의 점수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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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작용한다. 또한 화투놀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발적
선택과 즉각적 체험의 내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로 놀이·여가활동은 인간의 실존을 느낄 수 있
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 삶을 체험케 하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8). 노인들의 화투놀이에서 적
당한 돈내기는 약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놀이를 더 흥미롭게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참여자 8명은 안양시와 용인시 소재 3개의 경로당 회원들 <표 3-1>이다. 연구대상자를 모
두 여자로 구성한 것은 남자들은 주로 점100을 하지만 여자들은 점10원짜리 화투놀이를 즐겨서이
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령자들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격한 놀이나 운동이 부담되며, 대부분 일찍
홀로 되어 힘들게 살아왔다는 점이다. 자료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상학
적 연구방법으로 화투놀이의 시간 체험 과정을 드러내고 분석·해석을 통해 그 체험에 대한 놀이
학습의 의미를 밝혔다.
[표 3-1] 연구 참여자의 특징 및 화투놀이 방식
[Table. 3-1] The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nts and The way of Hwatu
참여자

성별/나이

A
B
C

여/70대중반
여/70대후반
여/80대중반

D
E
F
G
H
화투놀이
방식 및
규칙

가족관계(동거인)
및 건강상태
부부/좋음
딸가족/좋음
부부/보통

성격

화끈함, 시원시원함, 성실함, 중심이 서 있음
봉사정신과 배려심 강함, 솔선수범
약은 체 못함, 조용함, 점잖고 정직함
겸손하고 편안함, 유머가 있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임, 느
여/80대중반 혼자/조금 안 좋음
긋함
여/80대후반 아들가족/보통
정확함, 곧고 직설적임.
직설적이고 경우에 바름, 중심이 서 있음, 자존심과 자
여/80대후반 딸/조금 안 좋음
립심 강함, 급함, 유머가 있고 재미있음
여/90대초반 아들/보통
온유함, 느긋함
여/80대중반 혼자/보통
자존심이 강함, 성실함, 급함, 중심이 서 있음
1. 화투놀이 횟수: 거의 매일 혹은 3∼4일/1주 2. 인원수: 최대 5명(6명일 경우, 한명이 교대
로 빠짐. 6명 초과 시, 두 개 판으로) 3. 점수계산: 5점당 10원. 약은 없음 4. 고리 안 뗌
5.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은 연사 가능(6명일 경우) 6. 가끔 멤버가 부족하면 남자도 낄 수
있음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간 경험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는 방법
이다. 시간 체험은 주관적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한 체험적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시간의 길이나 느낌 등을 다르게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현상학적 시간론에서는 경험의 원초성에 주목하여, 그 생활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
끼는 시간체험이 그들의 경험을 반성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17; 9).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무
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실제로 겪게 되는 시간 체험 방식은 전혀 다르다. 즉 자신이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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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시간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순간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고, 오랜 시간도 덧없게 보
낼 수 있다(4). 이는 시간 운용에 대한 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4. 연구의 분석 및 해석
연구참여자들의 시간 체험은 무한한 시간(시간 죽이기), 느리고 즐거운 시간, 몰입, 갈등, 창의적
발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한 시간체험에 대한 학습의 의미는 관계 맺기, 시간 살리기 즉 시간의
자율성, 고유한 자기표현으로 나타났다.

4.1 무한한 시간(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기(killing time)의 사전적인 의미는“불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을 단조롭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인간은
젊은 시절 시간기계(시계적 시간)로 바쁘게 살아오다가 은퇴 후 노년기가 되어 드디어 자유의 시
간을 갖게 되며, 생애주기로 볼 때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짧다. 하지만 시간을 잘
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루하고 외로운 긴 시간에 구속된다. 참여자들은 홀로 집에 남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할 지 몰랐다. 인간은 홀로 있는 주체가 아닌 다른 현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 함께
있음으로 존재한다. 참여자들에게 친구·건강·경제 등의 가난 중 친구 가난은 시간을 더욱 더디 흐
르게 했다.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심심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A). 집에 있으면 시간도 안가
고, 낯선 사람들이 대문을 두들기고 불안해(C). 혼자 몸도 아프니까 시간도 더 안가고 서럽기도 하
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저 세상으로 가불자니 자식들 보고 싶고 어찌어찌 사는 거지(F). 이제 몸
도 잘 안 따라 주고 놀고먹어야 되는데 다들 가고 나 혼자 남아 심심해(B). 혼자 집에서 오광 떼
고, 갑오 떼고 놀지. 그러다 지루하면 TV도 보고(D).

4.2 느리고 즐거운 시간
무한한 시간을 가진 참여자들은 경로당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한적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
졌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고, 집이 조금 먼
참여자(C)는 경로당까지 걷는 자체가 운동이 되었다. 일요일도 성당·교회 예배를 마치고 경로당에
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웠다. 화투놀이 방식을 가르치랴
배우랴, 커피와 떡을 먹으랴 화투 패는 느리게 돌아가지만 그 자체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어쩌다
한번 이기면‘흥분과 자극’을 유발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느리지만 즐겁게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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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계산이 맞다·틀리다. 그냥 무효하고 새판으로 하자. 동작이 너무 느리면 다음 판에 자리를
바꾸라하고 노인들이 우스워죽겠어(G). 화투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떡도 먹으면서 입도 맛있고, 화
투 안 해도 얘기도 하고 재밌어 좋아. 점심 때 밥도 먹고, 집이 좀 먼데 매일 경로당을 다니니 걷
기 운동도 되고 저녁에 잠도 잘 와(C). 져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10원짜리도 이기면 더 좋지 놀
이가 다 그렇듯이(G). 화투를 처음으로 쳐보는데 배우는 것도 재밌고(F).

4.3 갈등(葛藤)
모든 놀이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이다. 갈등은 각자의 서
로 다른 고유한 자기표현에서 비롯된다. 놀이의 존재방식은 자기표현(14)이듯이, 화투놀이에 전력
을 기울이는 것은 참여자들의 고유한 자기표현이며 이것이 갈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화투 패는 빨
라지고 돈을 따는 즐거움도 고조되고, 또한 개인의 성격, 살아온 과정, 10원짜리에 대한 가치의 차
이 등에 따라 각자의 표현들이 달라지기도 했다. 성격이 급한 참여자는 패가 느린 참여자에게 빨
리하라고 재촉하여 말다툼도 유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특히 참여자(F)는 과거에 힘들게
살아왔기에 심리적으로 10원에 대한 가치가 커 보였다. 이러한 것들은 화투놀이를 하는데 갈등의
요인이자 자극과 흥분의 원동력으로 화투놀이 방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분하게 하였다.
10원짜리 30개(본전)로 시작해서 한판에 가장 많이 잃은 경우가 70원이었어요. 연거푸 잃게 되면
밑천이 드러나요. 더러는 돈을 많이 따면 많이 잃은 사람에게 조금 돌려줘 계속 치는데 어떤 사람
은 그냥 가져요(A).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면 좀 그래. 어느 순간 10원짜리가 천원의 가치로
느껴질 때가 있어. 돈 욕심은 다 있지(D). 돈을 따면 싫어도 해야 해요. 돈을 잃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할까 자격지심에(E).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고 했어요(E). 혼자 자식
들 키울 때는 밭을 매다가도 노란 것이 있으면 돈인가 봤어. 그런 생각이 들면 왜 남한테 돈 잃으
러 화투를 하는가(F). 돈을 잃고 기분도 안 좋은데. 느리면 빨리하라고 재촉하고, 계속 잃으면 자리
를 바꾸자하고, 계산 잘못해 10원 차액으로 말다툼도 하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판을 돌리고(E). 10
원짜리 내기 없이 그냥 “누가 이기고, 누가 졌어”이렇게 해보니 별로 의미(재미)가 없어. 딴 돈을
다 돌려주더라도 하는 동안에는 10원짜리 내기를 해야 재미있는 거야(G).

4.4 몰입(沒入)
몰입은 자신의 존재나 행동, 외부적인 시간의 흐름 등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몰두의 상태를 의미하며(4), 이는 몰류(沒流)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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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몰두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로, 외재적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몰입한 상태에서 많은 시
간을 즐겁게 투입하는 현상이다(7, 10, 3). 참여자들은 ‘화투놀이 공동자금’을 이용하는 내기방식을
찾아내어 적당한 자극과 적은 부담으로 놀이에 푹 빠졌다. ‘화투놀이 공동자금’ 이용방식은 경로당
에서 노인들의 화투놀이 자금으로 은행에서 몇 천원을 10원짜리를 바꾸어다 놓고, 그 돈을 각자
똑같이 나누어 화투놀이를 한 후 본전과 딴 돈을 다시 돌려놓은 방식이다.
옆 동네는 돈을 따면 가져가지만, 우리 경로당에서는 공동화투자금을 마련해 놓고 했어요. 서로
짐스럽지 않고 안 다투고 재미는 재미대로 있고. 잃어도 따도 도찐개찐이지(E). 화투를 하다보면
집중을 하니까 남의 흉도 안보고 험담할 시간이 없어. 무슨 패를 낼까? 점수계산을 잘못해도 별
뭐가 안 돼. 그날 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C). 따든 잃든 내일 또 하니까 내일이 기다려져(B). 아
들이 데리러오고야 해가 넘어가고 허리도 아픈 줄 알아요(E).

4.5 창의적 발상(創意的發想)
놀이는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이다. 놀이의 단순한 재미를 초월하여 사고력을 이용하여 창조적이
고 생산적인 활동을 가져온다. 참여자들은 갈등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내기 방식을 생각해 냈으며,
각자 나름대로 맘속에 내기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A)는 성격이 화
끈하고 자기중심이 서 있으며, 젊은 시절 별명이 굵은소금 즉 짠순이지만 써야할 때는 확실히 쓰
는 참여자로 화투놀이에서도 그의 개성이 드러났다. 또한 화투놀이의 시간체험이 많아지면서 참여
자들은 새로운 화투놀이방법과 다른 놀이종류 등을 시도하고, 경로당 외의 장소에서도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시간의 자율성은 화투놀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주 2~3회 경로당에서 강사에게 노래와 간
단한 율동을 배우며 즐겼다. 가끔은 경로당 근처 화훼농장에서 꽃잎을 따는 등 소일거리로 용돈도
벌고,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하루 잃을 상한가를 몇 백 원으로 정하고 노니 화가 날 만큼은 아니고 재밌어요(A). 그냥 잃을
생각으로 하니 좋았어요. 그야 따면 더 좋고(G). 공동자금 이용은 딴 돈을 다시 내 놓더라도 치는
동안 돈을 딴다는 생각이 들어 재밌어(H). 경로당에서 생긴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와서 함께 놀다
가 경로당 가기도하고(G). 화투 안할 때는 경로당 실내·외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도 하고 주변 산
책도하고(G). 한나절은 노래·춤도 배워요. 시에서 강사가 와요. 또 가끔 동네 화훼농장에서 용돈도
벌고(D).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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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놀이의 시간 체험은 “자율성”로 요약 할 수 있으며, 화투놀이의 시간체험 양상은 “시간 죽
이기”, “느리고 즐거운 시간, “갈등”, “몰입”, “창의적 발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놀이학습의
의미는 ‘관계 맺음’, ‘시간 살리기’, ‘고유한 자기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노인들의 화투놀이 체
험은 재미있고, 융통적이며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에서 자유롭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
며, 목표나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인(15)놀이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놀이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융통성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듯이(16), 화투놀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과 아이디어의 조합
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타인과 결합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
에 자신의 자유, 개별성을 유지하였다. 인간은 다른 현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능
성을 향해, 즉 미래적 시간을 향해 스스로 앞서감, 즉 기투 함으로서 본래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존
재방식으로 나아가는 존재자로서 살아간다(6).
화투놀이는 또한 고유한 자기표현을 통해서 체험된다. 이는 참여자들의 화투놀이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놀이성 즉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의 지각이나 태도(11)에서 보면, 놀이성은 바로
참여자들 자신의 마음의 태도이고 놀이는 이런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13). 승부욕과 자존
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급한 성격 그리고 살아온 삶이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털털한, 긍정적
인, 유머가 있는, 시원시원한, 화끈한, 명랑한, 차분하고 조용한 참여자들 보다 10원짜리 내기에 조
금 더 민감한 반응을 하였다. 하지만 화투놀이의 10원짜리 내기는 돈을 따기 위함보다는 금전의
개입이 곧 자극과 흥미의 증가로 직결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화투놀이의 각각의 방식은 재미
의 한계가 다르나 서로의 생각들을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즉 화투
놀이의 각자의 다양한 내기 방식 등이 상호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재결합하는 활동으로 발전된다. 따라서 화투놀이가 단순히 놀이가 아닌 문제해결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 행동 및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소속감과 관계형성을 통한 협동적 공동체
의식의 발달을 돕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는 자극을 제공하며, 놀이의 방법
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수준, 집단 놀이를 통해 즐거운 환경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을
자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된다. 경로당 화투놀이의 시간체험이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는 노인
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이
는 노년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시간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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