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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임정화․김재운(경인교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흔히 현대 사회를 일컬어 해체의 시대, 혼돈
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가치
와 규범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청소년들의 일
탈 행위가 급증했으며,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현상도 팽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
되고, 사회의 거의 모든 면에서 이념보다는 경
제 논리가 지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현대 사회에는 특정
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윤건영, 2001).
21세기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대
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의 각종 규칙이나
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평온하고
인심이 풍부한 삶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
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발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 또는 평가로 정의되는데 낮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개인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
을 가진 개인은 학교 적응 수준이 더 높고 더
우월한 정신 건강과 생활 스트레스의 대처 능
력을 지녔으며, 더 많은 확신과 수행, 그리고
높은 학업성취 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나
고 있다(전규혁, 1999). 즉 아동이 높은 자아존
중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아동은 성장 발달단
계에서 자신이 곧 주인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든 일에 자신감

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에도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시기를 살펴보면,
일생동안 점차적으로 발달되나 특히 아동기
동안 현저한 발달을 이룬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능력
도 부족하나 7, 8세 경에 이르면 사회적 비교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동들은 누가 더 예
쁜가? 공부를 잘하는가? 달리기를 잘하는가?
등에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
한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이 계속될 때까지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발달되는 아동기에 학교교육에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
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개념이
싹틀 뿐만 아니라 학급 집단에 참여하여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므
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
의 아동에게 학교는 단순히 기능적 지식만을 전
달하는 곳이 아닌 사회성을 함양하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체험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
성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수업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놀이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진 바 있다. Fein(1986)은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들과 상호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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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숙재(1990)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정서적 적
응력을 도모하며, 스스로 선택한 놀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기 수용의 경험을 통해 점차 타인을
수용하는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동들의 놀이 문화
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다른 문화와의 잦은 접촉으로 그들이 속
해 있는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기 보다
는 외래문화와의 혼합된 가치관과 태도를 내
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외
래의 것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을 불러 일으
켰고 이에 놀이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신념
과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놀이의 체계적인 교
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놀이 수업이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을 촉
진시키며 정서와 발달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전통놀이를
시대에 맞게 아동의 삶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
도록 변화, 발전시켜 제시하려는 노력의 부족
으로 오늘날 아동들의 삶 속에 그 뿌리를 내리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활동을 적용하여
전통놀이 수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전통놀이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아동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업 참여가 총체적
둘째, 초등학교
업 참여가 사회적

3학년 아동의 전통놀이 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학년 아동의 전통놀이 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셋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넷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N시에 소재하고
있는 P 초등학교 3학년 2개 학급 74명으로
그 중 1개 학급 37명을 실험집단으로 배정하
고, 나머지 1개 학급 37명을 통제집단으로 의
도적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실험처치별, 성
별 사례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실험처치별×성별 사례 수
성별
실험처치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남학생

여학생

계

21
21
42

16
16
32

37
37
74

2. 연구도구
1)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
한 도구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하위 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이며
아동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에 근거한다.
(2)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self-esteem):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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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감정을 포함한다.
(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home-parents
self-esteem) : 가정 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
마나 원만한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
(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
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을 포함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대상
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즉 문항의 내
용에 ‘정말로 내 경우와 같다 ’면 5점을 부여
하고 ‘대부분 그렇다’면 4점을, ‘보통 그렇다’
고 답하면 3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5점부터 1
점까지 문항별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부정적 의미를 지닌 문항은 역으로 환산
입력하며 이렇게 산출된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본다. 자아존중감 하위 척도별 문항
수 및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척도의 4가지 하위 척도별
및 문항구성 신뢰도 계수
하위 영역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계

문항수
6
9
9
8
32

신뢰도
.68
.82
.777
.80
.85

2) 전통놀이 수업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전통놀이는 초등학교 3
학년 교과서에 소개 된 43종의 전통놀이 중 가
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고 전통놀이로서의 가
치가 입증 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전통
놀이(김희열, 2002; 홍승표, 박병기, 2005)를 제
외한 윷놀이, 투호놀이, 줄다리기, 공기놀이, 칠
교놀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10차시에 걸친
전통놀이 수업계획 및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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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통놀이 수업계획 및 놀이방법
차시

기간

1

3.19 - 3.24

놀이명칭
윷놀이

2

3.26 - 3.31

3

4.2 - 4.7
투호놀이

4

4.9 - 4.14

5

4.16 - 4.21

6

4.23 - 4.28

7

4. 30 -5. 4

줄다리기

공기놀이
8

5.7 - 5.12

9

5.14 - 5.19
칠교놀이

10 5.21 - 5.26

놀이방법
다섯 개의 윷을 던지고
던진 대로 윷판의 말을
움직여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긴다.
준비한 투호 병에 몸과
마음을 모아 신중하게
하나하나 화살을 던져
넣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긴다.
두 편으로 나눈 뒤 서
로 마주 보고 서서 굵
은 밧줄을 서로 당겨
승패선까지 밀려 나온
편이 진다.
보통 두 팀으로 나누어
놀이를 하며 다섯 알
공기 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던지거나 받
아 약속한 나이에 먼저
도달한 편이 이긴다.
일곱 개의 조각을 이용하
여 여러 가지 형태를 만
들고 서로 비교해 본다.

준비물
윷가락,
윷판,
말
투호
병,
화살

긴줄

다섯
알
공기

칠교판

3) 자료 처리
실험 처치 전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아존중
감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전통놀이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효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
하고, t-test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평균값에 유의차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Win12 SPSS/PC를 이용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활동(윷놀이, 투호놀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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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기, 공기놀이, 칠교놀이)을 적용한 수업을
10주간 실시하고 전통놀이 수업이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전통놀이의 가
치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실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속변인과
관련한 출발상태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하
여 t-test를 실시하였다. 10주간의 전통놀이 수
업 실시 후 전통놀이 수업이 아동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
사를 실시하고 사후검사 결과와 사전-사후 검
사결과 및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놀이 수업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점수가 동질적인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위하여 t-test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
전검사 결과 비교
하위척도

총점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
자아존중감
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실험집단(n=37) 통제집단(n=37)
평균 표준편 평균 표준편 t값
(M) 차(SD) (M) 차(SD)
124.62 10.79 120.41 12.45 1.5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전통놀이 수업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를 t-test로 분석하였으
며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사후검사 결과 비교
검사
영역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검사
영역

단은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출발상태가 동
질적임을 알 수 있다.

p
.13

25.19

2.75

23.68

4.01

1.90

.06

32.19

6.39

31.81

5.53

.27

.79

39.35

4.66

38.27

4.77

.99

.33

27.89

4.21

26.65

4.21

1.27

.21

<표 4>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
아존중감 사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
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
존중감과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으므로 (t=1.55, p> .05) 실험집단과 비교집

하위척도

총점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
자아존중감
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실험집단(n=37)
평균 표준편
(M) 차(SD)
133.84 13.388

통제집단(n=37)
평균 표준편 t값
(M) 차(SD)
116.08 10.943 6.25

p
.00

25.92

2.87

22.16

4.106 4.57

.00

36.19

6.159

29.59

5.988 4.67

.00

40.73

5.037

37.27

5.491 2.82

.01

31.00

3.055

27.05

4.654 4.31

.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놀이 수
업을 적용한 집단과 전통놀이 수업을 적용하
지 않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하위영
역을 포함한 총점의 평균 간에는 18점 정도
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차
이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6.25, p< .05).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가 4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56, p< .05).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평균 차가 7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7, p< .05).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가 3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2, p< .0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
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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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31, p< .05).
사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의 출발상태가
동질했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의 총점을 포함한 4개의 하
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전통놀이 수업은 초등학생
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의 차
전통놀이 수업이 집단 내 자아존중감 발달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
하고 평균값에 유의차가 존재하는지를 t-test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변
화의 차 분석
검사
영역

하위척도

총점
총체적
자아존중감
자아 사회적
존중감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n=37)
표준
집단 평균
편차
(M)
(SD)
실험 124.62 10.79
통제 120.41 12.50
실험 25.19 2.75
통제 23.68 4.01
실험 32.19 6.39
통제 31.81 5.53
실험 39.35 4.66
통제 38.27 4.77
실험 27.89 4.22
통제 26.65 4.22

사후검사(n=37)
표준
평균
편차
(M)
(SD)
33.84 13.49
116.08 10.94
25.92 2.87
22.16 4.11
36.19 6.16
29.59 5.99
40.73 5.04
37.27 5.49
31.00 3.06
27.05 4.66

변화의
차
(사전
-사후)
-9.22
4.32
-.73
1.51
-4.00
2.21
-1.38
1.00
-3.11
-.41

t값

p

-3.83
1.71
-1.21
1.57
-3.29
1.75
-1.44
.77
-4.43
-.43

.00
.10
.24
.13
.00
.09
.16
.45
.00
.67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주간의 전
통놀이 수업 적용결과 실험집단의 자아존중
감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점이 실험
전보다 평균 9점 정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
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3.83, p< .05).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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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히려 실험 전보다 평균 4점 정도 낮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
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t=1.71, p> .05).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평균 1점 정도 높아졌
으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1.21, p>
.05). 통제집단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오히려 평
균 2점 정도 낮아졌으며 이러한 정도의 차이
는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1.57, p> .05).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
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평균 4점 정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
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3.29, p< .05).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의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오히려 평균 2점 정
도 낮아졌으며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통제집
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1.75, p> .05).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평균 1점 정도
높아졌으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1.44,
p>.05).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오히려 평균 1점 낮아졌으며 이
러한 정도의 차이는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 .77, p> .0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평균 3점 정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의

124

아동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4.43,
p< .05).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평균 0.4점 정도 높아졌으며 이
러한 정도의 차이는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43, p> .05).
위와 같이 전통놀이 수업을 적용한 결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점수는 학
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
역에서 오히려 사전검사 점수보다 낮아졌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
감 사후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총점
을 포함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총점,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
의 자아존중감 영역의 변화의 차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의 전통놀이 수업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놀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아
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결과 출
발점이 동질했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10
주간의 전통놀이 수업 처치 후 사후검사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하위영역 및 총점의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어 전통놀이 수업이 초등
학생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점의 사전-사
후검사의 변화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를 나타내지 못했던 반면 실험집단의 자아
존중감 총점의 사전-사후검사의 변화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어 위의 의견
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자아존
중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척도 중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김희열(2002), 황효임(2004) 등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검사에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통놀이 수업이 아동들로 하여
금 자신을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감정과 사
고의 능력을 확대시키도록 돕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통놀이
수업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급우들과 이루어져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
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생활에서 자
신이 느끼는 본인에 대한 유능감인 학교에서
의 자아존중감은 향상시켰으나 자신에 대한
일반적이며 전반적인 평가인 총체적 자아존중
감이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는 별다른 영
향을 끼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놀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
중감 발달에 효과적임이 확인되고 있어 다양
한 전통놀이 수업의 개발 및 보급은 초등학
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2. 결론
전통놀이 수업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놀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효과적이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인
과 관련하여 두 집단의 출발점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전
통놀이 수업을 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
과 전통놀이 수업을 실시한 집단과 전통놀이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의 자아존중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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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또한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총점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데 반하여,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총점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차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 했
다. 하지만 전통놀이 수업이 자아존중감의 하
위 영역 중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에
서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효과적이지만 총
체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놀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
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이 확인되고 있어 다양
한 전통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
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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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articipation of
Traditional Play Class among Juveniles
Lim, Jung-Hwa․Kim, Chae-W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articipation of
traditional play class among juveniles.
For this study 74 students on the 3th grade of the P elementary school in Nam Yang Ju,
Gyeonggi-do were chosen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led group respectively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And the experimental group had been taken the traditional
play class for 10 weeks.
The traditional plays like Yut-nori, Tooho-nori, Juldarigi, Gonggi-nori and Chilgyo-nori
had been applied to the class.
The self-esteem inventory utilized as research tools were mod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with t-test
using SPSS/PC.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traditional play class have been shown a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especially social self-esteem, school-academic
self-esteem which are subfactors of self-esteem.
In short, self-esteem was improved by traditional play class in the elementary schools.
And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spread of traditional plays various and easy to use is
requ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