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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 래관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재한 H어린이집과 Y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56명이며, 8주 동안 실험집단에 총
20회의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언어표현력 측정을
위해 그림 보고 이야기꾸미기 활동 결과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 개념, 어휘, 문장 수
준을 평가하였으며, 또래관계 측정을 위한 또래평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또래관계 및 언어표현력의 모든 영역- 이야기 구조 개념, 어휘, 문장-은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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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 맺으며 그 속에 적응해간다.
유아가 또래와 놀이를 즐기고 생각을 나누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언어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오늘
날 우리 사회의 만 3～5세 유아들 대부분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교사
및 또래와 함께 보내고 있다. 유아기는 발달적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써,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집단의 일원이 되며
사회적 지식을 학습한다. 그러므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는 것은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해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박진재, 이은해, 2002).
유아의 언어표현 능력은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정경
화, 도현심, 2005; 채수경, 송영혜, 2004). 또래 유아 간에 언어적 상호교류가 활발
하고 적합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또한 또래와 언어적 상
호작용 기회를 많이 가져본 유아일수록 언어기술의 수준이 높고(이지연, 1999),
긍정적인 관계에 기초한 상보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 신
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주영희, 2001). 이처럼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관계의
질은 유아의 삶 속에서 매순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
말놀이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
데 즐거움을 느끼는 인지적인 활동이다(정선희, 2004). 즉 ‘말놀이’란 우리말이 지
닌 언어의 속성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말을 주고받거나 말을 이어가는 놀이를 의
미하며(박배식, 1992), 언어 자체에 스며있는 유희성을 즐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원범, 1997). 김종훈(1995)은 말놀이를 일컬어 정해진 규칙에 따른 학습자 중심
의 활동으로 이미 학습한 것을 다시 경험시켜 재확인하는 언어학습이라고 하였
다. 요컨대 말놀이는 규칙에 맞게 언어를 생각해내고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
해 창의력과 사고력이 증진될 수 있는 총체적 언어교육 방법으로써(김나연,
2002), 유아기부터 초등시기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다(지청숙, 1999).
말놀이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박배식, 1992; 임효정, 1997; 지청숙, 1999).
첫째, 말놀이는 유아가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익힌 어휘의 개념을
재확인하면서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말놀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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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발음하며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놀이규칙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형태
적인 면, 통사적인 면, 의미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말놀이의 유형은 대개 ‘연결형’, ‘문답형’, ‘전달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김종
훈, 1995; 지청숙, 1999.). 연결형 말놀이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음소, 음
절, 낱말, 문장을 연상하여 이어가는 말놀이를 뜻하며 소리가 같은 말 찾기, 낱말
찾기, 말 잇기, 짝짓기, 무리 짓기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문답형 말놀이는
대화 중심의 활동으로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 문장의 특성을 제시하면 연상
하여 대답하는 활동으로 주로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주는 기능을 하며 수수께
끼, 스무고개, 익은말 찾기, 문장놀이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전달형 말놀이란 언
어형식이나 문법, 의미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말을 전하도록 하여 알아맞히
는 놀이를 의미하며, 말로 전하기, 그림카드로 전하기, 몸짓으로 전하기 등의 활동
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말놀이는 우리말의 특성을 바탕으로 말의 형태를 조
작하여 음성적, 내용적으로 흥미로운 문장을 만들어보거나 새로운 어휘를 끼워
넣거나, 또는 이미 익힌 말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휘를 만들어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위에서 밝힌 말놀이의 개념과 특징, 유형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
면, 말놀이는 ‘유희’라는 놀이적 특성, ‘주고받음’이라는 사회 관계적 특성, ‘규칙
에 따른 선 경험의 투입’이라는 반성적 학습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놀이의 이러한 특성은 리듬감 있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읊조리길 좋아하며, 재
미있게 표현된 말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를 즐기고, 그러한
경험이 또래와 함께 하는 맥락일 때 더욱 의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아의 특
성과 잘 부합된다.
전래동요에는 풍성한 문맥과 어휘, 일정한 형태 및 반복, 후렴과 같은 요소들이
풍부하다. 김효문은 이러한 특성이 유아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며 활동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최은선, 2005 재인용)고 하였는데, 이로써 전래동요
는 말놀이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다수 전래동요들
이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
어날 수 있으며, 이는 또래들 간의 주고받는 경험과 유대감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는 재미와 자발적 참여, 대소집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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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짐 등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요건들을 강화할 수 있다.
그간 말놀이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나, 이들 대부분이 이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어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실
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우미식, 2001). 또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보다 자연스
럽게 생활 속의 상호작용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놀이 중심의 교수방법에 대한 관
심과 논의가 요구된다(김령, 2006).
교수 학습 전략으로서 말놀이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말놀이는 언어학
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
며, 실제적인 효과도 있었다(Bonnie, 2006). 또한 유아의 음운구조 이해(Roser,
1996) 및 어휘력(김나연, 2002; 김령, 2006) 발달에 효과가 있었으며, 언어교수학
습을 위한 방안으로 말놀이를 적용한 연구(임효정, 1997; 정길영, 2000; 지청숙,
1999)들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말놀이를 통한 언어학습이 유아의 사회적 소
외 극복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연구(Kathryn, 2003)도 이루어졌다. 공미선(2001)의
연구결과,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말놀이 동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말놀이 참여 정도와 사회적 능력이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아직까지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밝힌 연구는 없었으나,
전래동요 활동이 유아의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능력(김영숙, 2002; 나영자,
1999; 정복희, 2005), 친사회성과 친사회적 도덕추론(정경숙, 2003), 어휘력(박현
주, 1999; 최인실, 2002)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
다. 또한 이 경우 외(1994), 김정준(1996), 조향순(1996) 등의 연구에서 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 효과를 밝혀낸 결과 및 언어, 사회성 교육에서 전래동요의 적용 가능
성을 살펴본 김주현(2003)의 연구결과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긍정
적인 효과를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기의 언어능력은 이후 성공적인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Whitehurst &
Lonigan, 1998). 유아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보는 기회
를 통해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균형 있게 습득하며, 특히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문맥적 접근이나 오락적 접근이 효과적이다(심영자, 1984). 그러므로 유아가 교사
나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움, 성취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양질의 언어활동은 언어능력뿐 아니라 또래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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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관
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기의 언어적․사회적 발달에 대한 말놀이
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향후 말놀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가 밀집한 중산층 지역의 어린이집 두 곳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 총 56명(실험집단 29명, 비교집단 27명)
이었고, 각 집단의 평균연령은 실험집단 75.34, 비교 집단 74.62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어린이집과 Y어린이집은 생활주제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실험집단의 교사 2인은 4년제 대학에서, 비교집단은 3년제 대학
에서 보육학을 전공했으며, 실험집단의 2인 교사는 평균 4.5년의 경력을 가졌고,
비교집단의 교사 2인은 평균 5년의 경력을 가졌다.

2. 연구 도구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언어표현력 검사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자들이(정남미, 1996;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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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지연, 1999)활용하였던 VQ쓰기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A4 크기의 칼라로
된 그림 자료를 사용하였다. VQ쓰기 검사에서 그림 자료는 흥미로운 자극과 의미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이지연,
1999).
본 연구에서 유아들의 자발적인 언어표현을 자극하기 위한 매체로 활용하기 위
한 그림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 교수 2인, 그림책 관련 전문가 1인,
경력 3년 이상의 유아교사 2인과의 협의를 통해 글 없는 그림책(큰 사과나무와 작
은 사과나무, 채인선, 2000)에서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4장의 그림을 1차 선별하였다. 그리고 예비 검사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풍부
하게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그림 2장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사전, 사후 검사용 그
림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표현력의 양적
인 수준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포함하는 변화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언어표
현력의 양적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종옥(1996)의 평가준거를 사용하여 단
어, 문장, 묘사 단어 수를 세어서 이야기의 길이를 분석하였으며 평가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언어 표현력의 양적 수준 평가 기준
범

주

내

용

단어 수

문법상의 뜻과 기능을 가진 최소 낱말의 수

문장 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줄거리의 수

묘사단어 수

형용사와 부사의 수

또한 언어표현력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미영(2003)이 개발한 ‘이야
기 꾸미기 활동 평가 준거’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자들 간에 언어표현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의되었던 상상력을 제외하고 어휘, 문장,
이야기 구조의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용과 분석 기준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어휘 수준은 표현 어휘가 사용된 정도이며, 표현 어휘는 명사와 동사를 수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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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는 부사, 관형사, 형용사를 의미한다. 어휘 수준의 점수
범위는 1.00～3.0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휘 수준이 높다. 어휘 수준의 평가 준
거 및 분석 사례의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어휘 수준의 평가 준거 및 사례
수준

내

용

사

례

1

명사와 동사 같은 기본적인
품사로 구성된다. 표현어휘
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동물들이 사과를 따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동물이 따서
먹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따서 뭘 만든 것 같아요.

2

이야기에 명사와 동사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가 때때로
나타난다.

친구들이랑 나무를 잘라서 같이(부사) 나눠먹는 모습
같아요. 돼지는 작은(형용사) 나무를 키워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토끼와 다람쥐는 바구니를 가져와서 갖고
갔어요. 곰돌이는 높이(부사) 뛰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양한 표현어휘가 다수
나타난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나무 흔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곰, 다람쥐, 돼지는 그(관형사) 나뭇잎을 줍
습니다. 바람은 살랑살랑(부사) 불어옵니다. 바람이 윙윙
대는(형용사) 소리를 냅니다. 곰이랑 너구리는 장난치고
돼지는 신기한(형용사) 나뭇잎을 건졌습니다. 나뭇잎은
잘(부사) 뚝뚝뚝(부사) 떨어집니다. 여우는 꼬리가 꼭 스
컹크 같습니다.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어른이고 작은 나무는 아들입니다. 하늘은 누런
색입니다. 땅에는 나뭇잎이 아주 많습니다.

3

문장 수준은 유아가 사용한 문장 유형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1.00～3.0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장 구성 수준이 높다. 문장 수준의 평가 준거
및 분석된 사례의 예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문장 수준의 평가 준거 및 사례
수준

1

내

용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홑문장으
로 구성된다.

사

례

다람쥐가 나뭇잎을 줍고 있어요. 여우가 나무
에 올라가요. 토끼가 나뭇잎을 주워요. 다람
쥐가 나뭇잎 속으로 폭 나와요. 돼지는 나뭇
잎 한 개를 주워요. 바람이 불어요. 작은 나
무랑 큰 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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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수준

2

3

내

용

사

례

홑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
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들이
연결 어미(～고, ～거나, ～든지, ～며,
～니, ～고(서), ～아(서), ～지만, ～면,
～다(가), ～니까)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제목은 가을인데...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
는데 돼지는 욕심 부려서 혼자만 작은 나
무에서 감 먹고 있고 네 명의 친구들은 친
하게 지내서 큰 나무에서 감 따먹고 있어
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이 떨어
졌어요.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홑문장들이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
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 관형절과 명
사절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도 나타난다.

지금 토끼랑 다람쥐가 와서 나뭇잎을 줍고
돼지는 혼자서 나뭇잎을 하나 줍고 있어
요. 여우가 나무 흔들어서 나뭇잎이 다 떨
어지고 조금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관형절) 돼지는 “재미있겠다.”그
랬어요.

이야기 구조 수준은 사건의 논리적 연결, 주인공이나 주요 사건의 등장, 이야기
구조 범주의 출현 등이 평가의 준거에 포함되었다. 점수 범위는 1.00～4.00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 구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야기 구조 수준
의 평가 준거 및 분석 사례 예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이야기 구조 수준의 평가 준거 및 사례
수준

내

용

사

례

1

이야기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들은 연결되지 않는다. 즉 하나의 사
건이 일어나고, 이전 사건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진다.

나뭇잎 줍고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가 나
무에 올라가요. 토끼하고 여우하고 곰이 나
무를 봐요.

2

이야기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각
사건들은 발생한 순서에 따라 연결된다.
즉, 하나의 사건 다음에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 이어진다.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만, 중심이 되는 사
건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특정 문제에
집중 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출현한다.

동물들이 나뭇잎으로 놀고 있어요. 겨울이
되자 눈이 왔어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
이 왔어요. 동물들은 봄에 꽃도 보고 나비
도 보고 새들도 보면서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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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수준

3

4

내

용

사

례

이야기에 중심사건이 등장하고, 주요 사
건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연결
되기도 한다. 또한 이야기에는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가 출현하고(시작), 이 문제
를 해결하려는 등장인물들의 노력이 나타
난다(전개). 그러나 주요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마무리되었는지(종료)가 명료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

옛날 어느 날에 토끼하고 다람쥐하고 곰하
고 청설모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지가 작은 잎에서 화내면서 와갖고 친구
들이 돼지는 같이 놀자 했는데, 화내면서
와서 “안 놀아준다.” 그랬는데 돼지는 화나
갖고 친구들을 때렸어요. 그래갖고 친구들
이 돼지랑 안 놀아줬어요. 친구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돼지한테 “메롱”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도 “메롱” 했어요.

이야기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주로 인
과관계에 의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 ‘전개’, ‘종료’의 모든
이야기 구조 범주가 출현한다. 즉, 이야기
의 시작부분에는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가 등장하고, 전개 부분에는 문제를 해결
하려는 등장인물들의 노력이 나타난다.
이야기의 종료 부분에는 등장인물들의 노
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명료
하게 나타난다.

여우랑 돼지랑 곰돌이랑 다람쥐랑 토끼랑
같이 나무를 막 흔들고, 돼지는 옆에 나뭇
잎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옆 나무에 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돼지는 친구들이
랑 놀고 싶어서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돼지
가 “같이 놀자” 말했지만 친구들은 모른 척
했어요. 돼지는 다시 “친구들아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이 나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먹으니까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거
야.”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같이 먹자.”라고 말했어요. 돼지는
다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2) 또래 관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 측정을 위한 도구로 또래수용도 검사를 사용하
였다. ‘또래수용도’란 한 유아가 자신이 속한 학급의 유아들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또래 평가에 기초한 또래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취학 전 유아를
위한 또래 평정 척도(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를 사용하였다. 검
사는 각 유아와의 개별 면접을 통해 그 학급 모든 유아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
면서 그 유아와 놀고 싶으면 웃는 얼굴(3점), 놀기 싫으면 찡그린 얼굴(1), 보통이
면 무표정 얼굴(2) 그림이 있는 상자에 사진을 넣도록 하는 3점 척도 평정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또래 수용도 점수는 학급 유아들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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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평정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또래 평정 점수의 범위는 1.00～3.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에 잘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검사
실험 처치 2주 전에 언어표현력과 또래관계 검사의 시행에 따른 소요시간, 검
사도구의 적합성,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예비검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검사는 본 연구의 대상과 사회적 환경이 유사하면서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20명(남：10, 여：10)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또래관계 검사를 위한 질문 내용을 유아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언어표현력 검사를 위한 사전, 사후 검사용 그림 자료
2장을 선별하고, 면담 절차 및 질문 유형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확정
하였다.

2) 교사 훈련
교사 훈련은 활동 적용 이전의 교육과 적용과정에서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 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4회 실시되었다. 먼저 실
험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 실험 방법에 대한 개요
를 설명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교사를 대상으로 말
놀이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말놀이의 유형 및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교수전략과 교수방법 실제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수자료로는
관련 문헌 및 활동계획안, 교수활동자료 등을 사용하였으며 설명, 토론, 시연 등의
교수방법을 활용하였다.
활동 적용 기간 중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약 60분 동안 교사와의 협의를 갖
고, 다음 주의 수업내용과 진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매회 수업 후, 수업 계획
안과 연구자의 수업관찰 기록, 활동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수업의 진행과
정과 유아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다음 수업의
계획 및 진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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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자 훈련
사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에 참여하게 될 2명의 연구보조원과 10월 2일
모임을 갖고 검사도구의 목적과 내용, 유아에게 질문하는 순서와 방법, 반응을 기
록하는 방법 등 검사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4) 사전검사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관계에 대한 사전 검사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
지 5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와 사전 훈
련된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2명이 실시하였다. 검사는 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
아에게 친숙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유아 1인 당 20분 정도였다.

5) 프로그램의 구성
(1) 전래동요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전래동요를 선정하기 위해 그림책, 동요집, 동시
집 등의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전래동요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만 5세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실험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전개 될 생활주제 관련 내용이
담겨진 15편의 전래동요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15편의 전래동요에
대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박사과정 생 2명의 자문을 구
한 결과 유아의 흥미를 끌며, 언어적 표현이 풍부하고 재구성하기 용이한 문장 구
조로 이루어진 전래동요 10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유아들이 이
미 불러본 경험이 많은 동요 두 편을 제외하고 최종 8편의 전래동요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래동요와 그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래동
요는 구전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과 형식, 어휘가 지역이나 출판사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목과 함께 출처를 제시하였다.

2) 말놀이 활동의 계획
말놀이 활동의 계획은 연구자들이 주제별로 선정한 8개의 전래동요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분석된 각 전래동요의 특징을 활용하여 어휘
의 변형과 창작, 대치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를 경험하고 탐색하며 문장을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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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정된 전래동요의 목록과 내용
생활주제

우리나라

제목

랫

말

이서방

이서방 일하러 가세. 김서방 김매러 가세. 조서방 조 베러 가세.
신서방 신이나 삼세. 배서방 배 사러 가세. 방서방 방석이나 틀세.
오서방 오이 따러 가세. 우서방 우물이나 파주세.
[한국 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작은 책：한국어린이육영회]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꼭꼭 숨어라 발꿈치가 보인다. 꼭꼭 숨어라 치맛자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나무 뒤에 숨어라. 꼭꼭 숨어라 장독 뒤에 숨어라.
꼭꼭 숨어라 잘 알아 숨어라. [우리놀이 우리 가락：경기도 교육청]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텃밭에도 안 된다. 상추씨앗 밟는다. 꽃밭에도 안 된다. 꽃모종을 밟는다.
울타리도 안 된다. 호박순을 밟는다. 종종머리 찾았네. 장독대에 숨었네.
까까머리 찾았네. 방앗간에 숨었네. 빨간 댕기 찾았네. 기둥 뒤에 숨었네.
[전래동요 이렇게 가르쳐보세요：국립국악원]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개를 데리고
꼬부랑길로 가다가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똥을 싸니
꼬부랑 개가 꼬부랑 똥을 먹어서 꼬부랑 지팡이로 꼬부랑 개를 때리니
꼬부랑 깽 꼬부랑 깽
[우리 할아버지 꼭 나만했을 때：보림]

비야 비야
오는 비야

비야 비야 오는 비야
꿩의 길로 가거라. 토끼 길로 가거라. 까치 길로 가거라.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꽃가마 속에 물이 새면 비단 치마 얼룩진다.
비야 비야 오는 비야
여우의 길로 가거라. 뱀의 길로 가거라. 두꺼비 길로 가거라.
우리 오빠 장에 가서 소금 사서 돌아올 때 비 때문에 못 온단다.
[우리 할아버지 꼭 나만했을 때：보림]

나무타령

나무나무 무슨 나무,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옻나무
방귀뀌는 뽕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입 맞추자 쪽나무 마당 쓸어 싸리나무
[한국 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작은 책：한국어린이육영회]

꿩 꿩
장서방

꿩꿩 장 서방 자네 집이 어딘고 이 산 저산 넘어서 솔밭집이 내 집일세
꿩꿩 장 서방 무얼 먹고 살았나 이웃집에 콩 한 되 아랫집에 팥 한 되
꿩꿩 장 서방 무얼 하고 살았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한 술
[전래동요 이렇게 가르쳐보세요：국립국악원]

맹 꽁

가벼우냐 맹꽁 무겁다 맹꽁 무거우냐 맹꽁 가볍다 맹꽁
추우냐 맹꽁 덥다 맹꽁 더우냐 맹꽁 춥다 맹꽁
[한국 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작은 책：한국어린이육영회]

시리 동동
거미 동동

왕거미 거미줄은 하얘. 하얀 것은 토끼, 토끼는 난다. 나는 것은 까마귀,
까마귀는 검다. 검은 것은 바위, 바위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깊다. 깊은 것은 엄마의 마음.
[시리동동 거미동동：도서출판 창비]

환 경

동 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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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익숙해진 문장을 활용하여 또래와의 문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말놀이를 계획하였다. 또한 계획된 활동에는 말놀이의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전개된 말놀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 내용
동요
제목

회

활동 제목

1

어떤
친구일까요?

이서방

숨바
꼭질

꼬부랑
할머니

비야
비야
오는
비야

말놀이
유형

특정 유아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낱말을 모아 문제 내고 친구
낱말
이름 알아맞히기
연상하기

2

우리 반 성씨 풀이
우리 반에 있는 성씨들을 활용하여 말 풀이 노래 만들기
책 만들기

말 풀이
놀이

3

꼭꼭 ○○라. 빈 칸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고 그 이유가 되는 문장 구성해
○○에는 안 된다. 보고 또래들과 함께 결과물을 소개하고 평가하기

말 짓기
놀이

4

머리모양
또래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특징적인 머리 모양의 어울리는 이 어울리는
이름 짓기 대회 름 지어보고 가장 어울리는 이름 선정해보기
말 찾기

5

내 몸으로 만든 우리 몸을 이용하여 ‘꼬부랑’ 모양을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친
‘꼬부랑’
구들과 비슷한 점, 다른 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기

6

‘꼬부랑’ 낱말 또래친구들과 ‘꼬부랑’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낱말
그림카드 만들기 서 그림 낱말 카드 만들기
연상하기

동작어
말놀이

7

재미있는 노래
친구들과 릴레이식으로 새로운 ‘꼬부랑’ 노래 짓기
‘꼬부랑’

말 짓기
놀이

8

동물 이름
또래와 노랫말에 등장하는 동물이름 알아맞히기
수수께끼 놀이

수수께끼

9

소리 말, 모양
말을 찾아요.
(‘비 오는 날’)

10

내가 지은
‘비야 비야’

11
나무
타령

활동 내용

12
13

비오는 장면(사진, 동영상)을 보면서 들리는 소리와 빗방울의
낱말
움직임, 바닥에 퍼지는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의성어, 의태어)
연상하기
찾아보고 또래의 생각과 비교하여 말하기
또래와 서로 도우며 노랫말 일부 재구성하기

소곤소곤 어떤
노랫말 일부 소절을 또래끼리 귓속말로 전하고 알아맞히기
노랫말일까?
말놀이 박수
짝짝짝

이야기
잇기
귓속말
전하기

들려주는 노랫말을 잘 듣고 어울리는 노랫말인 경우 박수를 어울리는
세 번 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로 ‘짝짝짝’ 소리내기
말 찾기

동물(과일)타령 팀을 나누어 나무타령의 말 풀이 구조를 본보기로 동물 또는
만들기
과일 이름을 중심으로 말 풀이 노래 만들기

말 풀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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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동요
제목

꿩꿩
장서방

회

활동 제목

14

다리빼기하며
노래 불러요

15

장 서방이
되어보세요.

16

몸짓으로
말해요

맹꽁

시리
동동
거미
동동

말놀이
유형

활동 내용

문답
놀이

또래와 함께 노래를 주고받으며 다리빼기 놀이하기
두 명의 유아가 마주 앉아 노랫말의 일부분을 재구성하고 함
께 노래 부르기

말 짓기
놀이

노랫말을 동작으로 나타내면 다른 또래가 알아맞히기
(예：작다-크다/ 춥다-덥다)

동작어
말놀이
반대말
놀이

17

짝과 함께
소집단으로 모여 앉아 짝이 되는 반대말 그림카드 찾기
반대말 놀이를

18

‘동동’ 하면 ○○ ‘동동’에 어울리는 말 찾아보고 그 이유 말하기(확장：어 어울리는
떠오르는 말은? 울리는 낱말들을 중심으로 낱말 연상하기)
말 찾기

19

같은 소리 말을 노래 속에 나오는 낱말들을 이용하여 같은 소리로 시작되는
찾아라.
말을 생각해보고 또래와 주고받는 식의 놀이하기

20

말꼬리 따기
책 만들기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 노래의 뒷이야기 짓고 소개하기

동두음
말놀이
말 엮기
놀이

6) 실험처치
본 연구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8주에 걸쳐 주 2～3회
씩 총 20회 진행되었다. 실험기간 동안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따라
통합적 보육과정을 계획, 운영하였으며 생활주제는 우리나라, 환경, 동물로 동일
하였다.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중 집단 또는 개별 활
동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20～30분 내외였다. 말놀
이 활동은 유아들이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인 동요 감상을 통해 노래에 흥미를 보
이고 노랫말을 자연스럽게 읊조릴 수 있게 될 무렵부터 시작하였다.
실험집단의 수업 전개 과정 및 내용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실험집단에서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비교집단에서
는 표준 보육과정을 토대로 생활주제 별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실험집단과 동일
한 전래동요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가사 바꾸어 부르
기와 같은 말놀이를 제안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실험 처치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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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
↓
<도입>
․말놀이 시작 활동하기
(노래 제목이나 노랫말에 대한 흥미 모으기를 위한 말놀이)
↓
<전개>
․노랫말의 내용 및 특성 탐색하기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랫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말놀이 활동하기(집단 활동)
↓
<마무리 또는 후속활동>
․말놀이 후속 활동(개별 또는 집단 활동)
․활동에 대해 평가하기
․활동 결과물 소개하기

<그림 1> 실험집단의 수업 전개 과정

는 8주 동안 비교집단에서 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전개되었던 활동목록을 제시
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비교집단의 생활주제 관련활동목록
생활주제

우리나라

활동 명

활동내용

1

이서방 노래 부르기

이서방 노래 함께 부르기

2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인사하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친구와 인사하기

3

호랑이 입에
팥 주머니 던지기

2명씩 한 팀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호랑이 입에 팥
주머니 던지기

4

강강술래

소그룹 또는 대그룹으로 강강술래 음악에 맞추어 춤
추기

5

우리나라 물건
수수께끼 놀이

비밀상자 속에 있는 우리나라 옛 물건 그림 카드를 이
용하여 수수께끼 놀이하기

6

줄다리기

7

숨바꼭질 노래 부르며
놀이하기

양 팀으로 나누어서 줄다리기 놀이하기
숨바꼭질 노래를 함께 부르고 난 후 실외놀이터에서 숨
바꼭질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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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생활주제

활동 명
8

물동이 이고 돌아오기

9

시리동동 거미동동
암송하기

시리동동 거미동동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외워서 노래
부르기

10

미나리 밭에 앉았다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11

나무타령 노래 부르고
나무 이름 조사하기

나무타령을 부르고 난 후 다양한 나무의 이름을 조사하
는 책을 만들기

12

외계인의 비밀신호

다양한 소리 신호를 유아들과 함께 정하고 일상생활에
서 소리 신호에 따라 행동하기

13

비야 비야 오는 비야
노래 부르기

‘비야 비야 오는 비야’를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보기

14

달달 보름달로 무얼
만들까?

보름달, 반달, 초승달 모양의 종이를 이용해서 연상되는
것을 그리고 무엇인지 소개하기

15

도토리 전달하기 게임

숟가락, 젓가락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도토리를 빨
리, 많이 전달하기

16

동물 모자 쓰고
커다란 공굴리기

3-4명의 친구가 함께 동물 모자를 쓰고 공을 굴려 반환
점 돌아오기

17

꼬부랑 할머니
새 이름 짓기

꼬부랑 할머니 노래를 부르고 난 후서 꼬부랑 할머니의
새로운 이름 짓기

18

맹꽁 노래 부르기

맹꽁 노래를 부르면서 반대로 행동가는 놀이하기

19

꿩꿩 장 서방 성
바꾸어 노래 주고받기

두 유아가 짝이 되어 꿩꿩 장 서방 노래를 부르기

20

커다란 무 동극활동

환경

동물

활동내용
두 팀을 나누어 물을 흘리지 않고 반환점 돌아오기

커다란 무 동화를 듣고 역할을 정하여 동극으로 꾸미기

7) 사후검사
실험 처치가 끝난 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8) 자료처리 및 분석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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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유아들이 만든 이야기의 내용이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였다. 연구자 3인은 본
연구의 평가준거에 따라 전사내용을 독립적으로 평정한 후, 각 연구자들이 부여
한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반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점 및
하위 요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하였다.
둘째,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0.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t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 적용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언어표현
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모두 포함한 언
어표현력 총점 사전 점수는 실험집단(M=30.88, SD=10.86)과 비교집단(M=27.09,
SD=9.97)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실험집단 M=63.52, SD=42.85, 비교집단 M=32.11, SD=13.30).
<표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언어표현력 차이
영역

집단 사례수
단어수

언어
표현의
양적
수준

문장수
묘사어수
계

사전검사
M

SD

실험

29

22.07

8.84

비교

27

18.85

8.75

실험

29

2.28

1.33

비교

27

2.56

1.34

실험

29

1.76

1.24

비교

27

1.33

.88

실험

29

26.10

10.04

비교

27

22.74

9.54

df

t

54

1.37

54

-.78

54

1.47

54

1.28

사후검사
M

SD

47.21

35.40

23.60

10.09

5.14

3.43

3.00

1.57

4.79

4.30

1.33

2.00

57.14

42.10

27.93

12.36

df

t

54

3.340*

54

2.962*

54

3.816**

54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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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영역

집단 사례수
이야기구조

언어
표현의
질적
수준

어휘
문장
계

전체

사전검사
M

SD

실험

29

1.57

.48

비교

27

1.48

.53

실험

29

1.45

.57

비교

27

1.20

.44

실험

29

1.76

.44

비교

27

1.67

.65

실험

29

4.78

1.14

비교

27

4.35

1.17

실험

29

30.88

10.86

비교

27

27.09

9.97

df

t

54

.652

54

1.78

54

.626

54

1.38

54

1.36

사후검사
M

SD

2.03

.65

1.35

.46

2.35

.64

1.26

.54

2.00

.33

1.57

.63

6.38

1.21

4.19

1.33

63.52

42.85

32.11

13.30

df

t

54

7.642**

54

6.801**

54

3.203*

54

6.450**

54

3.647*

**p<.001, *p<.01

언어표현력의 양적 수준 총점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단어 수, 문장
수, 묘사어 수 모두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을 통하여 증진된 것으로 나타
났다. 언어표현력의 양적 수준 전체 점수는 사전검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
으나(실험집단 M=26.10, SD=10.04, 비교집단 M=18.85, SD=9.54, t=1.28, p>.05),
사후 검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실험
집단 M=57.14, SD=42.10, 비교집단 M=27.93, SD=12.36, t=3.467, p<.01).
각각을 살펴보면, 단어 수는 실험집단(M=22.07, SD=8.84)과 비교집단(M=18.85,
SD=8.75)간 사전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37, p>.05), 사후에는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47.21, SD=35.40, 비교집단 M=23.60,
SD= 10.09, t=3.340, p<.01). 또한 문장 수는 실험집단(M=2.28, SD=1.33)과 비교집
단(M=2.56, SD=1.34)간 사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78, p>.05), 사
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5.14, SD=3.43, 비교집단
M=3.00, SD=1.57, t=2.962, p<.01). 묘사단어 수도 실험집단(M=1.76, SD=1.24)과 비
교집단(M=4.79, SD=4.30)간 사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47, p>.05),
사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4.79, SD=4.30, 비교집
단 M=1.33, SD=2.00, t=3.8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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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표현력의 질적 수준 역시 전체 총점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이야
기 구조 수준, 어휘 수준, 문장 수준 모두가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을 통하
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표현력의 질적 수준 전체 점수는 사전검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실험집단 M=4.78, SD=1.14, 비교집단 M=18.85, SD=1.17,
t=1.38, p>.05), 사후 검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실험집단 M=6.38, SD=1.21, 비교집단 M=4.19, SD=1.33, t=6.450, p<.001).
각각을 살펴보면, 이야기 구조 수준은 실험집단(M=1.57, SD=.48)과 비교집단
(M=1.48, SD=.53)간 사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652, p>.05), 사후에
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2.03, SD=1.35, 비교집단
M=1.35, SD=.46, t=7.642, p<.001), 또한 어휘 수준은 실험집단(M=1.45, SD=.57)과
비교집단(M=1.20, SD=.44)간 사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78, p>.05),
사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2.35, SD=.64, 비교집단
M=1.26, SD= .54, t=6.801, p<.01). 문장 수준 역시 실험집단(M=1.76, SD=.44)과 비
교집단(M=1.67, SD=.65)간 사전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626, p>.05),
사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실험집단 M=2.00, SD=.33, 비교집단
M=1.57, SD=.63, t=3.203, p<.01).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언어표현력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보다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며,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적용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또래수
용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또래수용도 차이
집단

사례수

실험
비교
*p<.001

사전검사
M

SD

29

2.16

.19

27

2.11

.20

df
54

t
.878

사후검사
M

SD

2.46

.15

2.08

.23

df
54

t
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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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또래 수용도는 사전점수에서는 실험집
단(M=2.16, SD=.19)과 비교집단(M=2.11, SD=.20)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878, p>.05), 실험 처치 후의 사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M=2.46, SD=.15)과 비교
집단(M=2.08, SD=.2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7.642, p<.001).
즉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은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적용에 따라 실험집단 유아의 언어표현
력은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어교과의 효율적인 지도 및 언어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말놀
이 활동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일련의 연구
(김나연, 2002; 김령, 2006; 임효정, 1997; 정선희, 2004; 지청숙, 1999)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령(2006)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말놀이 활동 구안 및
적용 결과, 어휘 학습 뿐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읽기 학습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말놀이 학습 이론을 바탕으
로 발음, 어휘, 문장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절차와 내용을 제시한 지청숙
(1999)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말놀이 활동의 교육적 적용이
활발하지 않은 현 실정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를 지지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 중심의 말하기, 듣기 학습 차원에서 말놀이의 효용가치를 논의한
임효정(1997)의 연구에서는 어휘력, 표현력,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 조절, 인지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도울 수 있는 말놀이 교수학습 실제의 예를 제시
하였는데, 이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을 교실에 적용하여 언어표현력의
향상 효과를 밝힌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이 밖에도 유아의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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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전래동요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박현주, 1999; 최인실, 2002)
및 유아 언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로서 전래동요의 적합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들은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전래동요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둘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적용에 따라 실험집단 유아의 또래수
용도는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또래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 정경화, 도현심
(2005), 채수경, 송영혜(200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말놀이 참여 정도와
사회적 능력의 밀접한 상관을 입증한 공미선(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
과이다.
아직까지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일천
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 말놀이를 위한 매체로 활용된 전래동요 관련 연구 결과들
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래동요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친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향상 효과를 입증한 연구(정경숙, 2003;
정복희, 2005)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전래놀이동요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 및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긍정적 결과를 입증한 나영자(1999)의 연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및 표현 능력과 사회성 향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밝힌 김영숙
(2002)의 연구결과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랫말을 읊조리거나 말을 주고받
고 읽고 쓰며 즐겁게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능력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를
돈독히 맺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전래동요와 이
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의 효과적인 교실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인 활동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나 현장
에서 적용할 때는 유아가 충분히 노래를 읊조리고 익히는 단계로부터 노랫말의
특성 및 내용을 자세히 탐색하고, 떠오르는 어휘를 표현하거나 재구성해볼 수 있
도록 돕는 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리 계획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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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간 외에도 자투리 시간이나 전이시간, 활동의 도입부분이나 마무리 단계 등,
때와 장소,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융통적인 접근을 통해 활동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말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또래
관계 에 미치는 효과에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발달의 다
른 측면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적용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연
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말놀이 활동 경험에 따른 유아들의 흥미나 태도와 같은 정
의적 측면의 변화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과정을 통찰
하여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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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anguage games, which use
traditional children’s songs to enhance language expressions and peer relationships.
The test was administered to 56, 5-year-old children(29 in the experimental group,
27 in the comparative group) at the ‘H’ and ‘S’ care centers in a middle class, Seoul.
The game was played 20 times during an eight week period. The expressive ability
of each child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ir level based on their ability to create
a story using wordless picture book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anguage expression abilities
(quantity-words, sentences, the words used to describe /quality-the concept of the story
structure, vocabulary and sentences) of the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ative group.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game on peer relationships, a peer
rating test was given through an interview of the children in both groups.
The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is concluded that games with traditional children’s song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peer relationships in young
children.
Key words：language education, language game, peer relationship, language expression,
traditional children's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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