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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과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에 미치는 영향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lay: Influences on Levels of
Social Pretend Play and Types of Teachers' Pla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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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아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과 그 놀이에 대한 교사의 놀
이 교수 개입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4세아 학급의 교사로 놀
이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2명과 낮은 교사 2명, 그리고 담임 학급의 유아 120명이며, 대상아
동 관찰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과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을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놀이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학급의 유아들이 낮은 교사 학급의 유아들보다 높은
수준의 가장놀이를 하였으며, 놀이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유아의 가장놀이에 전반적으로
2배 이상의 개입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
적 수준 발달에 영향을 주며, 놀이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놀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의 빈
도가 높고, 비지시적이며 간접적인 놀이 개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가장놀이, 교수 효능감, 놀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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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하여 사회에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
요한 기술, 가치, 지식을 획득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유아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창조
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매개활동인 가장놀이는 유아의 성숙과 사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Gowen, 1995). Astington(2001)은 가장놀이는 표현의 방법인 동시에 자기 해석을 제
시하는 방법으로, 표현 방법으로서의 가장놀이는 유아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며, 자기 해석 제시 방법으로서의 가장놀이는 유아가 물체, 사건, 관계
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가장놀이가 유아들에게 보다 더 교육적이고 의미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유아의
놀이를 학습과 교육 경험으로 연결하여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여야 한다(신은수, 1991;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유아 놀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성인은 유아가 성공적인 놀이자로 발달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 특히
교사는 유아의 적극적인 놀이 참여를 유도하여 유아 놀이를 정교화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아 놀이 행동을 교육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하여 자신의 사고 및 신념에 기초한 교수 행동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놀이 환경과 활동을 선정하고 수행하게 된다(신은수, 1996; Cuffaro, 1995;
Wilcox-Herzog & Ward, 2004).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발전된 교수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숙달할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며
(Santrock, 2001),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Riggs &
Enochs, 1990). 특히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은 교사의 교수신념에 기초한 교수실제에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며, 교사의 교수행동 실제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과
정의 기초인 놀이 운영에 대한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Woolfolk & Hoy, 1990;
Tschannen-Moran, Woolfolk, Hoy & Hoy, 1998). 그러므로, 유아 교사에게 놀이에 대한 신념과
사고의 수행 기준으로서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유아 교육과정상의 교수 전략 및 내용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놀이에 대한 교수 수행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Cheng, 2000). 유아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유아교육 현장에 놀이를 적용하는 놀
이에 대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므로 놀이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학습경험
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유아 교사는 놀이에 대한 사고 및 신념에 기초한 교수행동의 원동력
인 실천적 지식의 형성과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중요하다(Spodek & Saracho, 1990)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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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유아들의 놀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놀이 개입 유형
과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들의 놀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놀이교수 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은 교사의 놀이개입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유아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은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가?
셋째, 유아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은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따른 놀이개입 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 발달
가장놀이는 유아의 능동적인 인지적 표상과 사회적 능력을 반영한 역할극 참여이며 상황
이나 무생물을 상상적으로 변환 또는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Rubin, Fein &
Vandersberg, 1983). 가장놀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Gowen, 1995; Fein, 1981;
Nicolich, 1977)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거

․ ․

나, 시간 공간 역할 및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변형하는 놀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언급
된다.
Gowen(1995)은 가장놀이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일률적으로 Piaget의 가장놀이 발달
단계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행 연구들(Belsky, Garduque, & Hrncir, 1984; Belsky
& Most, 1981; Fenson & Ramsay, 1980; Nicolich, 1977)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가장놀이의 상
징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9개 수준으로 세분화 하였다. 각 단계는 가장놀이와 비슷하나 확
실한 증거가 없는 전-가장 단계인 1단계부터 가장 행동의 대상에 따라 자기 가장, 타인가장,

～

대치, 상상적 대상, 적극적 대리인의 단계로 2단계 6단계를 구분하였으며, 가장놀이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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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비연속적, 연속적 단계, 그리고 명확한 계획에 의한 진보된 가장놀이를 하는 계획단

～

계로 7 9단계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Gowen의 분류 기준은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가장놀이를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아 가장놀이의 사회적 놀이수준에 대하여 Howes와 Matheson(1992)은 영아기에서 유아기
까지 4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장놀이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의 상호성, 복잡성, 의사소통 및 상위 의사소통의 증가에 따라 병행놀이, 병행적 인

․

식놀이, 단순사회놀이, 보충적 상호적 놀이, 협력적 사회놀이 그리고 복잡한 사회놀이의 범
주로 나누었다. 각 범주별 특성을 살펴보면, 병행놀이는 거리상으로 가깝고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없으며, 병행적 인식놀이는 거리상으로 가깝고 유사한
활동을 하며 눈 마주치기와 상호 인식을 한다. 단순 사회놀이는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며 눈

․

마주치기와 말하기, 주기, 잡기 등의 사회적 관계가 있으며, 보충적 상호적 놀이는 숨고 찾
기나 쫓고 도망가기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출현과 행동에 기초한 역할전환이 이루어진다. 협
력적 사회놀이는 보충적 역할과 의사소통 하면서 조직화된 사회극놀이가 수행되며, 복잡한
사회놀이는 놀이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상위 의사소통으로 조직화된 가장놀이에 참여한다.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에 대한 다른 연구로 놀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각 쌍이 보여준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가장놀이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한 Howes와 Unger(1994)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놀이 발달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단순 사회
적 가장놀이 단계로, 두 명의 유아가 가장행위를 수행하며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고, 그 행위
는 놀이감에 일시적인 관련이 있으나 각본(script)이 없는 경우이다. 2단계는 연합 사회적 가
장놀이 단계로 두 명의 유아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며 약간의 각본은 있으나 각각의 역할
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상보적(complementary) 가장놀이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 3단
계는 협동 사회적 가장놀이 단계로 유아들이 상호적 놀이에 참여하고, 각본도 있으며 상보적
인 역할이 포함된 경우이다. 역할들이 분명한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어도 행위로부터 분명하
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에 대한 단계를 제시한 최근의 연구로 Lloyd와 Howe(2003)의 연구
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Rubin과 Mills(1988)이 유아의 사회적 놀이 행동 관찰에 사용
하였던 놀이 관찰 척도를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혼자 놀이, 병행 놀이, 집단 놀이에 해당하
는 사회적 놀이범주로 구분하면서 자료의 특성에 대한 항목을 첨가하여 놀이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유아들이 놀이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감은 개방적 자료로, 사용방법이 정해져 있어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한적 자료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료 사용의도에 따라 원래 부여된 사용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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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용하는 의도된 사용(intended use)과 블록을 가지고 자동차로 상징을 부여하여 사용하
는 것처럼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물이나 놀이감을 사용하는 의도되지 않은 사용(nonintended
use)으로 구분하였다.
가장놀이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유아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타인이 행동하게 된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Wilde,
Astington, & Barriault, 2001). Bergen(2002)은 가장놀이와 학문적인 기술 발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가장놀이가 유아 인지발달은 물론, 사회, 언어적 능력까지
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장놀이는 사물이나 역할을 다른 사물로 변형시키는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Bergen, 2002), 주제 관련 역할을 맡음으로써 사회적 세계
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여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obinson, Anderson, Porter, Hart, & Wouden-Miller, 2003).

2. 가장놀이에서 교사의 역할과 놀이교수 효능감과의 관계
놀이는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신은수, 2000; Hughes, 1995). 따라서 놀이가 유아 발달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
사의 역할이 중요하다(Frost, 1992; Johnson, Christie, & Yawkey, 2005). 놀이의 정교화를 돕고
유아 놀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한 변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놀이 개입 시기와 개입 유형에 대하여 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Breadkamp & Copple, 1997).
놀이에 있어서의 교사 역할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입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
의 놀이개입에 대한 효과를 다룬 Smilansky(1990)와 유애열(1994)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유
아의 놀이에 참여하였을 때 가장놀이 수준이 증진되었다고 하였으며, Pole, Bruyn과
Rost(1991)는 놀이의 기회를 많이 갖는 유아가 그렇지 못한 유아들에 비하여 놀이를 더 잘하
며 이 때 성인의 개입이 있으면 유아의 놀이다운 특성이 증가되고 창의성도 증진된다고 하
였다. 또한 또래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해 줌으로서
가장놀이의 복잡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Pelligrini & Permutter, 1989),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Howes & Clements, 1994; Cooney, Hutchison & Costigan, 1996).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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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놀이를 하지 않는 유아에게 교사가 적절한 도움을 주었을 때 가장행동이 증가되었고 발
산적 사고와 상상력이 증진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결과를 통하여(Howes & Smith, 1995),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가장놀이 수준 향상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성공적인 놀이자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
며 이는 교사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교수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놀이 교수 효능
감이란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
지와 가르친 결과 학생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갖는 기대로서 이 개념은 교육활동
을 선택하고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기초한 연구(Benz, Kay &
Ann, 1992)결과에 의하면,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결과에 대해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교육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며 성취하려는 반면,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를 의문시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
발하는데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은수(2000)의 연구에서는 교수 효
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놀이를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유형들을 사용하고, 유아와 놀이
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개입방법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net, Wood와
Rogers(1997)도 교사의 신념과 실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교사 개입의 중요성을 발
견하고,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교사의 신념 및 가
치와 교수 실제 및 행위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
으며, Woolfolk와 Hoy(1990), Tschannen - Moran, Woolfolk, Hoy와 Hoy(1998)는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인 유아의 교육성취와 교수 운영의 실제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유아 교사에게 놀이에 대한 신념과 사고의 수행 기준으로서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유아교육 과정상의 교수 전략 및 내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놀이에 대한 교수 수행력
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이영자, 신은수, 이종숙, 2002). 따라서 유아 교사의 놀
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유아 교육 현장에 놀이를 적용하는 놀이에 대한 교사의 실천적 지
식과 기술을 반영하며, 놀이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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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유치원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놀이 교수 효능감 질문지를 배부

․

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놀이 교수 효능감 점수가 상 하위 10% 에 해당하는 집단
을 추출한 후, 경력과 담당 유아 연령이 같은 만 4세 학급 담임 교사 4명을 선정하였다. 연
구 대상 교사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력교사로,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교사 2명
(놀이 교수효능감 점수 89점, 경력 3년 6개월; 91점, 4년 6개월)과 낮은 집단의 교사 2명(놀이
교수효능감 점수 70점, 경력 4년 7개월; 72점 경력 4년 6개월)이다. 연구대상 유아는 각 교사
의 담임학급 유아로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학급 남아 30명, 여아 30명 총 60명(평
균연령 64개월, 표준편차 3.35), 놀이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학급 남아 30명, 여아 30명
총 60명(평균연령 65개월, 표준편차 3.51)으로 총 120명이다.

2. 연구 도구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을 검사하였고,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을 관찰
하기 위한 행동목록표를 구성하였다.
1) 교사의 놀이에 대한 효능감
놀이에 대한 교사의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는 놀이 효능에
대한 신념(12문항)과 놀이 결과 기대에 대한 기대(9문항)로 나누어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검사 문항은 Likert 5단계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최고 점수는 105점이며, 최저 점수는 21
점이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놀이 교수 효능에 대한 신념 .85, 놀이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 .75이며, 전체 21문항에 대한 Cronbach α값은 .86이다.
2)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의 측정 도구
유아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Lloyd와 Howe(2003)의 놀이의 사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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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대한 범주와 Howes와 Unger(1992)의 복잡성(complexity)에 의한 가장놀이 발달 단계,
Howes와 Matheson(1992)의 연구에서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상호성, 복잡성, 의사소통 및 상의
의사소통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놀이발달 수준을 범주화한 도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하여 유아교육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사용하였다.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은 5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0수준 : 가장놀이가 아닌 놀이로 관찰행동, 놀이 비참여 행동이나 기능놀이, 구성놀이
1수준 : 혼자 가장놀이로 친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없이 혼자 행하는 가장놀이
2수준 : 병행적 가장 놀이로 거리상으로 가깝고 유사한 활동을 하며 눈 마주치기와 상호
인식하는 가장놀이
3수준 : 상호 인식 가장놀이로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며 눈 마주치기와 말하기, 주기, 잡기
등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가장놀이
4수준 : 상호 보충 가장놀이로 사회적 관계의 출현과 행동에 기초한 역할 전환이 이루어
지는 가장놀이
5수준 : 상호 협동적 가장놀이로 유아들 간에 역할의 분화와 역할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는 조직화된 가장놀이
가장놀이 분석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Cohen's Kappa)는 .94였다.
3) 가장놀이에 대한 교사 개입유형
유아들의 가장놀이에 대한 교사의 개입유형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신은수(1991,
1996)의 놀이개입 범주를 사용하였다. 교사의 개입유형은 비지시적 개입에서 지시적 개입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환경 조절하기 : 놀이 자료의 첨가 및 환경의 재구성과 조정하기
놀이유지하기 : 놀이 진행과정의 보조 및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기
대화하기 : 현재 활동, 흥미, 상황에 관한 유아와 교사의 양방의 일상 대화하기
칭찬하기 : 놀이의 과정이나 행동, 유아의 성취 결과에 대한 긍정적 강화하기
방향제시하기 : 놀이의 중단 혹은 반복적 활동 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참여하기 : 진행 중인 유아들의 놀이에 교사가 한 역할이나 위치에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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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보이기 : 놀이의 적절한 과정에 대한 실제 실행의 모델보이기
교수하기 : 사실, 개념, 과정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가르치기

․

통제 명령하기 : 지시, 명령을 통한 행동의 직접적인 행동 요구하기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 관찰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95이다.

3. 연구 절차
1)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 관찰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석사 학위 소지한 2인의 훈
련된 보조 연구원이 역할놀이와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가장놀이를 대상아동 초점 관찰법을
사용하여 한 유아 당 20분씩 영상 촬영하였다. 영상 촬영한 유아들의 가장놀이를 15초 간격
으로 각 수준별 빈도에 의한 빈도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1수준 1점, 2수준 2점, 3
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계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2) 교사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대한 개입유형 관찰
유아교육 석사학위 소지자의 훈련된 보조 연구원 2인이 유아의 가장놀이 관찰 시 교사의
개입이 나타나면 범주별로 관찰 기록표에 기록하고, 개입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
다.

4. 자료 분석
첫째,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 측정을 위하여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검사도구를 통하
여 점수를 산출하고,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교사의 놀이 개
입 유형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집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에 따른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2)×사회적 놀이 각 수
준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집단(2)×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9)×가장놀이 사회적 수준별(6) 빈도에 의한 카이검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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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의한 교사의 놀이 개입 형태
유아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수준이 교사 개입 유형에 미치는 영행을 알아보기 위하여 놀
이 개입 유형을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집단에 따른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 빈도와 백분율
빈도(%)

환경 놀이 대화 칭찬 방향 참여 시범 교수 통제 총계
조절 유지
제시
명령
효

상

34
(13.38)

26
(10.61)

49
(20.0)

26
(10.61)

32
(13.06)

27
(11.02)

18
(7.35)

14
(5.71)

19
(7.76)

245
(100.0)

하

29
(18.47)

10
(6.37)

16
(10.09)

6
(3.82)

8
(5.10)

3
(1.90)

5
(3.18)

22
(14.01)

58
(36.94)

157
(100.0)

능
감

<표 1>에 의하면, 교사의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에 대한 개입유형을 분석해보면,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총 245회의 개입을 하고, 낮은 교사는 총 157회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입 유형을 살펴보면,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전반
적인 놀이 개입 유형에 유사한 빈도로 개입을 하며, 대화하기 49회(22.2%), 환경조절하기 34
회(13.38%), 방향제시하기 32회(13.06%), 참여하기 27회(11.02%), 놀이유지하기와 칭찬하기 26

․

회(10.61%)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개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명
령하기(7.76%), 시범보이기(7.35%)과 교수하기(5.71%)는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놀이 교수효능
감이 낮은 교사는 통제명령하기 58회(36.94%), 환경조절하기 29회(18.47), 교수하기 22회
(14.01), 대화하기 16회(10.09)의 놀이 개입 유형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집중되어 높고 나타
났다. 그리고 놀이유지하기 10회(6.37%), 방향제시하기 8회(5.13%), 시범보이기 5회(3.18%), 참
요하기 3회(1.90%)로 낮은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라 개입 유형과 빈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유아의 가장놀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은 교사의 놀이 교
수 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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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반면,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과정에 직접 통제
명령하거나 직접 설명하는 지시적인 교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수준에 의한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따른 유아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
단(2)×가장놀이의 사회적 놀이 각 수준과 총합에 의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
과를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교사 효능감에 따른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0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총합
구분
M
M
M
M
M
M
M
(SD)
(SD (SD)
(SD)
(SD) (SD)
(SD)
효 상위
능
감 하위
F값
*

p<.05,

**

9.94
(8.13)

13.53
(9.89)

27.13
(15.65)

19.44
(12.24)

17.21
(15.07)

4.66
(7.23)

214.07
(40.23)

13.03
(10.94)

14.45
(13.15)

34.09
(14.99)

15.54
(12.60)

4.66
(7.20)

.86
(3.58)

179.92
(42.13)

F1.116 =
8.84**

F1.116 =
.349

F1.116 =
17.74***

F1.116 =
5.62*

F1.116 =
60.08***

F1.116 =
14.62***

F1.116 =
61.35***

p<.01,

***

p<.001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 점수를 살펴보면, 비가장놀
이의 0수준과 가장놀이 1, 2 수준은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낮은 학급의 유아들이 놀이
교수 효능감의 높은 학급보다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가장놀이인 0수준
(F1.116= 8.84, p<.01)과 2수준(F1.116= 17.74, p<.001)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의 3, 4, 5수준의 경우에는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학급이 낮은 교사의 학급보다 더 높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각 수준별로 집단에 따라 3수준
(F1.116= 5.62, p<.05),, 4수준(F1.116= 60.06, p<.001), 5수준(F1.116= 14.62, p<.001)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 총합 점수에서도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집단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이 놀이 교수 효
능감이 낮은 집단 유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16= 61.3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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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학급의 유아들이 놀이 교수 효능감
이 낮은 교사의 학급 유아들보다 높은 수준의 가장놀이를 많이 전개하며,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에 따라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형태의 차이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형
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에 따른 놀이개입 유형별 빈도와 X2 검증

가장놀이
구분 사회적 환경
수준 조절

놀이
유지

대화

칭찬

방향
제시

참여

시범

교수 통제 명령 전체

0수준

5(2.0)

0

7(2.8)

0

6(2.4)

3(1.2)

5(2.0)

1(0.4)

4(1.6)

31(12.6)

1수준

4(1.6)

2(0.8)

9(3.6)

9(3.6)

4(1.6)

4(1.6)

5(2.0)

3(1.2)

4(1.6)

44(17.7)

2수준

6(2.4)

7(2.8)

18(7.3)

6(2.4)

7(2.8)

8(3.2)

4(1.6)

5(2.0)

5(2.0)

66(26.9)

3수준

9(3.6)

8(3.2)

10(4.0)

4(1.6)

8(3.2)

5(2.0)

3(1.2)

3(1.2)

3(1.2)

53(21.6)

4수준

4(1.6)

9(3.6)

4(1.6)

5(2.0)

6(2.4)

4(1.6)

1(0.4)

2(0.8)

2(0.8)

37(15.1)

5수준

6(2.4)

0

1(0.4)

2(0.8)

1(0.4)

3(1.2)

0

0

1(0.4)

14(5.7)

계

34(13.3)

26(10.6)

49(20.0)

26(10.6)

18(7.3)

14(5.7)

19(7.7)

245(100.0)

0수준

0

0

0

0

0

0

0

6(3.8)

7(4.4)

13(8.2)

1수준

8(5.0)

3(1.9)

3(1.9)

3(1.9)

1(0.6)

0

2(1.2)

6(3.8)

2(1.2)

28(17.8)

2수준

12(7.6)

3(1.9)

6(3.8)

2(1.2)

2(1.2)

0

3(1.9)

7(4.4)

10(6.3)

45(28.6)

3수준

8(5.0)

2(1.2)

4(2.5)

1(0.6)

3(1.9)

2(1.2)

0

2(1.2)

18(11.4)

40(25.4)

4수준

1(0.6)

2(1.2)

2(1.2)

0

1(0.6)

1(0.6)

0

1(0.6)

14(8.9)

22(14.0)

5수준

0

0

1(0.6)

0

1(0.6)

0

0

0

7(4.4)

9(5.7)

계

29(18.4)

10(6.3)

16((10.1)

6(3.8)

8(5.0)

3(1.9)

5(3.1)

22(14.0)

58(36.9)

157(100.0)

63

36

65

32

40

30

23

36

77

402

상

효

32(13.0) 27(11.0)

능
감

하

총계

X2 =634.931

df = 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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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교사의 놀이 개입의 빈도는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
적 각 수준에 유사한 비율로 개입을 하지만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에 따른 빈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장놀이 사회적 각 수준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빈도가 높은 개입 유형을 살펴보면,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대화하기의 개입유형으로 가장놀이 사회적 2수준에
18회(7.3%)로 비교적 높은 빈도로 개입을 하였고, 낮은 교사는 가장놀이 사회적 3수준에 통

․

제 명령하기가 18회(11.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가
장놀이 수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개입 유형을 통하여 유아들의 놀이가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반면,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환경조절하기의 비지시적 개입이 가장놀이
사회적 1수준에 8회(5.0%), 2수준 12회(7.6%), 3수준 8회(5.0%)로 나타났고, 통제명령하기의
지시적 개입이 가장놀이 사회적 2수준 10회(6.3%), 3수준(11.4%), 4수준(8.9%)로 나타나 편중
되는 개입의 유형과 빈도를 나타냈다.
가장놀이 사회적 각 수준에 대한 교사의 놀이 개입 빈도가 낮은 개입 유형을 살펴보면,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0수준의 비가장놀이에 놀이유지하기, 칭찬하기, 교수하기의
개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장놀이 사회적 4, 5수준에 시범보이기, 교수하기, 통제명
령하기의 개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가장놀이 사회적 5수준에 놀이 개입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가장놀이 사회적 0수준과 5수준에 모든
유형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 2, 3, 4수준에도 중재적 유형의 개입의 빈도가 나타나
지 않았다.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따른 교사의 높은 놀이 개입 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0수준에서 대화 7회(2.8%), 1수준 대화 9회(3.6%), 2수준 대화 18회
(7.3%), 3수준 대화 10회(4.0%), 4수준 놀이유지 9회(3.6%), 5수준 참여 3회(1.2%)로 각 수준별
로 대화하기나 놀이유지의 방법으로 유아들의 놀이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놀이

․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0수준에서 통제 명령 7회(4.4%), 1수준 환경조절 8회(5.0%), 2수

․

․

준 환경조절 12회(763%), 3수준 통제 명령 18회(11.4%), 4수준 통제 명령 14회(8.9%), 5수준

․

․

통제 명령 7회(4.4%)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 유아들의 놀이 수준에 주로 통제 명령하
기나 환경조절의 유형으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가장놀이에
대화, 방향제시, 참여의 유형으로 개입하여 놀이의 진행 및 확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반면,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놀이의 진행과 확장을 위한 상호작용이

․

부족하여 낮은 수준의 놀이를 지원 확장하기 보다는 유아의 놀이 과정에 교수를 통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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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설명하거나 가르침으로서 놀이를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에 따른 유아 가장놀이의 사회적
수준과 교사의 놀이개입 유형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기초로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에 따라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대한 개입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놀이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놀이 시 유아들의
놀이에 적합한 상호작용인 놀이 확장을 유도하는 놀이 방향을 제시하거나 놀이의 진행을 도
와주는 대화나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과 직접적 참여와 대화가 높고, 놀이 발달에

․

적합하지 않은 상호작용인 직접적인 놀이에 대한 교수나 놀이를 방해하는 통제 명령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경우는 유아의 놀이 과정에 직접

․

통제 명령하거나 지접 설명하거나 가르침으로서 유아의 놀이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막
는 교수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교사의 유아 놀이에 대한 개입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
아들의 놀이에 직접적인 참여, 대화, 방향제시 등의 놀이를 격려하고 유지, 확장하는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놀이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 과정에 직접

․

통제 명령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유아의 놀이에 대한 주도성을 저해하는 교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개입이 있으면 유아의 놀이다운 특성이 증진된다는 연구(Pole, Bruyn
& Rost, 1991)와 교사가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해 줌으로서 가장놀이의 복잡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Pelligrini와 Permutter(198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교사의 놀이에 대한 효과적
인 개입이 유아들의 놀이를 지속시키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Enz와 Christie(1997)
의 연구와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유아들의 가장놀이 복잡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능력의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Howes & Clements, 1994; Cooney, Hitchision & Costigan,
1996)과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유아들의 가장행동과 발산적 사고,
상상력 증진을 도와 유아의 인지적 수준 향상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Howes와 Smith(1995)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가장놀이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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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아들의 놀이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에 따라 유아들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높은 학급 유아들이 효능감이 낮은 교사
학급의 유아들 보다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유아들의 가장놀이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놀이 교수 효
능감이 높은 교사는 높은 수준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유아들의 가장놀이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긍정적인 교수 행동과 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
취에 분명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변인으로서,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의 행동 혹은 학습 성취
사이의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한 Woolfolk와 Hoy(1990)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교사의
교수 효능감은 교사의 수업 행동과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Tschannen - Moran, Woolfolk, Hoy와 Hoy(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수업
실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셋째,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은 유아의 놀이 수준에 따른 개입 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들의 가장놀이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각 수준별로 대화나 놀이유지의 개입유형을 통하여 놀이의 진행을 도와 유아들의
가장놀이가 확장되고 수준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이 낮은 교

․

사는 주로 1, 2, 3수준의 가장놀이에 환경조절이나 통제 명령의 방법으로 편중된 개입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을 파악
하는 효율적인 교수 실제를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이
낮은 놀이를 확장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놀이 개입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놀이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유형을 사용한다는 신은수(2000)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며,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교수실제에 대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는 것을 알 수 있다(Bennet, Wood & Rogers, 1997).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놀아 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 뿐 아니라 언
어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 등을 살펴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놀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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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의 교육적 가치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은 교수행동을 매개하여 유아의 가장놀이 수준에 영향을 주
므로, 유아의 개별 놀이 수준을 파악하는 대화 등의 놀이개입을 시작으로 비지시적 개입에서
지시적 개입을 사용하여 유아의 낮은 놀이 수준에 대한 교사 훈련을 통하여 교사의 놀이 개
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으므로, 교사의 놀이 교수 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장학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놀이에 대한 교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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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Teaching Efficacy on Play: Influences on Levels of Social
Pretend Play and Types of Teachers' Play Intervention

Park, Hyun Kyung (Ho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lay on levels of social pretend
play and types of play interventions. Based on the scores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lay, four
teachers are devided into higher and lower group of teaching efficacy on play. Using time sampling,
four teachers and their 120 four- year-olds are observed levels of social pretened play and types of
teachers' play intervention. In results, two higher group of teachers showed more interventions than
two lower group of teachers. Children of higher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social pretend play
than lower group of others of lower group. This study indicates that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lay influences to teachers' play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pretend play .

Key Words : pretend play, teacher efficacy, play intervention

- 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