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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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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자**17)
《요

약》

본 연구는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협동적 집단게임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검사를 위하여
Selman과 Byrne(1974), Flavell, Botkin과 Fey(1968), Landry와 Lyons-Ruth(1980)의
과제를 이미진(1985)이 번안․수정하고, 이현경(2000)이 재수정한 검사 도구를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주 제 어

협동적 집단게임(cooperative group game)
역할수용능력(role tak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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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가족과의 한정된 관계에서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간다. 유아들은 유치원이라는 집단생활을 통해 다른 또래 친구들
과 만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Piaget(1965)는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와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

다는 것을 알게되고 탈 중심화가 촉진된다고 하면서 역할수용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또래는 자율적인 협동을 발달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유아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상호작용주의 이론가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타인의 역할을 수
용할 수 있을 때 협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인지발달 이론가들도 협동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고를 존중하면서 타
인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ohnson, 1975).
이러한 역할수용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유아들은 협동활동을 보다 지속, 확장시킬
수

있는데

협동기술이

게임을

통해

학습되어진다는

것은

연구(정혜선,

1999;

Garaigordobil & Echebarria, 1995; Glakas, 1991; Grineski, 1991; Orlick, 1981)를 통

해 주장되고 있다.
집단게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놀이의 하나로 두 명 이상의 유아가 함
께 하는 놀이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고 규칙을 따라 활동하는 놀이이다(정진,
성원경, 1994). 특히 협동적 집단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 협동하며, 정정당당
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바람직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집단게임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관찰연구(최기영, 1996)를 보면 유아들은 집단게임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덕목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습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상대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승부에 집
착한 반칙, 게임능력 부족 유아질책, 승패결과에 대한 비우호적인 관계를 야기 시키
는 경험들은 게임 승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아동들의 정의적 측면의 발달에 문제
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자들(최기영, 1998;
Garaigordobil & Echebarria, 1995; Glakas, 1991; Orlick, 1981)은 협동적 요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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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된 게임을 제안하고 있다.
협동적 게임은 유아들이 서로의 노력을 가치롭게 여기도록 하며 놀이 친구들을
평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경쟁적인 도전
없이도 게임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유아들은 재미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
험할 수 있는 게임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Orlick(1981)에 의하면 협동적 게임은
상대방에 대항하기보다는 더불어 즐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참가자들 상호간의 협동심이 강조되며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안에
서 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좌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협동적 게임
의 효과는 유치원 유아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좋은 전략으로 나타
나고 있다(신인덕, 1999; Grineski, 1989).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경험
을 통하여 발달시킬 수 있는데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발달을 위한 구체적 경험은 집
단게임 활동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유아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그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며 규칙에 동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기
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덕, 1999; 최기영, 1996).

이와 같이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리라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발달과 관련하여
협동적 집단게임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
할수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협
동적 집단게임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B.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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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협동적 집단게임 (cooperative group game)
집단게임은 유아들이 공동의 게임목표를 향해 흥미를 느끼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최기영, 1998), 협동게임은 게임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가 함께 협동하는 게임으로 정의된다(이애련, 2000).
협동게임의 요소는 상상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게임에 모든 유아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고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협동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포함
된 것으로 정의된다(Garaigordobil & Echebarria, 1995).
본 연구에서는 편을 나누어 상상적인 상황을 포함한 게임에 놀이자 모두가 필요
한 역할을 갖고 참여하며 집단 내에서 팀 구성원끼리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대집단 게임 활
동을 의미한다.

2. 역할수용능력 (role taking ability)
역할수용능력이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능력, 태도, 기대, 감
정, 예측되는 반응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중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Flavell, 1968; Selman, 1971).
본 연구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사고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다른 놀이자와 협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전략을 옳게 파악하고 자신
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이 추론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5세 원
아 46명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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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A. 협동적 집단게임
1. 협동적 집단게임
게임은 조직적인 놀이이며, 경쟁성이 있고, 둘 이상의 편이 있으며, 승자결정을 위
한 기준이 있고, 일치된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도수, 1996; 신인
덕, 1999).
집단게임은 두 명 이상의 유아 또는 둘 이상의 편으로 나뉘어, 달성해야 할 목표
를 향해 즐거움을 느끼며 일정한 규칙을 따라 참여자들이 서로 상반되거나 상호의
존 또는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게임에
이기려고 노력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이정환,
1997; 정진 외, 1994; Kamii & DeVries, 1980).

유치원에서의 집단게임 활동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아들
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 기본생활습관, 집단생활 적응, 타인수
용과 협력적 태도,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정
진 외, 1994). 유아의 집단게임은 풍부한 학습상황을 제공해 주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규칙을 창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
또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규율을 지키고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야 함을 배우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사회적 결단을 배운
다(이정환, 1997).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탈 중심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Piaget(1965)는 유아의 게임은 대개의 경우 그들 스스로 규칙
을 만들고 그 규칙에 의해 움직이며 협력하도록 하는 자연스런 상황에서 이루어지
는데, 유아들은 규칙에 동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탈 중심화하고 남의
의견에 협응해야 한다고 하였다(Kamii & DeVries, 1980).
집단게임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이 바로 경쟁성이다. 특히 편을
나누어 경쟁적으로 승패를 가르는 게임을 실시할 경우 경쟁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분하다. 정진 외(1994)는 게임에서 경쟁성은 불가피하며 이기려는 자발적인 욕구

214 한국유아교육연구 제5권

에서 나온다고 보고 경쟁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개인적 성장, 자아개념의 향상, 탈
중심화, 흥미유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경쟁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지나친 경
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쟁성이 유아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입장
에서 Kamii와 DeVries(1980)는 교사가 경쟁적 게임의 지도를 바르게 한다면 게임
참여자들 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자율적인 규칙정하기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고려 하
에 게임규칙을 공정하게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간의 경쟁은 집단 내 경쟁과 달리 때때로 집단의 응집성을 강화시킨다.
McGill(1984)은 게임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경쟁사회인 현대에는 승리해야 된다

는 강박관념이 크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행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협동적 집단게임을 말할 수 있다. 협동적 집단게임을 통해 유
아들은 공동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
다. 협동적 게임은 본질적으로 승패보다는 집단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게임이라
고 말할 수 있는데, 협동적 집단게임의 개념으로 Orlick(1978, 1981)은 유아들은 서
로 맞서기보다는 함께 놀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기 위
하여 놀이하고 놀이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임
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협동적 집단게임은 유아들이 서로의 노력을 가치롭게 여
기도록 하며 놀이 친구들을 평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하는 것의 중요
성을 이해하고 지나친 경쟁적 도전 없이도 게임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이사
임, 1998).
Garaigordobil과 Echebarria(1995)는 협동적 게임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협

동적 게임과 교육목표 달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협동적 게임
의 특성은 참가, 수용, 협동, 상상, 즐거움의 5가지이다. 참가(participation)는 모두가
참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빠지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용
(acceptance)은 모든 놀이자가 게임 속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갖는 것이다. 협

동(cooperation)은 놀이자로 하여금 공통의 목표, 즉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로 돕도록 이끄는 것이고, 상상(fiction)은 놀이 속에 실제 삶에 대한 상상이 설정되
어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즐거움(pleasure)은 유아들이 자기 동료들과 건설적
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동안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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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게임의 특성이 분명할수록 성공적인 참여가 용이하게 되고 놀이자의 수행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2. 집단게임의 유형
유아들이 즐기는 게임의 종류는 다양하다. 게임의 유형은 집단을 구성하는 형태나
놀이 참여자의 행동적인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게임 유형을
아는 것은 게임을 선택하고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집단게임은 집단형태에
따라 원게임, 자유대형게임, 편게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정환, 1997; 정진 외,
1994).

원게임은 주로 학기초에 적은 수의 유아들이 둥글게 앉아서 하는 지시와 규칙이
적은 게임을 말하는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간단한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원게임의 주된 특징은 이기고 지는 결과가 뚜
렷하지 않아 누구나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집단에 소속되거나 게임의 방법과 규칙이 소개되는 유아들, 연령이 낮은 유아
들에게는 원게임을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게임을 이해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이 된
다.
자유대형게임은 원게임과 마찬가지로 지시가 적고 이기고 지는 것의 결과가 뚜렷
이 구분되지 않는 간단한 형태와 모양, 색깔, 수 등과 관련된 짝짓기 활동이나 음악
을 이용하여 움직임과 멈춤을 연속적으로 경험해 보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으로 제
시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은 일정한 대형 없이 교사와 유아가 함께 하는 게임의 형
태로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공간을 탐색하고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많은 유아들이 서서 활동을 함으로 교사는 게임을 시작
하기 전에 게임 방법과 규칙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활동을 진행해야 한
다.
편게임은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원게임이나 자유대형게임에 비해
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게임에 필요한 지시와 규칙이 많은 게임 유형이다.
그러므로 원게임과 자유대형게임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정해진 규칙
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도록 한 후에 편게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편게임
은 유아의 개별적 성과보다는 자기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유아들끼리 협력함
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적극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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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게임 규칙에 대한 준수는 유아에게 흥미와 동기 유발의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편게임을 시작할 때는 편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게임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편
게임이 익숙해지면 준비된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들이 게임방법과 규칙을 만들어 보
고 결정된 방법대로 게임을 진행해 보고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편게임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경쟁성이 강조되어 있
는 게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협동성이 강조되어 있는 게임으로 말할 수 있다. 경쟁
적 게임에는 연속게임(릴레이)이 있다. 반면, 협동성이 강조된 게임으로 협동적 게임
을 들 수 있는데, 협동적인 게임을 통해 유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서로 경
쟁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에 대항하여 경쟁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동적 게임을 통해서 유아들이 협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해보도록 계획해야 한다.

3. 집단게임의 활동과정
유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아직 게임을 능숙하게 운영할 만큼 성숙하지 못
하므로 교사는 게임을 제시할 때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유아교육집단에서 게임
활동을 전개하는 형식을 보면 게임 실시 전 도입, 본게임 실시, 그리고 평가의 단계
를 거치는데 게임을 진행할 때는 유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일련의 규칙과 순
서를 유아들과 함께 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다(이정환, 1997).
최기영(1996)은 유치원 집단게임 활동과정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집단게임은 7단계의 체계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기영, 1996, 1998).
1 단계는 집단게임 활동 계획 및 도입으로 유아의 연령, 흥미, 활동주제 등과 관

련하여 게임을 계획하도록 하며 특정한 활동보다는 통합적 활동을, 경쟁심보다 협동
심이, 특정 능력보다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을 준비한다.
2 단계는 집단게임 이름 및 게임방법 정하기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유아

에게 게임의 이름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한다.
3 단계는 집단형태 구성 및 게임도구 배치하기로 집단형태는 게임종류에 따라 결

정되게 되므로 다양한 유형의 게임에 알맞은 집단형태를 유아와 함께 구성해 보도
록 한다.
4 단계는 시범게임 및 게임규칙 정하기로 유아들에게 게임에 필요한 규칙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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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
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 본게임을 실시하기 전 교사나 유아들이 정해진 방법대로
시범게임을 실시해 본 후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5 단계는 집단게임의 실시로 본게임의 실시 시 교사는 무엇보다도 유아들이 즐겁

고 공정한 게임을 경험하도록 운영한다. 게임방법이나 규칙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
을 때 유아들과 함께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방법이나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6 단계는 집단게임 실시 결과 판정으로 승패가 뚜렷한 게임의 경우 유아들이 예

민하게 반응하므로 다양한 기준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게임의 결과 판정은 게임참여
태도, 게임수행능력, 게임방법 및 규칙준수, 응원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정을 하여 유
아들로 하여금 공정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7 단계는 집단게임 활동에 대한 전체 평가 및 정리로 아동과 함께 게임 활동 전

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최기영(1996)은 게임의 진행 과정 상 교사의 지나친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 게
임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주체자로서 유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4. 협동적 집단게임과 사회성발달
게임 중심의 유아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양승경, 1984), 특히 협동적 집단게임을 통해 유아들은 다른 사람과 서로 상호 협동

하며,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협동적 집단게임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져왔음을 밝혔다(Grineski,
1989).

이용경(2000)과 이육범(1993)의 연구에서 협동적 게임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결과를 보면 협동적 게임을 한 실험집단은 사회성지위와 집단 확장성, 집
단 응집성이 모두 크게 향상되었고 규칙을 준수하고 학급 아동 상호작용에 협동하
며 즐겁게 참여하는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Orlick(1981)은 협동적 게임에 의한 긍정적인 사회화의 실험연구 결과에서 협동적

인 게임 집단의 유아들이 공유하기와 행복감의 증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는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은 협동적인 게임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는데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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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게임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양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Garaigordobil과 Echebarria(1995)의 6,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도움과 협동의 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협동적 게임 프로그
램이 교실에서의 사회화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Johnson(1975)은 경쟁적인 게임보다는 협동적인 게임 활동에서 유아들은 더 높은

빈도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게임 활동 중 유아가 협동적
게임을 할 때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다는 것이 또한 주목된다. 이에 반하여 경쟁적인
게임 활동 중 유아들은 말이 없거나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간혹 부정적인 행동
(예를 들면 속이기, 밀기, 욕설, 비난 등)을 보였다. 게임 활동 중 나타난 행동유형들

을 비교해 보면 협동적 게임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에게 매우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도수, 1996).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협동적인 게임이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중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Ｂ . 역할수용능력
1. 역할수용능력의 개념
역할수용능력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할수용능력은 자신의 입장에 구속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자아 중심성(Piaget, 1965)
과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역할수용능력은 자신의 처지와 상대방의 처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때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처지에 설 수 있
다. 그리하여 자신의 처지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느낌과 상대방의 처지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느낌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이수원, 이혜경, 1991).
여기에서 역할(role)이란 성 역할이나 직업적 역할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특성에 의해 한정되는 행동적인 기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속성에 관해
추론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 연령, 직업과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상대방
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역할수용능력을 조망수용능력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Bridgeman, 1981).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어느 한 용어를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현상 적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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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박용경(1992)과 이현경(2000)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관점을 추론하는 인지적인 능력을 더 강조할 때는 조
망수용능력보다 역할수용능력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의 사회적 관점에 기초한 사회적 역할수용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있어 조망수용능력보다는 역할수용능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
였다.
유아는 자신이 속한 환경 즉 사회에 대해 인식을 깊게 하면 할수록 보다 더 잘
적응된 행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발달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역할수용능력을 사회인지 발달의
기본기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사회인지 영역의 주된 관심은 어린이가 어떻게 타인
의 생각과 의도․감정․관점들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가에 있다. 사람이 타인과 관
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
는 사회인지의 발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사회인지의 영역들 중 특히 타인의
이해를 발달시키는 역할수용능력은 유아의 사회화 및 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관계되
어 그 영향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Bridgeman, 1981; Iannotti, 1985).
역할수용능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발달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이론에 근거를 둔
사회인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그 발달적 경향이 자아 중심성에서 역할수
용능력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양자의 공통점으로 보인다. 사회인지 연구는 타인에 대
한 논리적 추론능력 뿐만 아니라, 추론을 조직하는 능력까지도 반영하며 역할수용능
력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판단 발달 등의 사회인지 연구에 많
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할수용능력은 주로 사회적 역할수용능력(social role-taking)을 의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히 사회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역할수용능력의 발달
유아기의 어느 한 순간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갑자기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
로 역할수용능력은 일련의 단계를 통한 점진적인 진보가 있다.
사회학자 Mead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의사교환에서 역할수용능력의 중
요성을 최초로 주목한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역할수용능력을 통한 타인
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이희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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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수용능력에 대한 연구는 Piaget와 Inhelder의「산의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Piaget의 이론에는 역할수용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세 개의 산 모형실

험에서 4세부터 11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 중심적 단계, 탈 중심화가 일어나
는 단계 그리고 타인의 관점과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는 단계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4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타인
과 자아의 조망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vell(1968)은 역할수용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상황에 대한 지식, 사람들에 대한 지식, 특정 타인에 대한 지식을 모
두 통합하여 역할수용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Selman(1980)은 아동들의 역할수용능력의 발달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고 설명함으

로써 6세 경의 유아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인 의도, 동기, 목적 등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관점에 있어서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Piaget가 제시한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도 타인에 대한 역할수용능력이 가능하
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의 연구들은(Mossler, Marvin, & Greenberg,
1979) 아동의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제만 주어지면 훨씬 이른 시기에도 그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현경(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4세와 5세의
연령별 역할수용능력은 5세보다 4세의 변화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할수용능력이 7～8세 경에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Piaget
의 주장에 대하여 더 어린 유아들도 역할수용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다는 류칠선(1993), Flavell(1977) 등의 주장을 의미 있게 지
지하고 있다.

3. 역할수용능력과 사회적 발달
만약 유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자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
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역할수용능
력 기술은 유아들이 친밀한 또래 관계를 쉽게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Iannotti(1985)의 연구에서 6세 유아에게 역할수용능력 훈련을 시켜 친 사회적 행

동이 증진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훈련 효과를 발견하였다. 박영숙(1987)은 유치원 유
아와 초등학교 아동 두 연령 집단에서 모두 훈련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훈련 후에 역
할수용능력이 증가되었으며 아동의 역할수용능력 훈련 경험이 역할수용능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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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고 밝혔다.
역할수용능력과 친 사회적 행동간의 관련성은 Piaget이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도
출되었다. 그는 이 관련성을 양방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면서, 첫째 역할수용능력
발달의 필수적 요인으로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들었고, 둘째 역할수용능력이 증진
되어야 동료와의 상호작용이나 인간상호간이 문제 해결력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많
은 연구자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령이 다른 친 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유아들의
인지적, 사회적 역할수용능력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역할수용능력이 친 사회적 행동의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밝혀주고 있다(Elliott
& Vasta, 1970; Elmer & Ruston, 1974; Green & Schneider, 1974; Midlasky &
Bryan, 1976; 박영숙, 1987 재인용).

C. 협동과 역할수용능력
사회심리학자들과 인지발달이론가들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협동
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유아들은 협력활동을 통하
여 또래 유아들간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상호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
되고 대상 유아는 주어진 과제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만
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대방 유아의 관점이나 사고, 감정, 의도를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수용능력이 발달하면 또래 유아간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선영, 1997). 또한, Orlick(1982)은 협동적 게임
이 유아들간의 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이 증가된 것
을 주장하였으며 Bridgeman(1981)은 협동학습 활동이 유아들간의 협동행동이 증진
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과 역할수용능력이 향상된 것을
보고하였다.
유아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는 협동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래에
게 잘 전달하며 또래의 의견, 감정, 상황 등을 파악하고 서로 조정해 봄으로써 역할
수용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역할수용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유아들은
협동활동을 보다 지속,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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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N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
세의 유아 46명으로 실험집단 23명, 통제집단 23명이었다.
연구대상자 선정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유아
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연령(개월)과 지능검사를 t검
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유아가 연령이
나 지능검사에서 동질적임이 나타났다.

B.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지능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2001년 중앙적성연구소(2000)에서 개
발한 유아용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의 구성내용은 만4세에서 만7세까지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능검
사의 내용으로는 다섯 가지 요인인 언어의 의미, 지각속도, 양적 능력, 운동조절, 공
간능력을 따로 재는 검사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지능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1명의 연
구보조자가 실시하였다. 검사는 유치원 일과가 끝난 후 오후시간에 유치원 교실에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2. 역할수용능력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측정을

위하여

Selman과

Byrne(1974),

Flavell, Botkin과 Fey(1968), Landry와 Lyons-Ruth(1980)의 과제를 이미진(198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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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수정하고, 이현경(2000)이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4장의 그림과 그 이야
기 안에서 사람들간의 감정, 느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유아에게 4장의 그림으로 제시된 한 가지 갈등상황을 설명한 후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검사의 채점방법은 각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판단되면 0
점, 서로의 정보가 다르며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안다고 판단되면 1점, 다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고 그 이유까지 확실히 안다고 판단되면 2점을
부여하였다. 이 검사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2점까지이
다.

C.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역할수용능력 검사 내용 및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 동안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
다.

2. 연구보조자 훈련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통제집단의 지능검사, 통제집단의 역할수용능력검사의 사
전․사후검사와 채점을 담당할 연구보조자(경력14년의 현직교사)에게 각 검사도구에
대한 이해, 검사의 실시방법, 검사의 기록방법, 검사 시 유의사항 등을 훈련하였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01년 5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1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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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검사

실험처치에 앞서 연구대상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2001년 5월 2일
부터 5월 8일까지 5일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1
명의 연구보조자가 역할수용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유치원 일과가 끝난 후
오후시간에 유치원 교실에서 한 명씩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2) 실험처치

실험기간은 2001년 5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1주일에 2회씩, 8주간 16회 실시하
였다. 실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시 시간은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유치원의 하루일과 중 대집단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오전 11시부터 시
작하였다.
집단의 구성은 협동적 집단게임은 주로 혼성, 대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게임의
집단유형은 편게임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의 실험처치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협동적 집단게임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유아교육전문가 1인의 도움을 받아 협동적 집단게임 선정 시 적용한 협동
게임의 5가지 특성(참여, 수용, 협동, 상상, 즐거움), 생활주제 그리고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의 전개 단계는 7단계로 각 게임 활동
의 1회 소요 시간은 19-40분이었다.
통제집단의 처치는 실험집단과 생활주제는 동일하나 실험집단이 협동적 집단게임
을 하는 동안 일상적인 유치원활동을 실시하였다.
3) 사후검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후 2001년 7월 9
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역할수용능력 검사를 실시
하였다.

4. 채점자간 신뢰도
채점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실시하였다. 두 사람이 채점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아들이 반응한 것을 토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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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점수화 기준에 준하여 독립적으로 채점을 실시하였다. 채점자
간의 신뢰도는 .95였다.

D.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하였다.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에 따른 역할수용능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의 역할수용능력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하였다.

Ⅳ . 결과 및 해석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Ａ . 역할수용능력의 집단별 차이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집단에 따른 역할수용능력의 차이 검증
실험집단

통제집단

n

M

SD

n

M

SD

t

사전검사

24

15.04

3.80

24

15.34

2.65

-0.309

사후검사

23

19.21

2.02

23

16.08

2.62

4.529

*p<.001

p
.75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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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 경험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
력은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15.04, 통제집단의 평균은 15.34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역할수용능력을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309, p>.05).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역할수용능력은 협동적 집단게임이 시
작되기 전에 서로 동질적이라 할 수 있다.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19.21, 통제집단의 평균은 16.08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역할수용능력을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
다(t=4.52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역할수용능력의 성별차이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실시한 후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역할수용능력 사전․사후검사의 차이 검증
남

사전검사

사후검사

여

t

p

n

M

SD

n

M

SD

실험집단

11

15.90

2.84

13

14.25

4.63

1.023

.318

통제집단

11

14.54

2.06

13

16.08

2.99

-1.419

.171

실험집단

11

19.18

1.88

12

19.25

2.22

-0.079

.938

통제집단

11

16.45

2.20

12

15.75

3.01

0.634

.533

(N.S.)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에서 실
험집단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검사 점수는 남아와 여아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t=1.023, p>.05), 통제집단의 남아와 여아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419,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검증결과에서 실험집단의 남아와 여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t=-0.079, p>.05), 통제집단의 남아와 여아간에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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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t=0.634, p>.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협동적 집단게임은 역할수용능력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Ⅴ . 논의 및 결론
Ａ .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역할수용능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적 집단게임 활
동을 실시한 집단 유아들의 역할수용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게임을 통하여 서로의 관점과 처지가 다름을 깨닫고 그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신인덕(1999)의 연구와 협동학습 상
황에서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이영아, 1997; 이현경,
2000; Bridgement, 1981)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통해 유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
려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유아에게 자신과 타인의 생각
이나 감정이 다름을 인식하고 타인의 사고를 존중하며 타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탈 중심화가 되어 유
아의 역할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놀이자간의 정
해진 규칙을 지키거나 노력하며 게임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의견 불일치와 같은 갈등상황이 생길 경우 협상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탈 중심
화가 일어난다는 최기영, 조부경, 우수경(2000)의 연구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유아의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 실시 과정에서 관찰되어진 바를 보면, 유아들은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게임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미리 포기하지 않고 같은 편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동
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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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집단게임활동이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며 사회성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정혜선, 1999; Garaigordobil & Echebarria, 1995;
Glakas, 1991; Grineski, 1989; Orlick, 1981)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게임은 7단계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규칙정하기 과
정이나 게임 실시 단계, 평가 단계를 통해 유아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
험할 수 있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고려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
회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게임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활동이 거듭됨에 따라 서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임을 평가하는 단계에
서는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유아가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이끌어 주고 지더라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관점이 존재함을 알고 서로의 상
황을 인정해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놀이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된다는 이은화(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협동게임을
통해 유아들은 게임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되었다는 이애련(2000)의 연구결과, 협동적 게임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매우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김도수
(1996)의 연구결과, 그리고 협동게임은 집단에 기여하는 소속감을 통해 신체적, 언어

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Grineski(1989)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유아의 역할수용능력과 관련지어 볼 때, 협동학습활동을 통하여 역할수용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는 Bridgement(1981)의 연구와 만5세를 대상으로 협동활동을 실시한
결과 역할수용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영아(1997)와 이현경(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동활동이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사회성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신은수 등(1991)의 연구와 또래와의 상호작
용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협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조망능력이
발달한다는 Johnson과 Johnson(199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협동활동 경험이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다
름을 인식하고 타인의 사고를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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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성별에 따른 역할
수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협동적 집단게임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게임유형에 따른 사회적 행동특성은 성별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김도수(1996)의 연구와 협동적 게임 활동이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효과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혜선(199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역할수용능력과 친 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노희선, 1994; 박용경,
1992)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역할수용능력과 이타행동과의 관계연구(박

미주, 1984), 역할수용능력과 도덕판단의 발달에 관한 연구(홍길회, 1983), 그리고 협
동활동을 한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관한 연구(이영아, 1997; 이현경, 2000)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사회적 기술은 남․여아 모두의 상
호작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므로 성별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육범(1993)은 단체게임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집단게임에서 유아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감소시키고 유아들의 역할수
용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협동성을 강조한 편게임을 실시하였다. 편게임을 실시한 결
과,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을 거듭해 감에 따라 집단간의 경쟁성에 있어 경쟁적 요소
가 완화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협동성을 강조한 편게임을 하면서 유아들은
팀 구성원들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하고 타인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협동적 집단게임활동을 통해 역할수용능력이 증진됨을 보여
주었다.

Ｂ .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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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에 따른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Ｃ .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5월에서 7월에 한정되어 연구되었으므로 생활주제별에 따른 다양
한 협동적 집단게임의 활동이 제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년과정과 생활주제별에
따른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협동적 집단게임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여러 다른 능력 발달영역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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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operative Group Game o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Roh, Soo-J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at kinds of effects cooperative group
games have o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
concerning releva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is paper sets its research subjects as follows:
1. Do cooperative group games really ha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2. Does the gender affect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in cooperative
group gam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46 five-year olds(23 in the treatment group
and 23 in the controlled group) at

N

Kindergarten in Bucheon, Korea.

As for research tools, this research used those of Selman and Byrne(1974),
Flavell, Botkin and Fey(1968), and Landry and Lyonds-Ruth(1980), as translated
and revised by Lee Mi-jin(1985) and re-revised by Lee Hyun-gyung(2000) for
measurement of examination results of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Treatment of data was based on T-test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genders of the prior and the subsequent test score of role taking ability on the
part of both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led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ooperative group game
activities appear t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p<.001)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ir having positive
effect s o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Second, the factor of gender doe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ng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through
cooperative group game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