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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과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 77명(남아 34명, 여
아 43명)이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은 신체적 활동, 창의적 활동, 비놀이 순으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바깥놀이에서 신체적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은 성별에
따라 신체적 활동 중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 있는 게임, 창
의적 활동 중 가상놀이, 조작적 가상놀이, 비놀이 중 탐색 및 텃밭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과 유아의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 간의 관계에서 순한 기질의 유아일수록 규칙
있는 게임과 조작적 가상놀이를 즐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깥놀이 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유아들은 규
칙 있는 게임, 신체적 조작활동, 조작적 가상놀이, 가상놀이, 구조물 놀이를 하였다. 셋째, 유아의 성별, 기
질, 바깥놀이 환경 중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깥놀이 환경으로 나타
나 바깥놀이터의 시설이나 도구지원, 안전을 위한 관리 및 점검,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지원이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보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유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바깥놀이가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신체적, 창의적 활동이 균형
있게 일어나도록 유아를 격려하며 바깥놀이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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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유아들은 실외에서 마음껏 놀이하고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잃
어가고 있다. 이는 어린 시기부터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안전 및 위생 등을
강조하면서 실외보다 실내에서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놀
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숙재, 이봉선, 2007). 하지만 유아기에 바깥에서의 놀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바깥놀이의 중요
성은 대두되고 있다(Frost, 2006; Wirth & Rosemow, 2012). 우리나라 누리과정에서도 바
깥놀이를 1일 1시간으로 명시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바깥놀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아직까지 바깥놀이는 제한된 물리적
환경, 안전 등의 이유로 교육적, 발달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은,
신동주, 2008).
유아는 바깥놀이를 통해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창의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
적으로 발달하며, 이러한 발달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Monighan, Scales &
Van, 1987). 예를 들면, 유아는 바깥놀이에서 미끄럼틀을 탈 때 경사에 따라 빠르기가 달
라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게 되며(Davies, 1996), 바깥놀이 공간에서 시끄러운 표현을
하고 자신의 몸을 크게 혹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인식하며 신체적, 인지
적 발달을 이룬다(Thomas & Harding, 2011). 텃밭활동에서 유아는 작물들의 변화를 보며
감각적인 정보를 얻고 관찰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호기심을 갖고 모래, 물, 나뭇잎, 나
무껍질과 같은 자연적 실물재료를 다루며 자신의 움직임을 더 조절하게 되며 창의적, 정
서적 발달을 이룬다(Crain, 2001; Garrick, 2009). 이러한 바깥놀이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박미현, 김수현, 2014). 또한
유아는 소방관 놀이를 하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필요한 균형감이나 팔과 다리의 협
응 능력, 힘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키우게 되고, 더 나아가 작업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어
휘를 인식하고 놀이가 확장되면서 또래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여 신체적, 사회
적, 언어적 발달을 이룬다(이순례, 박희숙, 안선영, 이효림, 2014). 이처럼 바깥놀이에서 유
아는 실제적이고 모험적인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바깥
놀이는 실내와 다른 교육적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자연적 환경에
서의 실물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Davies, 1996). 먼저 넓은 공
간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유아가 뛰어오르고 달리고 매달리고 흙을 파고 자전거를 타
는 대근육을 이용한 신체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특징인 자연적 환경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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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료는 바깥 놀이터에서 쉽게 얻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즉, 물감이나 물, 모래 같은 재
료를 실내에서처럼 흘리면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Bilton, 20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교육적 가치를 갖는 바깥놀이에서 유아의 행동 유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경기도 유아교육기관 346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놀이, 물․모래놀이, 신체․게임 등 체
육활동, 자연관찰 및 산책, 전통놀이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 20013). 이
연구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놀이가 62.68%로 바깥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
다. 바깥 놀이터의 시설물은 신체운동 뿐만 아니라 상상놀이나 역할놀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유아들의 바깥놀이를 독특한 경험으로 만드는 것인데(한진주, 윤재희, 2011), 상
기 연구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놀이’는 유아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어떤 놀이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즉, 유아들의 바깥
놀이 행동 유형은 특정한 분류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에도 바깥놀이 행동양식을 새롭게 범주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Luchs & Fikus, 2013).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Frost(1992)의
놀이 행동 범주에 따라 인지적 놀이 행동, 사회적 놀이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어(김정아,
김학삼, 2008; 김형미, 1998; 류진순, 2003; 이지연, 2004) 아직 새로운 범주로 바깥놀이 행
동 유형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적다.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인지적 측면이 차지하
고 있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지적 분류로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구체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Cullen,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깥놀이 특징을 잘 반영하여 신체적 활동과 창의적 활동으로 바깥
놀이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신체적 활동은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운동기구
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 있는 게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신체적 조작 활동으
로, 창의적 활동에는 조작적 가상놀이, 가상놀이, 구조물 놀이로 구체화하였다(Sylva, Roy
& Painter, 1980). 신체적 활동 중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은 미끄럼틀이나 철
봉 같은 고정된 시설을 이용하여 대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고, 운동 기구를 이용한 대근
육 활동은 훌라후프, 자전거, 공 등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이다. 규칙 있는 게임은 서클게임
이나 공 운반하기 게임과 같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 활동이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은 잡기놀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느슨하게 조직되어 신체적 움직임을 포함한 게임이다. 신
체적 조작활동은 소근육을 이용한 모래 젓기, 도우 만들기과 같은 반복적 움직임이 지배
적인 활동이다. 창의적 활동은 바깥이라는 공간이 주는 다양성, 변화, 즉흥적인 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한 활동으로(White, 2011), 이 중 조작적 가상놀이는 모래놀이터에서 요리사가
되어 거품기로 젓고 체를 치고 그릇에 모래를 퍼 담거나 찍어내는 등의 반복적인 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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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되고 맥락이 있는 가상적 놀이이다. 가상놀이는 사람이나 사물, 물건을 가작화하며 바
깥놀이의 개방적 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버스정류장 놀이나 소방관 놀이, 슈퍼 영웅
놀이와 같은 상상놀이를 의미한다. 구조물 놀이는 미술작업이나 블록, 상자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쌓거나 늘어뜨려 무언가를 구성하는 놀이이다. 특히 ‘규칙에 얽매이지 않
는 게임’은 지금까지 거친 신체놀이와 쫒기 놀이를 놀이 항목 외에 기타로 분류하였던 것
(류진순, 2003; 이지연, 2004)과 다르게 느슨한 규칙을 가지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다른 유
아와 함께 하는 놀이로 보았다. 거친 신체놀이는 영웅놀이 같은 상상놀이나 상호작용이
왕성한 협동 놀이에 맥락을 더해 주는 놀이임을(Smith & Blurton, 1990; Thomas &
Harding, 2011) 고려할 때, 이는 비놀이 행동이 아닌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으로 분
류되어 거친 신체놀이의 교육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유아의 내적인 요소, 즉 성별에 따른 차이(고여훈, 2009; 이
숙재, 1998; Sanders & Harper, 1976; Singer, 1973), 기질과의 관계(김용희, 1991; 김형미,
1998; 백경라, 2009; 이지연, 2004)와 외적인 요소인 바깥놀이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정아, 김학삼, 2008; Frost & Cambell, 1985; Luchs & Fikus, 2013; Singer, 1973)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내적인 요소 중 성별과 관련된 연구에서 열려
있는 공간에서 탈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 남아는 신체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상놀이를
여아보다 더 참여하였고, 여아는 역할을 분담하는 가정놀이나 학교놀이를 남아보다 더 참
여했다(Sanders & Harper, 1976). Singer(1973)의 결과에서도 남아들은 놀이의 주제가 더
욱 다양하고 움직임이 많은 가상놀이를 한다고 하였다. 고여훈(2009)과 이숙재(1998)의 연
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거친 신체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기질과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순한 기질의 유아일수록
조용한 영역의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수록 활동 양이 많은 영
역의 놀이에 더 참여하지만 방관자적 행동도 많이 보였다(김용희, 1991). 김형미(1998)의
연구에서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순한 기질의 유아가 바깥에서 활발히 놀이하고 또
래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방관자적 행동이 많이 보이고 또래
와의 상호작용이 거친 씨름놀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지연(2004)의 연구에서 순한
기질의 유아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 비해 집단 상호작용 놀이와 상징놀이 및 규칙 있
는 게임, 탐구, 구성 놀이를 많이 하였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
해 혼자놀이와 기능놀이, 거친 씨름놀이, 쫓기게임을 더 많이 하였다. 백경라(2009)의 연구
에서 순한 기질의 유아는 극놀이와 규칙 있는 게임을 더 많이 하며 주로 집단놀이를 하지
만,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혼자놀이, 방관자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
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교사는 바깥놀이 환경을 계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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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놀이 환경은 김정아, 김학삼(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환경에 따라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환경이 좋은 집단은 구성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으로 나타나는 반면, 좋지 못한 환경의 집단은 상징놀이가 일어나더라도 역할만 맡고 놀
이가 지속되지 않으며 유아의 방관자적 놀이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도시의 일반적
놀이터와 고정된 놀이 시설이 없는 자연적 놀이 환경에서 놀이 양상을 비교한 Luchs와
Fikus(2013)의 연구에서 자연적 놀이 환경은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자연에서 기인된 행동
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놀이터와 창의적 놀이터에서의 놀이 행동을 비
교한 Frost와 Cambell(1985)의 연구에서 일반적 놀이터는 운동이나 규칙 있는 게임이 나
타나며, 창의적 놀이터는 극적이고 구조적인 놀이가 더 자주 일어났다. Cullen(1993)은 바
깥놀이가 신체활동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이지만 놀이시간에 따라 창의적인 놀이의 양
은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외 모래놀이터에서 물과 다양한 모래놀이 도구를 제공
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양한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놀이 활동을 하였
다(이지민, 2006). 바깥놀이에서 자연물을 제공한 풍부한 환경은 다양한 바깥놀이 주제와
관련이 있었고, 소꿉놀이 도구가 구성되어 있는 바깥 놀이터에서는 유아 간에 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상놀이가 일어났다(Fein, 1975; Hendrickson, Strain, Tremblay, &
Shores, 1981).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의 바깥놀이가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부분 고정된 시설물을 이용한 놀이이거나 체육활동인 대근육 활동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깥놀이 환경의 질적인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놀이가 다양해진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
경을 변인으로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첫째, 선
행연구들에서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실내 놀이 행동 유형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하였으나, 바깥놀이의 가치가 드러나는 놀이 행동 유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의 세 가지 변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
였다. 셋째, 구체적인 바깥놀이 행동 유형으로 시설 중심의 놀이에서 벗어나 교사가 활동
중심으로 바깥놀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놀이 환경
의 질은 물리적 시설을 기반으로 둔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교사가 바깥놀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 부족(26.3%)을 지적한다(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 2013). 따라서 바깥놀이
환경을 물리적 시설보다는 교사의 바깥놀이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 물리적 환경에서 우연
히 일어나는 바깥놀이가 아닌 교사가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유아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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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와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 간의 관련성과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바깥놀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간의 관련성은 어
떠한가?
2-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유아의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바깥놀이 행동 유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이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유치원 두 개 기관의 만 5세 유아 77명(남아 34명, 여아 43명)
이다. 연구 대상 유아는 총 79명이었으나, 관찰 기간 중 잦은 결석으로 2명의 유아가 누락
되어 관찰 대상 유아는 77명이다. 만 5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Sanders와 Harper(1976)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놀이에 참여하고 협동
과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만 5세 유아들의 바깥놀이 행
동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
은 78.46개월(남아 78.16개월, 여아 78.75개월)이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관찰 도구

바깥놀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Sylva 등(1980)이 범주화하고, Cullen(1993)의 연구에
서 사용한 바깥놀이 행동 관찰 척도를 번안하고, 유아교육현장 교원 2인과 유아교육 전문
가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범주는 신체적 활동, 창의적 활동, 비놀이로 구분하였
고, 비놀이 항목에서 유아의 탐색 및 텃밭활동을 추가하였다. 놀이는 놀이자의 욕구와 소
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도적인 행동인 반면, 탐색은 물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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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극에 지배되는 행동으로 개념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엄정애, 2009). 각 범주에
해당하는 놀이 행동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바깥놀이 행동 관찰 범주 및 정의
행

동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신
체
적
활
동

운동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정

의

고정된 놀이기구를 활용한 대근육 활동
예) 정글짐에 매달리기, 줄사다리 오르기 등
운동기구를 활용한 대근육 활동
예) 공, 자전거, 훌라후프 등

규칙 있는 게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임
예) 서클게임, 피구, 공 운반하기 게임 등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좀 느슨한 규칙을 가지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다른 유아와 함께
하는 게임 예) 잡기, 손을 잡고 뛰기

신체적 조작활동

신체적 활동이 주가 되는 소근육 활동
예) 모래파기, 점토놀이, 물놀이 등

창
의
적
활
동

조작적 가상놀이

가상놀이의 맥락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조작활동
예) 모래로 요리하기

비
놀
이

비놀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 없이 배회하
기, 차례를 기다리기, 쳐다보기, 방관자적 행동, 싸우는 공격 행동
과 같은 행동

탐색 및 텃밭 활동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나 교사가 분담하여 준 과업, 텃밭활동
이나 자연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

가상놀이
구조물 놀이

모래영역 외 다른 장소에서 사물, 사람, 사건으로 변화되는 놀이
예) 소방관놀이, 버스놀이
그리기, 구조물 만들기 등 창의적 표현이 나타나는 놀이
예) 물길 만들기, 터널 도로 만들기

2) 유아의 기질 측정 도구

유아의 기질은 Chess와 Thomas(1977)가 뉴욕 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에서 개발한 3-7세 유아의 교사용 설문지를 김용희(1990)가 교사들을 대상
으로 유치원 환경에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6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9개의 범주 중, 부모가 24시간의 관찰로 응답하는 리듬성 및 규칙성(regularity) 문항
을 제외한 8개 범주, 활동 수준(activity level),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적응성
(adaptability), 반응역(threshold of responsiveness), 반응 강도(intensity of reaction), 기
분의 질(quality of mood), 주의 전환성(distractibility), 주의집중 및 지속성(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는 각 8개 문항씩 총 64개 문항으로, 7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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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작위로 섞여 있으며, 이 중 4개의 질문은 역문항으로 되어 있다.
유아의 기질 측정을 위한 64개 문항은 유아교육현장 교사 10인에게 검토한 바, 이해가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된 9개 문항을 보다 현장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최종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는 유아교육현장 교사 2인과 유
아교육전문가 2인이 문항의 내용이나 어휘를 검토, 수정하고, 안면타당도가 있음을 입증
받았다. 유아의 기질은 기질 범주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유아로 간주하며, 점수가 낮을수
록 까다로운 유아로 간주된다(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1999). 유아
기질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9였다.
3) 바깥놀이의 환경 측정 도구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Frost(2010)가 교사의 계획과 평가에 도움을 주려고 제작한 놀이터 체크리스
트(Playground Check)를 번안하고, 유아교육현장 교원 2인과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
를 받아 수정하였다. 항목은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 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 7문항(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널빤지, 상자, 타이어와 같은 도구를 제공하는가),
안전을 위한 관리와 점검 7문항(햇빛에 뜨거워진 금속이나 바닥, 혹은 젖은 놀이 기구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지원 20문항(유아에게 도전적인 범위에 있는
기능적 운동-훌라후프, 줄넘기, 자전거와 대근육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가)으로 총
34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기록한다. 바깥놀이 환경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3, 바깥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 .83, 안전을 위한 관리와 점검 .87,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
지원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깥놀이 환경은 하위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질이 높은 바
깥놀이 환경으로, 총점이 낮을수록 질이 낮은 바깥놀이 환경으로 간주한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4년 8월 18일
부터 8월 29일까지 2주일 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을 분류하기 위해 만 5세 유아 48명을 대상으로 교육경력 평균 7.5년이 되는 교사 2명과
실시하였다. 2차는 놀이 행동 관찰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아교사 경력 3년 이
상의 관찰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찰자 훈련은 3단계로 나누었는데 첫째, 관찰자
2명에게 바깥놀이 행동 범주들을 설명하고, 둘째, 15개의 바깥놀이 사례를 제공해서 범주
들에 따라 분석하게 한 후, 셋째, 바깥놀이 현장에서 동일 유아를 10초씩 관찰하며 놀이
행동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관찰자 간의 기록에 차이가 발견된 사례들은 차이가 생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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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분석해서 관찰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바깥놀이 시간에 15명 유아의 놀이를 10초씩 녹화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면서 관찰자
2명이 각각 기록하여 산출한 관찰자 간 일치도는 .92였다. 교사용 바깥놀이 환경 측정 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수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바깥놀이 환경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
을 하였고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설명력은 44.25%
로 나타났다.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지원의 고유치는 6.48으로서 19.07%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관리와 점검 고유치는 4.52로 13.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바
깥 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의 고유치는 4.04로 11.8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아 본 조사 도구는 타당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를 입증
한 3개의 요인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도구인지를 보기 위해 Cronbach  계수
를 산출한 결과 요인들 3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로 보았을 때도 .93로 이 역시
.6 이상의 결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 204명의 설문
지를 바탕으로 나온 바깥놀이 환경의 전체 평균점수의 상위는 바깥놀이 환경이 좋은 것으
로 하위는 바깥놀이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본 조사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주간 매주 2회씩 총 12회를 관찰하였
고,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10초 관찰, 5초 기록의 시간표집법을 사용하였다. 관찰
횟수는 이효림, 엄정애(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한 유아 당 평균 관찰 48회, 회당 관찰 시
간 10초로 총 480초씩 관찰하고 기록했다. 각 기관에서의 바깥놀이 관찰 시간은 오전 10시
에서 12시 사이였으며, 관찰자 2인이 하루 평균 50분 정도 관찰하였다. 바깥놀이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교육경력이 평균 4.2년 되는 교사 5인이 작성하였다. 각 유
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한 기관은 복합놀이 시설(미끄럼틀 3개,
구름다리, 놀이집, 오름대, 철봉, 나선형 사다리), 모래놀이 영역, 물놀이 영역, 텃밭과 개방
된 공간, 여러 모양의 관찰 거울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기관은 텃밭, 개방된 공간과 철봉
이 있었고 때때로 인근 아파트의 복합놀이 시설(미끄럼틀 2개, 놀이집, 오름대, 철봉), 그
네, 시소가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알
아보기 위해 행동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 행동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과 유아의 기질 및 바
깥놀이 환경과의 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1 4 2 육아지원연구 제 10권 3호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표 2와 같이, 신체적 활동(47.4%), 창의적 행동(32.4%), 비
놀이(19.5%) 순으로 나타나 바깥놀이는 전체적으로 신체적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놀이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과 비놀이,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신체적 조작활동, 조작적 가상놀이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운동 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탐색 및 텃밭활동,
구조물놀이, 규칙 있는 게임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2> 바깥놀이 행동 유형 양상
구분

신체적
활동

창의적
활동
비놀이

행동 유형

관찰빈도(%)

고정된 시설 이용한 대근육 활동

445(12.5)

운동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215(5.8)

규칙 있는 게임

82(2.2)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565(15.2)

신체적 조작활동

462(12)

조작적 가상놀이

403(11)

가상놀이

703(19)

구조물 놀이

90(2.4)

비놀이

551(15)

탐색 및 텃밭활동

180(4.8)

합 계

3696(100)

전체(%)

47.4

32.4

19.5
100

2.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바깥놀이 행동 유형과의 관련성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

성별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는 표 3과 같이 신체적 활동에서는 고정된 시설
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t = -2.31, p < .05), 규칙 있는 게임(t = -2.18, p < .05), 규칙에 얽매
이지 않는 게임(t = 2.72, p < .01), 창의적 활동에서는 조작적 가상놀이(t = -3.70, p < .001),
가상놀이(t = 2.92, p < .01), 비놀이에서는 탐색 및 텃밭활동(t = -2.23, p < .05)에서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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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
임, 가상놀이를, 여아는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 있는 게임, 조작적 가상
놀이, 탐색 및 텃밭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유형
요인

신
체
적
활
동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남

34

4.06

5.02

여

43

7.14

6.35

운동 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남

34

2.18

3.07

여

43

3.28

3.51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34
43

.68
1.37
10.00
5.23
7.18
5.07
24.09
22.09
1.71
8.02
12.56
6.42
1.65
.79
15.91
15.23
6.62
7.58
1.38
3.09
8.00
10.67

1.01
1.76
9.35
4.66
7.13
5.59
9.77
8.00
5.31
9.47
11.21
5.59
3.61
2.02
12.03
12.19
3.77
6.04
1.83
4.59
4.65
8.38

규칙 있는 게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신체적 조작활동
전체
조작적 가상놀이

창
의
적
활
동

가상놀이
구조물 놀이
전체
비놀이

비
놀
이

탐색 및 텃밭활동
전체

t
-2.31*
-1.45
-2.18*
2.72**
1.41
.96
-3.70***
2.92**
1.24
.24
-.81
-2.23*
-1.76

*p < .05, **p < .01, ***p < .001

2) 유아의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바깥놀이 행동 유형 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은 표 4와 같이, 규칙 있는 게임(r = .28, p < .05), 조작적 가상놀이(r = .47,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r = -.39, p < .001), 비놀이(r =
-.42, p < .001)와 부적 상관이 있다. 바깥놀이 환경은 규칙 있는 게임(r = .48, p < .001), 신
체적 조작활동(r = .32, p < .01), 조작적 가상놀이(r = .46, p < .001), 가상놀이(r = .5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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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구조물놀이(r = .30,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
동(r = -.47, p < .001), 운동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r = -.33, p < .01),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r = -.58, p < .001), 비놀이(r = -.49, p < .001), 탐색 및 텃밭활동(r = -.47,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유아의 기질은 순한 유아일수록 규칙 있는 게임, 조작적 가상놀이를 까다로운 유
아일수록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비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깥놀
이 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들은 규칙 있는 게임, 신체적 조작활동, 조작적 가상놀이, 가
상놀이, 구조물 놀이를, 바깥놀이 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고정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운동 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비놀이, 탐색 및 텃밭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바깥놀이 행동 유형 간의 관계

구 분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1

운동 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23

1

규칙 있는 게임

-.11

-.03

1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02

.08

-.25

1

신체적 조작활동

-.46

-.08

-.29

조작적 가상놀이
가상놀이
구조물놀이
비놀이
탐색 및 텃밭활동
유아의 기질
바깥놀이 환경

운동
규칙에
탐색
기구를 규칙 얽매 신체적 조작적
바깥
가상 구조물
및 유아기
이용한 있는 이지 조작 가상
놀이
비놀이
놀이 놀이
텃밭
질
대근육 게임 않는 활동 놀이
환경
활동
활동
게임

*

***

*

-.28

**

-.35

*

-.25

*

.27

**

.30

*

*

-.25
-.20

**

-.36

*

-.28

**

.36
.07

*

**

.13

-.34

*

.25

-.06
-.12
*

-.25

*

*

-.26

*

-.24

1
.01

1

-.01

-.10

1

-.07

.04

***

.55

*

.07

-.28

-.03
***

-.16

**

-.38
-.21

***

1
***

-.24*

1

**

-.17

.25*

-.39

-.35

***

1

-.05

-.11

.28

-.39

.04

.47

.13

.16

-.42

-.15

-.47***

-.33**

.48***

-.58***

.32**

.46***

.55***

.30**

-.49***

-.47***

*p < .05, **p < .01, ***p < .001

1
.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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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1모형은
성별과 유아의 기질이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10.9%(β = -.32, p < .05)의 설명력
을 나타냈고, 2모형은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로, 성별과 유아의 기질에 바깥놀이 환경을 투입 시 38.2%(β = -.62, p < .001)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활동
1

구분

독립변수

내 성별(dumy 1=여자)
적
유아의 기질
외
적

2



t

-.17

-1.52
**

-.32

-2.83

바깥놀이 환경





t

-.04

-.46

.01

.08
-5.68***

-.62
.11

.38

 
F-value

.27
*

4.52

15.02***

*p < .05, **p < .01, ***p < .001

1모형에서 2모형으로 증가된 설명력의 변화량(   )을 보면 27.3%(   =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투입되었을 때 신체적 활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요인들이 신체적 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아
일수록, 까다로운 기질일수록, 바깥놀이 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신체적 활동을 많이 보이
며, 특히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성별 및 기질적 요인보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신체적 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창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표 6과 같이, 성별과 유아의 기질이 창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1모형은
31.9%(β = .57, 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바깥
놀이 행동 유형 중 창의적 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모형은 성별, 유
아의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창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로, 69.1%(β = .7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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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유아의 기질에 바깥놀이 환경을 투입
시, 유아의 기질이 창의적 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아의 성별 및 기질적 요
인보다 바깥놀이의 환경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모형에서 2모형으
로 증가된 설명력의 변화량(    )을 보면 69.1%(   =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여아일수록, 순한 기질일수록, 바깥놀이 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창의적 활동을
많이 보이며, 특히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성별 및 기질적 요인보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
동 유형 중 창의적 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창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활동
1

구분

2



독립변수

내 성별(dumy 1=여자)
적
유아의 기질
외
적

t



t

.08

.77

-.07

-1.05

.57

5.89***

.20

2.52*

.72

9.37

바깥놀이 환경



.32

 
F-value

***

.69
.37

***

17.37

54.44***

*p < .05, ***p < .001

3)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비놀이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에 미치는 영
향은 표 7과 같다. 1모형은 유아의 성별과 기질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로, 36.6%(β = -.58, 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모형은 성별, 유아의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에 미
치는 영향을 본 결과로, 성별과 유아의 기질에 바깥놀이 환경을 투입 시 51.6%(β = -.46, 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모형에서 2모형으로 증가된 설명력
의 변화량(   )을 보면 14.9%(   =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
놀이 환경이 모두 고려되었을 때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요인이 비놀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아일수록, 까다로
운 기질일수록, 바깥놀이 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비놀이를 더 많이 보이며, 이들 중에서도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성별과 기질적 요인보다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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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비놀이에 미치는 영향
비놀이 활동
1

변인

독립변수

내 성별(dumy 1=여자)
적
유아의 기질
외
적

2



t



t

.08

.89

.18

2.08

-.58

-6.21***

-.34

-3.55**

-.46

-4.75***

바깥놀이 환경



*

.37

.52

 
F-value

.15
***

21.36

25.89***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을 알아보고, 바깥놀이 행동 유형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바깥놀이 행동 유형과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 간의 관계와 영향력이 어
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은 Sylva 등(1980)의 바깥놀이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신체적 활동(47.4%), 창의적 행동(32.4%), 비놀이(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Cullen(1993)의 연구에서 신체적 활동이 전체 행동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김정아와 김학삼 연구(2008)에서 바깥놀이의 놀이 행동 유형이 기능놀이
(36.1%), 구성놀이(19.25%), 상징놀이(14.75%), 규칙 있는 게임(30%)로 나타난 결과는 신
체적 활동(기능놀이, 규칙 있는 게임) 66%, 창의적 활동(구성놀이, 상징놀이) 34%라고 볼
수 있어 역시 신체적 활동이 전체 행동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깥놀이에서 신체적 활동이 기본을 이루며 대근육과 소근육, 균형 감각 등
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바
깥놀이 행동 유형을 인지적 측면의 분류보다는 바깥놀이의 특성이 반영되는 신체적, 창의
적 활동으로 분류한 것은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좋은 시도가 되었다. 바
깥놀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유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활
동 중심의 바깥놀이를 지원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측면의 놀이 행동 범주에서 기능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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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했던 놀이 행동을 고정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과 운동기구를 이용한 대근육 활
동, 신체적 조작활동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또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15.2%)은
유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거친 신체놀이나 쫒기 놀이
와 같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을 비놀이로 보던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놀이 행동으
로 범주화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놀
이이며 신체적 발달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이선이, 2010; 이숙재, 1998;
전민희, 2012)에서 드러난 교육적 가치를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의
를 둘 수 있다. 이는 거친 신체놀이는 유아가 즐겨하는 놀이로 교사는 적당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Frost(2010)의 지적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둘째,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과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차이는 남아가 여아
보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과 가상놀이를 선호하며, 여아는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 있는 게임, 조작적 가상놀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규
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잡기놀이를 하거나 누가 멀리 뛰는지, 빨리 가는지 등의 시
합하는 것을 즐겼다. 반면 여아는 반복적인 흔들림이나 그네타기에서 여유로움을 즐기며
말로 규칙을 정하고 조율해나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임을 즐겼다. 이전 연구에서는 남
아는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한다고 보았지만,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은 남아보
다 여아가 즐겨하는 놀이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는 조작적 가상놀이를 즐겼는데 모래놀이
에서 엄마, 언니 등의 역할을 정하며 반복이 있는 음식 만들기 놀이를 즐겼다. 이러한 결
과는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했으며, 여아가 즐겨
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바깥놀이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
한 조작적 가상놀이는 도구와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될 때 일어난다는 Kern과
Wakeford(2007)의 제언을 뒷받침하며, 성별을 고려한 바깥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부각시
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기질은 규칙 있는 게임이나 조작적 가상놀이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비놀이와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순한 기질의 유아일수록 다
른 유아와 타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능숙하여 창의적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수록 자신의 주장이 세고 다른 유아와 다툼이 잦아 놀이의 시작이
어려워 단순한 신체적 놀이를 하거나 다른 유아와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 비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바깥놀이 환경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정서를 이완하고 협동놀이와 역할놀이가 빈
번하게 이루어지는 바깥놀이를 통해 유아가 잠재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Davies(1996)
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놀이하는 데 협상하기 어렵고 언쟁하기 쉬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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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교사가 놀이의 구체적인 맥락을 더해줌으로써 협력의 고리를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깥놀이 환경은 규칙 있는 게임, 신체적 조작활동, 조작적 가상놀이, 가
상놀이, 구조물 놀이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고정된 시설을 이용한 대근육 활동, 운동기구
를 이용한 대근육 활동,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게임, 비놀이, 기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류진순(2003), 김정아와 김학삼(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바깥놀
이 환경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Naylor(1985)의 결과도 뒷받침한다.
즉, 바깥놀이 환경이 좋을수록 창의적 활동이 많아지며 바깥놀이 환경이 나쁠수록 비놀이
행동 중 방관자적 행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깥놀이 환경에 대한 지원의 중요
성을 드러냈다.
셋째, 유아의 성별, 기질 및 바깥놀이 환경이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활동에서는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38.2%의 부적
영향력을 미쳤고, 이들 변인 중 바깥놀이 환경이 27.3%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활동에서는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69.1%의 높은 정
적 영향력, 이들 변인 중 바깥놀이 환경이 37.2%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놀이에서는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51.6%로 높은 부적 영향력을
끼치며, 이들 변인 중 바깥놀이 환경이 14.9%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 기질, 바깥놀이 환경이 바깥놀이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며, 창의적 활동이 바깥놀이 환경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Naylor(1985)
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바깥놀이에서 신체적, 창의적 활동이 균형 있게 일어나도록
유아들이 격려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Cullen(1993)의 주장처럼 교사의 계획된 바깥
놀이 환경과 놀이 중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바깥놀이 환경은 이제까지 물리적 시설에 초점이 둔 내용이 대부분이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바깥 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 ‘안전을 위한 관리와 점검’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지원’
의 세 가지로 범주화되어 현장의 교사들에게 활동 중심의 바깥놀이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
를 새롭게 사용하고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지
원’에서 교사가 실내 활동과의 연계,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시범,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격려, 자연에 대한 관심 유도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바깥놀이의 시설이나 도
구’에서 놀이에 필요한 도구들은 유아의 상상놀이 맥락과 놀이의 다양함을 결정하는
Pulaski(1970)의 주장과 같이 오두막이나 경사가 다른 여러 종류의 미끄럼틀, 모래 놀이터
와 모래놀이 도구, 물, 물통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바깥 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의 제공
은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도록 하며(교육과학기술부, 2012), 활동중심 영
역인 상상놀이 영역, 체력단련 영역, 운동도구 영역, 식물재배 영역, 탐색 영역, 예술 영역,
쌓기 영역, 조용한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이순례 등, 2014). 예를 들어, 상상놀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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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 놀이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사회적 놀이를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식
물재배 영역에 식물을 경작할 수 있는 텃밭, 예술 영역에 미술도구 등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의 바깥놀이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인 바깥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Frost(2006)가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유아들을 위한
실외 놀이터는 유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놀이나 게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유
아의 신체적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아들이 변형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시설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교사는 바깥놀이 환경을 구성할 때 신체적 활동에만 주력할 것이 아
니라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이에 적절한 바깥 놀이터의 시설 및 도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바깥놀이 환경에서 안전을 위한 관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로 바깥놀이 시간 중 교사는 안전을 감독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 2013). 따라서 사전에 바깥 놀이터의 관리와 점검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놀이터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관리적 측면, 시설적 측면, 사
용자적 측면이 있으며 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 옷차림에 대한 관리나 비와 눈 혹은 복
사열과 같은 기상조건을 고려하며 관리하여야 한다(윤선화, 정윤경, 2011).
셋째, 바깥놀이 환경에서 놀이 확장을 위한 놀이 계획과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바깥
놀이는 교사에게 통제되는 실내보다 더 독립적인 놀이로 유아의 자신감을 키우며 도전할
수 있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다(Baldock, 2001). Cullen(1993)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바깥
놀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교사들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매일 구조적인 교육계획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바깥놀이 중 뛰기와 오르
기 위한 기술적인 지도나 협동, 혹은 순서 정하기와 같은 교사의 중재나 놀이를 확장하기
위한 개입은 필요하며(Pica, 2006), 바깥놀이 계획 시,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는 흥미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의 신체적 활동과 창의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계획 및 준비, 비구조적인 개
입부터 구조적인 개입, 그리고 놀이관찰에 따른 평가 등의 교사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관찰과 교
사가 측정한 유아의 기질, 바깥놀이 환경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한 연구로 단편적
결과를 제시한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유아의 놀이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놀이의 주제나 방식, 놀이 방법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심층적 분석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바깥놀이 환경을 설문지로
측정하였지만 교사의 바깥놀이 계획에 따라 바깥놀이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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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바깥놀이 계획에 따른 바깥놀이 행동 유형의 변화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도 의미를 더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 유형 중 비놀이에 대한 행
동의 범주가 여러 연구마다 달라 다른 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비놀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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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5-year-old children’s gender, temperament, and
outdoor environment on outdoor play behaviors

Park, Hee-Sook (Kangnam University)
Lee, Hyo-Rim (SoopRira Kindergarten)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outdoor play behaviors with
children’s gender, their temperament and outdoor environment. A total of 77 5-year-old
children(34 boys and 43 girls) were observed. Results show that, first, physical play
was majority of outdoor play behaviors, followed by creative play and non-play activity
in an order of presence. Children's outdoor play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hildren’s gender in games free from a rule, large muscle activity, games with
rules, pretend play, manipulation-pretend play, and non play activities (exploration and
gardening). Second, in terms of child’s temperament, children with mild temperament
seemed to enjoy the games with rules and manipulation-pretend play. Children in better
outdoor play environment enjoyed games with rules, physical manipulation play,
manipulation-pretend play, pretend play, and constructive play. Third, among three
factors (outdoor environment, gender, and temperament), the outdoor environment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mpacting the types of outdoor play behavior.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suggested that outdoor environment and support system,
safety and monitoring, and the support for teachers to be able to extend outdoor play
were more influential factors than child’s gender or temperament. Teachers need to
monitor the quality of the outdoor play by facilitating the balance of children’s physical
and creative play to support the educational value of outdoor 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