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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에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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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
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만 5세 유아에게 4주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험집
단 유아 18명과 통제집단 유아 18명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
다. 그 결과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
용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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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놀면서 보낸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생활자체이
고 삶의 목적이며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놀이는 유아 스스로 동기 유발되어 발생하고 결과
보다 그 과정이 중요시 되며 자유가 부여되는 등의 특성이 있어 체험, 반복, 탐구 및 창의를
발휘하게 하여 학습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학습의 효과를 거둔다. 따라서 Platon 이후 많은
학자들이 놀이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하여 왔다.
유아 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Christe & Jonsen, 1983; Dansky, 1980; Pellegrini, 1991; Trostle,
1988; Vulkelich, 1990; Williamson & Silvern, 1990)들은 놀이가 유아의 제 발달을 돕고 있음을
보여주며, 놀이가 유아를 위한 최선의 교육 방법임을 입증해 준다. 최근 Rogers와 Sawyers
(1990) 역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놀이는 자기 주도적이
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놀이는 유아의 조화적인 발달,
종합적인 학습을 성취시키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원리이자 교육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rvill(1982)에 의하면 놀이는 놀이하는 어린이와 놀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는데 놀이 환경은 물리적․인적 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놀이 환경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 놀이를 하는 대상, 놀이 매개체를 말한다. 놀이공간은 말 그대로
놀이를 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현대사회의 놀이공간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로나 공터는 모두 자동차들이 점령해 버렸다. 놀이대상은 같
이 노는 사람으로 부모 뿐 아니라 형제, 또래 및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대사회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장난감은 넘쳐나는데 놀이 대상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아이들은 부족한 놀이 대상 대신에 놀이의 매개체인 장난감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요즘
들어 두드러진 경향은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놀아
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성향이 짙어졌다
는 것이다. 놀이의 매개체인 장난감은 대단히 매력 있고, 기능성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
이들에게 무관심하게 장난감을 계속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사람과 놀기보다는 장난감에 더
빠지게 된다. 장난감이 많아지므로 아이들은 점점 ‘놀이대상’인 사람보다 ‘놀이매개체’인 장
난감에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아이는 점점 장난감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2003년 우리나라의 완구생산은 3억 140만 달러, 수출은 1억 5.600만여 달러, 내수는 수입
된 장난감까지 합하면 3억 4,500만 달러이다. 소매시장 규모로 전체 내수는 6억 2,800만여
달러에 이른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자리를 잡고 출산율
이 낮아지면서 각 가정의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지만 이와는 반대로 장난감 시장 규모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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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장난감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장난감은 매년 매출 신장을 이룩하고 있다. 즉, 핵가족
화와 출산율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아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화여대 국제 교육관 서남재단 심포지엄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에 몰입해서
장난감과 놀면서 친구들을 등한시하고, 커가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제
기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난감이 부족한 아이에게서가 아니라 장난감이 풍부한 아이들에
게서 더 나타난다고 한다.
친구하고 놀기보다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더 선호하는 아이들을 전문가들은 장난감
중독 증상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놀이의 매개로 보고 놀이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그 자체에 몰입하면 그것은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
다. 어린이들은 대개 놀이를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부모와 형제, 그 외 다른 성인들
과 같이 논다. 놀이는 또래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듯 장난감은 바로 이런 여러 놀이 대상들
과 놀이를 하기 위한 매개체인데 그 매개체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유아들의 놀이에 놀이매개체인 장난감은 필요하나 아이를 위해 사준 장난감이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사회성 부족, 고립, 폭력성 등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난감에 대한 새
롭고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통해 장난감에서 해방되는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놀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의 의미탐색, 놀이와 유아발달,
놀이의 유형, 놀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놀이와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연구되어져
왔고(정설희, 2005). 놀이감에 관한 연구는 놀이감의 종류, 수량, 구조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
행동의 차이 등을 살펴보는 연구(김태연, 1984; 신나리, 1994; 이숙재, 1988; Dodge & Frost,
1986; Pepler & Ross, 1981)가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해진 놀이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연
구한 것으로 놀이감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들이 놀 꺼리를 만들어서 노는 모습은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난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
으로 장난감의 존재를 이해하게 하는 전반적인 인식론적 전환의 측면에서 장난감에 대해 재
개념화 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장난감의 재개념화에 관련된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에서는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어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난감 없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 독일의 북 바이에른 지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장난감 없
는 유치원 만들기 운동은 지금은 베를린 유치원의 20%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탄
탄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장난감 없는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최고 선진국인 독일에서 벌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교구 없이도 유치원에서 받아야 하는 다양한
인성과 창의력, 지능 계발 등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 상호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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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장난감 없는 유치원이 더 좋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난감 없
는 유치원의 프로젝트는 유치원 내의 모든 장난감을 밖으로 들어내고 장난감 없이 생활하는
것이다(Becker-Textor, 1997). 이러한 것은 유아의 삶의 능력을 키우는 일로 유아를 비판력 있
고 자립적인 인간으로 만들며, 자신감, 자의식, 갈등대처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Winner, 1997). 유아들은 장난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 이후에 유아
상호간에 자주 그리고 집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유아들이 만든 놀이를 하게 된다. 장난감을 없앤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루함을 이기는 과
정을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지겨워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를 궁리하며, 적극적인 아이가 되어 간다. 여기서 지루함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친구들과 놀이를 만들게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이병용, 2005).
따라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효과적으로 또래 친구관
계를 맺도록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대인간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게 되는데 놀이를 함께하는 유
아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자아를 조절해 나가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들을 중심으로 유아는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최
선의 해결책을 결정하여 문제해결의 결과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될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 것은 대인관계
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Asher, Renshaw & Hymel, 1982)이라 하겠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면 현실 사회에의 적응이 어려우며, 다른 사람과의 교체를 두
려워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Shure & Spivack, 1972).
또한 유아의 또래와의 어울림은 서로에 대한 도식이나 기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판
과 사회적 관계망을 설정하도록 하는데(Hartup, 1992), 다른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또래집단
내에도 위계구조가 존재한다.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있는 유아는 또래의 인정을 받아 정서적
으로 안정되고 보다 성숙된 행동을 보이게 되지만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아동은 부적응 행동
을 나타내게 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에게
새로운 행동양식을 가르쳐주고 어떤 행태의 행동이 어떤 상황 하에서 기대되어지는지에 관
한 지식을 제공해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
고 특정 유아와의 빈번한 상호작용과 관계유지를 위한 기술을 통하여 각자의 개별성 유지
및 친구관계를 발달시킨다(이사임, 1995; Hartup, 199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상호
작용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만약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하다면 유아에게 사회
적 환경의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지
식의 부족을 이끌고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사회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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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양하게 되어 또래 집단 내에서 낮은 인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또래들과의 놀이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유아의 또래 관계를 증진하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원활히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으로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어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안을 구성하고 유
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유
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놀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출
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놀이 프로그램의 틀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
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G시에 소재한 2개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총
36명으로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18명씩이다. 두 유아교육기관은 생활환경과 사회문
화적 환경이 비슷하며,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비슷하다. 실험집단은 남아 10명과 여아 8명으
로 구성되며, 평균 월령은 69.56(SD=2.59)개월이었고, 비교집단은 남아 10명과 여아 8명이며,
평균 월령은 67.50(SD=3.60)개월로서 집단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므로(t=1.97, P> .05)
유사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도구
1) 대인문제해결력 검사
이 검사도구는 1974년 미국의 Hahneman Medical Team에서 개발된 것으로 Spivack 등(1976)
이 ICP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 검사 도구를 통해 대인문제해결력에 대한

252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영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찬옥(1986)이 ICPS를 토대로 “대인문제해결 사고검사”를
제작한 것을(채점자간 신뢰도 .86～.89)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유아가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는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검사의 내용은 유아의 실생활 문제를 가설적 스토리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안적해결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라는 네 가지 하위사고
를 친구, 교사, 어머니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대
상 중 친구의 경우만 검사하였다. 채점 방법은 긍정적․부정적 해결방안에 각각 1점씩 배점
하여 이 두 점수를 합하여 전체적인 해결방안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 사고의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고, 낮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또래수용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또래 평가에 기초한 유아의 또래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sher, Singleton,
Tinsley 및 Hymel(1979)가 제작한 취학 전 유아를 위한 또래 평정 척도를 엄은나(2007)가 사용
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수용도’란 한 유아가 자신이 속한 학급의 유아들에게 수용되는 정
도를 의미한다. 검사를 위해 각 유아와의 개별 면접을 통해 그 학급 모든 유아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그 유아와 놀고 싶으면 웃는 얼굴(3점), 놀기 싫으면 찡그린 얼굴(1), 보통이
면 무표정 얼굴(2) 그림이 있는 상자에 사진을 넣도록 하여 3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또래 평정 점수는 학급 유아들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한 후, 이를 평정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가능한 또래 평정 점수의 범위는 1.00～3.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에 잘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교사 훈련
연구를 위해 실험대상학급의 담임교사에 대해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실시를 위
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2008년 4월 7일～4월 18일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
과 활동내용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책과 해외 사례 비디오를 제공하여 설명하였고, 진행
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2주의 기간에 총 4회 실시하였다.
2) 사전사후검사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 사전검사는 실험처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사후검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직후 2008년 5월 27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면접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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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전개
(1) 실험 기간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4주간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 기간 동안 비교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으며, 담임교사는
생활 주제의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2)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전개
실험집단 유아들은 2008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전활동으로 장난감이 없는 상황
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놀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나누기를 하였다.
2008년 4월 28일부터 유아들과 장난감을 치워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교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장난감을 치
우는 행사를 한다. 둘째, 하루에 한 번씩 논의할 만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가 이루
진다. 셋째, 다른 교실에서나 집에서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넷째, 유아들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다섯째, 계획한 놀이를 하기 위해 장난감을 만들 재료는 어린이
집, 가정 등 아이들의 주변에서 구할 수 있게 한다. 실․내외를 산책하며 놀이를 위한 다양
한 자연 재료들과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동안의 전개과정은 표 1과 같았다.

<표 1>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전개과정
단계

활동

Ⅰ 단계
장난감 없는

장난감 치우기

프로그램 시작
장난감 없는
교실에서 놀이하기
Ⅱ 단계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전개

토의하기

내용
․장난감 치우기 계획 및 역할 분담하기
․장난감 치운 후 교실 둘러보기
․장난감 없이 놀이하기

2008. 4. 28 ~ 4. 29

2008. 4. 29 ~ 4. 30

․해적놀이 계획하기

(놀이활동 및 장난감 ․동화책 제작 계획하기
제작 계획하기)

기간

2008. 5. 1 ~ 5. 2

․장기 제작 계획하기
․어린이집, 가정, 자연에서 재료 구하기

장난감 만들기

․장난감 제작하기(해적선, 해적놀이 소 2008. 5. 6 ~ 5. 16
품, 동화책, 인형 및 인형극장, 장기)

Ⅲ 단계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마무리

계획했던
놀이하기

․해적놀이
․동화책 읽기, 인형극장에서 인형극하기 2008. 5. 19 ~ 5. 23
․장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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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인문제해결력과 또
래수용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문제해결 사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2> 사전․사후 대인문제해결력 검사와 조정된 대인문제해결력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N=18)

집단
변인

비교집단 (N=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

.94

.42

1.00

.34

사후

1.06

.42

.94

.24

조정된 사후

1.07

.07

.93

.07

사전

.94

.42

.88

.32

사후

1.28

.46

.83

.38

조정된 사후

1.28

.10

.83

.10

사전

.67

.49

.78

.43

사후

.94

.42

.67

.49

조정된 사후

.95

.11

.67

.11

사전

.78

.43

.67

.49

사후

1.22

.55

.67

.49

조정된 사후

1.20

.12

.69

.12

사전

3.33

.91

3.33

1.14

사고

사후

4.50

1.25

3.11

.96

전체

조정된 사후

4.50

.24

3.11

.24

대안적해결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대인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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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 총점은 실험집단(M=3.33, SD=.91)
과 비교집단(M=3.33, SD=1.14)이 같았으나,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측정한 사후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 총점에서 실험집단(M=4.50, SD=1.25)이 비교집단
(M=3.11, SD=.96)보다 높은 대인문제해결 사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안적해결 사고는 사전 점수에서 비교집단(M=1.00, SD=.34)이 실
험집단(M=.94, SD=.42)에 비해 높았으나 실험 이후 실험집단(M=1.06, SD=.42)이 비교집단
(M=.94, SD=.24)보다 높은 대안적해결 사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예측 사고는
사전에 실험집단(M=.94, SD=.42)이 비교집단(M=.88, SD=.32)에 비해 높았으며 실험 이후에
서도 실험집단(M=1.28, SD=.46)이 비교집단(M=.83, SD=.38)보다 차이가 더 크게 높은 결과
예측 사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적 사고는 사전 점수에서 비교집단(M=.78,
SD=.43)이 실험집단(M=.67, SD=.49)에 비해 높았으나 실험 이후 실험집단(M=.94, SD=.42)이
비교집단(M=.67, SD=.49)보다 높은 원인적 사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목적 사
고는 사전에 실험집단(M=.78, SD=.43)이 비교집단(M=.67, SD=.49)에 비해 높았으며 실험 이
후에서도 실험집단(M=1.22, SD=.55)이 비교집단(M=.67, SD=.49)보다 차이가 더 크게 높은
수단-목적 사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안적해결 사고 검사의 공변량분석

**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점수)

.86

1

.86

집 단간

.16

1

.16
.09

오

차

3.03

33

전

체

40.00

36

F
9.29

**

1.75

p< .01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대안적해결 사고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대안적
해결 사고 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1.75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
램 실행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대안적해결 사고에서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과예측 사고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결과예측 사고
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9.57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결과예측 사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 사고 하위요인인 결과예측 사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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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과예측 사고 검사의 공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사전점수)

.01

1

.01

.01

집단 간

1.77

1

1.77

오

차

6.11

33

.19

전

체

48.00

36

9.57**

**

p< .01

<표 5> 원인적사고 검사의 공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02

.07

공변인(사전점수)

.02

1

집단간

.71

1

.71
.21

오

차

6.93

33

전

체

31.00

36

3.38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원인적 사고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원인적 사
고 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3.38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실행
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원인적 사고에서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수단-목적 사고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수단-목
적 사고 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9.60으로 장난감 없는 프로그
램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수단-목적 사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 사고 하

<표 6> 수단-목적 사고 검사의 공변량분석

*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사전점수)

1.17

1

1.17

4.88*

집단 간

2.31

1

2.31

오

차

7.94

33

.24

전

체

44.00

36

p< .05,

**

p< .01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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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의 총점 공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점수)

9.34

1

9.34

집단간

17.36

1

17.36

오

차

32.94

33

1.0

전

체

581.00

36

**

p< .01,

F
**

9.35

17.39***

***

p< .001

위요인인 수단-목적 사고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 총점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대인문제해결 검사 총점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17.39로 장난감 없
는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대인문제해결 검사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 교수 방법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비교
집단보다 대인문제해결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대인문제해결 사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과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또래수용도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또래
수용도 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 또래수용도 검사는 실험집단(M=2.59,
SD=.20)이 비교집단(M=2.20, SD=.29)에 비해 높았으며,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에 다시 측정한 사후 또래수용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M=2.75, SD=.29)이 비교집단(M=2.29,
<표 8> 사전․사후 또래수용도 검사와 조정된 또래수용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N=18)

집단
변인

또래 수용도

비교집단 (N=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

2.59

.20

2.20

.29

사후

2.75

.29

2.29

.33

조정된 사후

2.64

.08

2.3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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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또래수용도 검사의 공변량분석

*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점수)

.64

1

.64

집 단간

.33

1

.33
.08

오

차

2.50

33

전

체

233.11

36

p< .05,

**

F
8.45

**

4.37*

p< .01

SD=.33)보다 높은 또래수용도 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4.37, p<.05). 따라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유아의 또래수용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실에서 장난감을 치운 후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어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을 경험한 유아들이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에 있
어 향상되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실험집단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은 비
교집단에 비해 결과예측 사고와 수단-목적사고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장난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 이후에 유아 상호간에
자주 그리고 집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게 되어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Lee(1975)의 연
구와 부합한다.
아울러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경험이 유아로 하여금 장난감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
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문제해
결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융통성과 좋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박찬옥, 1986)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킴(Asher, Renshaw &
Hymel, 198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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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은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에서 유아는 혼자 가지고 놀 것이 없어 혼자놀이보다 또래
와의 놀이를 통해서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에게 새로운 행동양식을
가르쳐주고 어떤 행태의 행동이 어떤 상황 하에서 기대되어지는지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주
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또래수용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아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과 관계유지를 위한 기술을 통하
여 각자의 개별성 유지 및 친구관계가 발달된다는 이사임(1995)과 Hartup(1992)의 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
또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을 실시하면서 실험 초기 또래에게 접근할 때마
다 자기중심적인 요구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또래거부를 자주 경험했던 유아의
경우도 또래의 합의에 의해 장난감을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해 또래놀이를 관찰하거나 또래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놀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해주거나 또래를 지지하는 말과
같은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인기아는 우호성,
적응성, 성취욕구 등의 행동경향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는 Chung과 Asher(1996)와 이영주
(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은 유
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수용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장난감이 없음
이 유아에게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놀이를 또래관계 속에서 만들어 봄을 통해 또래
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
서 장난감을 없애는 것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하나의 놀이방법의 매체로서 의미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난감하고만 소통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커다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로 장기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아들끼리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인문제해결 사고를 측정할 때 가설적
인 상황에서 면접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대인문제해결력
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대인문제해결력을 알아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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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Staged Application of a Program without
Toy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on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eer Acceptance

Choi, In Sook․Hong, Jeong Sun․Ahn, Youn Ky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taged application of a program without toys on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eer acceptance i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A program without toys was developed and a study of its effect was conducted to
the five-year-old children for 4 week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 & post test points gained from
the experiment group of 18 children and the control group of 18 childr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aged application of a program without toy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eer acceptanc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