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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게임놀이가
만 5세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박 현 경*
<요 약>
본 연구는 협동적 게임 놀이 경험을 유아들에게 제공하여 이러한 놀이 경험이 유아의 놀이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실험집단 25명(평균연령
67개월, 표준편차 4.21)과 비교집단의 25명(평균연령 68개월, 표준편차 3.42)으로 총50명의 만 5세 유
아이다. 6주 동안 주 2회씩 총 16개의 협동적 게임놀이를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적용하고, 유아의
놀이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을 실시하여 실험 처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놀이성이 유의하게 증진된 것으로 밝혀져 유아의 놀
이성을 증진시키는데 협동적 게임놀이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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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는 놀이 과정을 통하여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운동기능을 익히며, 정서적 경험은 물
론 그들의 세상을 보다 잘 알아가게 되며(Hirsh-Pasek & Golinkoff, 2008), 놀이는 유아에게 있어
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이면서 기술과 개념을 견고하게 숙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놀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발달에 적합한 최고의 교수매체일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
을 반영하는 행동 평가 척도이며, 발달에 적합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 교수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Fromberg, 1999). 선행 이론들에 의하면, 유아에게 놀이는 교수매체로서 주변 세
상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이면서 유아의 개념과 기술의 학습 기회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신은수, 2000; Frost, 1992;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놀이를
통하여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경험을 관찰할 수 있고, 주변 세상에 적응하는 개념과 기술을
견고하게 하여 인지 능력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다(Cheng, 2000). 이처럼 유아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하여 사회에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가치 지식을
획득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놀이에 대한 관점은 유아와 아동, 부모, 교사, 행정가 등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놀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없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여 현상을 예
측하고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수전략이라는 생각은 일치한다. 유아
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 중 게임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수매체로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놀이와 게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지적 활동’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게임은 보다 ‘구조화된 놀이’로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놀이에 비해 일정한 규칙과 승패가 있는 구조화된 특성을 갖는다(박찬옥, 김
영중, 정남미, 임경애, 2001). 게임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적 개입․규칙적
인 상호작용으로서의 교대․연속적 순서에 따른 반복․비사실성’이 있어야 하며, ‘동의된 규
칙․제한된 시간․점수획득 방법․개인 또는 팀 형태의 경쟁’이 있고, ‘이기고자 하는 욕구와
합의된 규칙에 대한 동조’가 있어야 한다(Kamii & DeVries, 1979). 또한 게임은 놀이참여자들이
규칙에 따라 이기려고 노력하는 신체적, 지적 경쟁이며 시간에 대해서도 구조화하는 조직적
놀이이다(정진, 성원경, 1994).
게임놀이는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놀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
요한 교수활동이며, 유아들은 게임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미 배운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연습하고 강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게임놀이는 놀이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놀이 형태로 혼자 혹은 집단으로 규칙과 방법을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게임은 높은 수준의 인지 및 사회인지적 발달이 요구되며, 인성 및
정서적인 발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Freitag, 1998; Piaget, 1962).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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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 내 혹은 개인 간의 규칙이 설정된 맥락 안에서 상호 의존 혹은 경쟁적 관계가 포
함되는 놀이의 최고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DeVries, 1998; Kamii & DeVries, 1978). 협동적
게임놀이는 두 명 이상 혹은 두 편 이상으로 나뉘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서로 상
반되거나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기능과 기술을 상호교환하며 최대한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하고자 하는 활동이다(Kamii & DeVries, 1979; Piaget, 1962). 이러한 협동적 게임을
Kamii와 DeVries(1979)가 Piaget이론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에 유용한 활동으로 소개하면서 그 중
요성이 보다 부각되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은 협동적 게임놀이가 단순한 흥미유발의 수단이
아니라 유아의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
을 통합적으로 자극시켜 주는 효과적인 활동임을 주장하고 있다(최기영, 1996; DeVries, Zan,
Hidebrandt & Edmiaston, Sales, 2002; Frost, Wortham & Reifel, 2001).

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놀이의 특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게임놀
이를 하려면 유아들이 게임놀이에 포함된 사회 인지적 기능을 이해하고, 규칙에 기초하여 성
공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놀이 규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인식하여야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Kamii와 Lewis(1992)는 게임놀이가 유아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하게하며, 또래로부터 즉각적인 피드
백과 강화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아에게 유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Gallenstein(2003)도 유아교육의 활동에 게임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해결하기, 언어적 의사소
통하기, 추론하기와 같은 사고기술이 발달되고, 게임의 상황을 일반적인 새로운 상황에 적용
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극대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들이 게임놀이를 통하여 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반영되는데 Selman(1984)은 유아의 협상전략 능력을 ‘협상전략의 세
가지 수준에 다른 행동 범주’라는 준거를 계발하여 충동적 수준, 일방적 수준, 상호 호혜적
수준의 3가지 준거로 나누었다. 이러한 사회적 협상능력은 성인의 개입이 없는 보다 자연스
러운 또래들 간의 상황 속에서 규칙에 대한 제안, 설득, 수용 또는 거부, 합의 등의 과정이
나타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호혜성 등의 정서 및 사회적 기술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게
임놀이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하게 된다.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을 놀이에서 살펴보면 놀이를 잘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놀이에 관심
이 없는 유아도 있는데, 이처럼 유아들이 갖고 있는 놀이에 대한 태도를 그 유아의 놀이성
(playfulness)이라고 한다. 놀이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동 성향으
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인식되고 확인 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놀이성은
놀이와 똑같지 않다. 놀이성은 놀이행동 및 확산적 사고에서 관찰된 다양성에 기여하는 성격
적 차원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다섯
가지 특징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다(Lieberman, 1977). 이러한 놀이성은 성격 특징이나 내적 성
DeVrie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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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서 가장 잘 기술되며(Bernett, 1991; Liberman, 1965; Rogers, 1998), 학자들은 놀이성이란
유아의 특성이며,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성향으로서의 놀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Barnett, 1991). 즉,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 개념을 다양하고 행동적인 요
소로 정의하여 놀이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Lieberman(1965)은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며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놀이성은 놀이를 통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및 성격적 측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성으로써 일과 놀이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였다. 즉, 놀이를 하고 있는 사
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놀이는 놀이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놀이를 즐기는 태도인 놀이성은 유아가 놀이상황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즐
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작업과 놀이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놀이성은 유아들의 놀이를 심리학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유아가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인 셈이다. 이러한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놀이성은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며 태도이고 놀이자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
다(Barnett, 1991; Singer & Rummo, 1973).
Barnett과 Kleiber(1984)는 성에 따라 유아의 초기 놀이경험과 사회화 경험이 다르고 그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유아들의 놀이성은 성차를 고려해서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Barnett(1991)은 Lieberman(1977)이 제안한 다섯 가지 차원과의 관계와 성, 형
제 수, 출생순위를 포함한 유아의 다른 성격특질 및 개인적 특성과 관계된 유아의 놀이성을
연구한 결과 남아들은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에서 가장 높게 평정되었고, 여아들은 인
지적 자발성에서 높게 평정되었다
Rubin, Fein과 Vandenberg(1983)는 놀이성을 지닌 개인들은 내적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고 결과
보다는 과정중심으로 행동의 목적이 자기 부과적이고 사물이나 행동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
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에 대해 자유로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이 있
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놀이를 행동적 성향, 관찰 가능한 행동 그리고 맥락으로 보았고, 놀
이의 성향에서 놀이는 자발적인 것, 상징적인 것,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 외부규칙으
로부터 자유로운 것, 성과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 즐거운 것이라는 여섯 가지 요인을
포함시켰다(Fromberg, 2002). 이와 유사하게 Krasnor와 Pepler(1980)는 놀이의 특성으로 융통성,
긍정적 효과, 상상성, 본능적 동기 요소를 포함하며 이 요소들은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놀이성의 구성요소가 되며 놀이상황에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교차될 때 가장 놀이다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Aguilar(1985)는 놀이성은 개인이 활동할 때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의 지각이나 태
도로 정의하였으며, 인간 생활양식의 부분으로 존재하며, 자유로운 내적 성향의 표현과 외적
인 영향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이며, 내적 성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 과정, 과제에 걸쳐 신뢰적이
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Ward, 1966; Witkin, Goodenough & Karp, 1967; Barne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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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사회학습 기술
능력으로서 개인, 가정, 집단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자원이 되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게임놀이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Barrish, Saunders와 Wolf(1969)는 착한 행동 게임(good behavior game)놀이를 개발하여 아동의 충
동적이고 파행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게임놀이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며(Reid, 2001),
Salend, Reynolds와 Coyle(1989)의 연구에서도 게임놀이에 참여한 아동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감
소되었으며, 정서적 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아동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게임놀이는 또래관계에서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인 동시에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는
놀이성과도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게임놀이가 유아의 다양한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유아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며 이루어지는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놀이 태도 및 특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놀이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이 유아들의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을 동반하게 되는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놀이에 대한 태
도 및 특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동적
게임놀이의 전개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기능과 기술을 상호 교환이 원활
한 만 5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1-5) 협동적 게임놀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유머감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1.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P유치원 만 5세 유아 2학급으로, 한 학급은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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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급 모두 생활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으며, 연구대상은 평화적 문제해결 방법을 활용한 게임놀이를 경험한 실험집단 남아 13
명, 여아 12명으로 총 25명(평균연령 67개월, 표준편차 4.21)과 비교집단 남아 12명, 여아 13명
총 25명(평균연령 68개월, 표준편차 3.42)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지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
하여 동질집단으로 밝혀진 총 50명의 유아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성 평정도구는 Lieberman (1965)의 놀이성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
머 감각(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인 Cronbach α는 신체적 자발성 .84, 사회적 자발성
.83, 인지적 자발성 .79, 즐거움의 표현 .86, 유머 감각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협동적 게임놀이 선정 및 활동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적용된 협동적 게임놀이는 홍순정, 최석란, 신은수(1999)의 연구에 기초하
여 연구자가 재조직하였다. 협동적 게임놀이 활동은 6주에 걸쳐 14개의 소주제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각 활동은 도입, 전개, 마무리의 단계를 걸쳐 소집단으로 1주일에 2개의 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선정된 활동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2인과 유아교육 전문가 2
인이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들은 구성된 주제 및 활동들이 유아들이
협동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한지와 활동의 내용이 유아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 적합
한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1)

사전검사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에 협동적 게임놀이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 유아들에게 놀이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담임교사가 유아 1명에 대하여 각각 평정
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교사에게 평정도구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
당학급에 속한 유아들의 놀이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평정과정에서의 제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교사들에게 평정도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유아의 능
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검사자와 협의를 거쳐 검사도구에 대한 이
해, 검사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예비검사를 통해 산출한 검사자 간 일치도(Cohe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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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력적
1주
행동의 조절
공존과
2주
협동
감정이입
3주
역할이행
책임감형성
주 감정이해와
표현

4

주

5

긍정적
언어표현

공동체에 대한
6주 개념 이해 및
실천
Kappa)

<표 1> 협동적 게임놀이 내용
주제
활동명
목표
서로 다치게 ․석이의 산책
․문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하지 말기 ․어떤 그림일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안다.
함께
․친구들과 놀잇감을 함께 나누는 태도
‘고마워’ 게임
놀이하고 ․․우리는
를 기른다.
한마음
생활하기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차이가 있
자기와 ․무지개 물고기
음을 안다.
다른 사람 ․코보의 코가 길어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기 지려면
를 기른다.
토토의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한다.
자기 ․찍찍이와
보물찾기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알맞게
조절하기 ․기쁨, 슬픔 물방울 ․자신의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대상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적
․무슨
말을
해야
할
합리적으로 까?
표현을 안다.
타협하기 ․글자 따먹기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해결한다.
네모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우리는 ․세모나라와
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하나 ․사랑을
전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태도를 기른다.

는 .94였다.

협동적 게임놀이 적용
예비연구를 통하여 결정된 협동적 게임놀이 12개 활동을 6주 동안 매 주 2개씩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전개하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게임판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유아들이 게임의 내용
을 이해한 후 규칙을 정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살펴보
면 <표 2>와 같다
3)

사후검사
사후 검사는 협동적 게임놀이 12개 활동들을 전개한 6주 후에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들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놀이성
검사를 전개하였다.
4)

- 21 -

방과후아동지도연구 제10권 제1호
활동명
목표
대상연령
활동자료

활동방법

활동평가

<표 2> 협동적 게임놀이의 활동사례
세모나라와 네모나라
· 색과 모양을 변별할 수 있다.
· 자료탐색과 토의를 통해 사고력과 언어 표현력을 기른다.
· 문제해결 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
만 5세
집단형태
소집단(2-6명)
모양 빙고 게임판 2개, 주사위 4개, 모양 그림조각 32개 게임유형
판게임
1. 게임 자료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모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색에는 어떤 색이 있을까?
· (게임판을 보며)세모나라와 네모나라가 합해지면 어떤 나라가 될까?
2. 게임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게임판을 보며)여러가지 모양 있는데 어떤 모자인지 친구들과 함께 말해보겠니?
(함께 읽어본다)
· 이것으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
① 순서를 정한다.
② 판과 색과 모자모양 카드를 나누어 갖는다.
③ 자신의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온 색과 모양카드를 판에 붙인다.
④ 가로나 세로로 4줄을 채우고 빙고를 외치면 게임이 끝난다.
3. 게임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게임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니?
·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 주사위에서 ‘◯◯’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예; 자신이 원하는 조각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 등)
· 나란히 4개가 놓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빙고라고 외쳐야 한다.
· 이긴 친구와 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
- 승패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유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
· (2개의 주사위를 던지며)어떤 색과 어떤 모양이 나왔니?
· 그럼 이것은 어디에 붙여야 할까?
게임을 실행해 본 후 게임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유아들의 반영하여 활동방법을 새롭
게 전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을 해보니 어떠니?
· 규칙 따라 게임을 해보니 어떠니?
·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은 없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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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담임교
사가 유아 1명에 대하여 평정한 점수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의
놀이성 문항에 대해 영역별 평균값과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고, 각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놀이성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유아의 놀이성이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놀이성
평정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총점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73.25

6.67

85.15

1.69

73.18

2.71

81.01

2.72
*

0.45

2.16

*

p<.05

협동적 게임놀이를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의 평균값은 73.25,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73.18
이었고, 각 집단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t 검증한 결과(t = 0.45), 두 집단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적 게임놀이를 실시하기 전, 두 집단은
동질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유아에게 협동적 게임놀이를 실시한 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를 보면, 게임놀이를 실시한 후 각 집단의 평균값의 변화량은 실험집단은 85.15,
통제집단은 8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t = 2.16(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
적 게임놀이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못한 집단 유아보다 놀이성 점수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놀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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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에 대해 협동적 게임놀이 실시 후 평균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집
단은 18.35, 비교집단은 16.27로 실험집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t =2 .94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게임놀이를 경험이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1)

<표 4>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14.20

2.67

18.35

1.69

14.18

1.71

16.27

2.72
*

-1.45

2.94

*

p<.05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에 대하여 협력적 게임놀이 실시 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실
험집단은 18.55, 비교집단은 16.0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t = 2.16(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2)

<표 5>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15.90

3.67

18.55

1.69

15.18

2.71

16.01

2.72
*

-0.27

2.16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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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에 대하여 협동적 게임놀이 실시 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18.25, 비교집단은 15.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t = 3.72(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협동적 게임놀이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인지적 자발성에서 놀이성 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나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3)

<표 6>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11.80

5.67

18.25

1.69

12.03

3.71

15.01

2.72
**

-5.68

3.72

**

p<.01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에 대하여 협동적 게임놀이 실시 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실
험집단은 18.15, 비교집단은 15.01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t = 3.96(p<.0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협동적 게임놀이를 경험
한 집단 유아들이 경험하지 못한 집단의 유아들보다 즐거움의 표현에서 놀이성 점수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에 제시한 <표 7>과 같다.
4)

<표 7>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16.60

5.67

19.15

1.69

16.22

2.71

15.01

2.72
***

0.65

3.9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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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유머감각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놀이성 중 유머 감각에 대하여 협동적 게임놀이 실시 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실험집
단은 17.15, 비교집단은 13.95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t 검증한 결과 t = 2.94(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협동적 게임놀이를 경험한 집단
이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유머 감각에서 놀이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협동
적 게임놀이가 유아의 유머 감각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5)

<표 8>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의 유머감각 분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M

SD

M

SD

14.60

3.67

17.15

2.84

14.22

2.71

13.95

4.29

0.85

2.94

**

p<.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이 유아의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유아
의 놀이성은 게임놀이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의 놀이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전개하는 협동적 게임놀이 과정
에서 놀이성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신체 전체나 일부를 움직이는 경험을 통한 신체적 자발
성, 타인과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놀이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발성, 상상력과 창의력, 융통적
사고의 경험을 통한 인지적 자발성, 놀이 과정 중에 유아가 보이게 되는 열중, 만족감, 즐거
움 등을 표현하는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놀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익살스
러운 장난기인 유머감각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실험집단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놀이성 하위
요소인 신체적 자발성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는 신체의 전체나 일부분을 움직이는 경험을
협동적 게임놀이 진행과정에서 다양하게 접하게 된 긍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놀
이성 하위 요소인 사회적 자발성이 더 높게 향상되었다. 이는 협동적 게임놀이 과정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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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되는 타인과의 어울림과 의견 조절, 타협 등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협력적 게임놀이에 참여하였던 유아들이 게임 자료의 탐색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게임에 접
근해 보고, 토의를 통해 규칙을 조절하고 규칙을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에 의한 영향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구성원들 간의 책임공유, 과제정의, 목적에 대
한 공동의 이해가 있을 때 협동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진다는 Rogoff(1990)의 견해가 본 연구결
과를 배경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아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개개의 구성원
은 각기 다른 책임을 부여받고, 제한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구성원 간에 정해진 규칙이 있
을 때, 협동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Olsen과 Kagan(1992)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또한, 또래 간에 친근하고 협동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실시했을
때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Garaigordobil과 Echebarria(1995)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놀
이성 하위 요소인 인지적 자발성이 더 높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게임놀이 중
에 일어나게 되는 상상력, 창의력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융통적 사고에 의
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별 유아의 활동보다 또래간의 토
의활동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Gauvain & Rogoff, 1989; Murray, 1994; 정
진, 성원경, 1994)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또래들과의 집단게임에
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의 인지발달을 유도한다는 연구들(Frost, et al., 2001; Fewell
& Glick, 1998; Kamii, 2003; Painter, 1999)과 다양한 게임 상황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추론능력
이 발달한다는 Gallenstein(2003)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배경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본
다.
다섯째,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놀이성 하위 요소인 즐거움의 표현이 더 높게 향상되었다. 이는 또래와 함께 어울려 유아가
스스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놀이하는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이 유아들에게 편안함과 만족
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놀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지적활동이 이루
어진다는 박찬옥, 김영중, 정남미, 임경애(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여러 유아들이
함께 어울려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지는 협동적 게임놀이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 스스로
재미를 느껴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나아가 안정된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협동적 게임놀이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놀이성 하위 요소인 유머감각이 더 높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희(1995)의 연구에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이 놀이를 잘하는 신체 운동적 특성과 다른 사람의 기분
을 재미있게 해 주는 유머감각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교사 주도적인 활동과는 달
리, 여러 유아들과 함께 어울려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놀이 과정에서 즐기
며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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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은 유아들이 경험하는 협동적 게임놀이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
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을 포함하는 놀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이 유아의 지적능력, 문제해결 행동 그리고 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놀이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
한 형태의 게임놀이 활용과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중에는 일대일 게임 형태가 많이 있다. 게임방식과 도구의 정형화 된 사
용과 그에 따른 유아의 수동적 참여, 고정된 승패 기준에 의한 결과지향적인 평가, 지나친 과
열 경쟁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놀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Garaigordobil, & Echebarria, 1995; honing & Wittmer, 1991). 여러 유아들
이 함께 전개하게 되는 게임놀이는 경쟁적 목표를 갖는 것 보다 협동적 목표를 갖게 하여 유
아들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앞으로 유아의 놀이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놀이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
적 게임놀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
어야 할 연구과제 및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협동적 게임놀이 경험에 따른 유아들의 놀이성을 양적접근 방
법에 의해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협동적 게임놀이를 전개함에 따라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심층적
관찰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적 게임놀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교수 실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이나 개입유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관찰, 분석하고 그
러한 교수 행동이 유아들의 놀이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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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operative Game Play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Hyun-Ky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operative game play on the young children's
playfulness. The subjects are 50 five-year-olds kindergarteners. They have been divided equally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and control. Both of group has 25 members each. An experimental group of children experienced 12
game play using conflict resolution material for 6 week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alysis using SPS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difference in children's playfulness. The total score of the playfulness of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xperience of young children's cooperative game play. And there were also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cooperative game play and physical spontaneity, soci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manifestation of joy and sense of humor, the subordinate factor of playfulnes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cooperative game play developed by this study is applicable to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cooperative game play, playfulness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