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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하상목**․ 이순복***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척도는 Fogel과 Mendez(2006)가 개발하고 이한
별(2008)이 번안한 척도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 척도는 이윤희(2009)의 척도를,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에 대한 척도는 LeBuffe와 Naglieri(1999)가 개발하고 이완정(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시와 ○○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216명의 유아와 그들의 아
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아버지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지지하는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정도,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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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놀이는 유아의 감각운동능력과 기능을 형성할 뿐 아니라 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정
서적 발달, 사회적 학습기회를 제공해 준다(김진영, 최미숙, 2012). 놀이에 참여한 유아는 운
동 기능이 성장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증진과 창의력, 즐거움의 표현, 유
머 감각의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놀이는 유아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데 많은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 중 하나인 부모는 유아가 최초로 경험
하게 되는 환경인 동시에 그들의 경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신념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
식과 신념은 유아의 놀이에 접근하는 부모의 행동과 유아의 놀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선, 2000).
이처럼 유아의 놀이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모와
유아의 놀이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행동(김종석, 2011; 이상은, 2010; 이진화, 2009; 홍정유, 2007) 또는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박
정연, 2009; 장영숙, 조혜정, 2006) 등 외현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외현
적인 행동과 더불어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갖는 신념이 유아의 놀이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유미, 유미숙, 2008),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포함하는 부모의 놀이신념이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진영, 최미숙, 2012).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육신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단순히 양육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이한별,
2008). 부모의 신념이 곧 부모의 행동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부모의 인지적 특성을 행
동적 특성과 함께 연구한 결과, 유아 발달 전반에 대한 목표나 가치관 등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신념은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강조되었다(Goodnow, 1988; Miller, 1988). 그 중에서도 Fogel(200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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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아의 놀이를 전인적 발달의 주요 기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놀이 중심으로 이끌
어 가면 유아는 자발적 놀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힘을 가지게 된다고 제시
하고 있으며, Fogel과 Mendez(2006)의 연구에서는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일
수록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다(이한별,
2008, 재인용).
부모의 놀이신념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박어진, 2012; 유미, 유미숙, 2008; 유인순, 2005; 윤승림, 2009; 이진화, 2009; 임
예슬, 한유진, 2015; 최은정, 김금주, 2015; 홍정민, 2008; 홍정유, 2007). 유아의 자발적인 놀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
져오며,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하기와 대
화하기를 잘하는 반면, 어머니가 학습중심의 놀이신념을 가질수록 유아는 상호적 또래놀이
를 잘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인순, 2005; 홍정민, 2008; 홍정유, 2007). 이러한 학습
중심의 놀이신념이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어려서부터 학습을 강조하
는 사회 분위기 속의 사람들이 학습중심 놀이신념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학습중심 놀이신념을 역채점하여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놀이의 발달에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놀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룬 연
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최태산, 조미정, 2009), 아버지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
(권인옥, 2015; 김혜연, 2014; 임예슬, 한유진, 2015)는 어머니의 놀이신념 연구(박어진, 2012;
유미, 유미숙, 2008; 유인순, 2005; 이진화, 2009; 최은정, 김금주, 2015; 홍정민, 2008; 홍정
유, 20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유미, 유미숙, 2008; 유인순, 2005), 사회성 발달과의 관
계(박어진, 2012), 상호작용(이진화, 2009; 홍정민, 2008), 양육행동(홍정유, 2007), 자아탄력
성(최은정, 김금주, 2015), 정서(박어진, 2012), 정서조절능력(최은정, 김금주, 2015; 하미현,
2010)에 대해 살펴져 왔다. 한편, 아버지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이미선, 2011), 유아의 놀이참여도와의 관계(김혜연, 2014),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임예슬, 한유진, 2015) 등 유아의 놀이 관련 변인 혹은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
이지지신념이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은 높아지며(권인옥, 2015), 유아의 놀이성(이미선, 2011),
유아의 놀이참여도(김혜연, 2014), 아동의 사회적 기술(임예슬, 한유진, 2015)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의 요소 중 하나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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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사회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라고 보고, 선행연구로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윤승림, 200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관련 개념인 자아탄력성(최은정, 김금주,
2015)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놀이신념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버지의 신념과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아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놀이의 한 형태로서 거친 신체놀이는 때리기, 발로
차기 등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고, 유아들이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폭력적인 행동에
쉽게 노출되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Pellegrini, 1989), 유아들이 많이 하는 놀이
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로 생각되어져 왔다(고여훈, 엄정
애, 2010; 마혜린, 2013).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 발달에 영향을 준
다는 연구(Smith, 1984)와 공격적인 행동과 구분된다는 연구(Smith & Boulton, 1990)가 보고되
면서 거친 신체놀이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유아는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또래,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뛰
고, 잡는 등의 대근육 활동을 통해 신체의 발달도 이루며 웃음, 미소 등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조윤희, 2015). 이처럼
거친 신체놀이는 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문제해결력 등의 전인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국내 연구들은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
에 참여할수록 사회성(김현숙, 2011), 사회적 능력(김영아, 2007), 사회적 행동특성(장우주,
2011), 사회적 상호작용(김단희, 2012), 또래 유능성(이지영, 2007), 자기조절력(주보라, 2014)
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해 꾸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영아,
2007; 이지영, 2007)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숙재, 1998; 이시자, 임명희, 1998)
가 혼재되어 있어 보육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를 감안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혼재로 인해 보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거친 신
체놀이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거친 신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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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관련 능력이
증진된다는 연구들이었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박은혜, 2015; 전소영, 2011)
와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연구(이미영, 2012; 이윤희, 2009, 조
윤희, 2015)가 있지만 인식 정도에만 관심을 둘 뿐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유아 관련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아에게 최고의 놀이 상대자이자 최초의 교사이며 모델인 아버지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존재이므로 아버지의 생각과 태도는 유아가 놀이하는 방법과 놀이유형과 연관이 된다(조윤
희, 2015).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놀이 상
대자인 아버지의 역할을 고려하면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조윤희, 2015).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유아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다(노은아, 문병환, 2012)는 점을 감안할 때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또한 유
아의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심리적 건강성이란 생리적이거나 심리적 위험 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
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
해 성취된다(박형신, 김정주, 2015). 심리적 건강성(resilience)의 개념은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resilience’의 번역은 심리적 건강성, 회
복탄력성, 탄력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남궁령, 2015). 즉,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
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아가 보이는 회복
탄력성, 탄력성, 복원력, 회복력이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놀이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스트레스 극복인 것처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도 유아가 경
험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윤승림, 2009).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란 어
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거나 훌륭하게 적응해내려는 개인의 성향
을 의미한다(김선희, 2010). 심리적 건강성이 높은 유아는 역경을 극복한 후에 오히려 더욱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여, 현재의 긍정성은 물론이고 이후 생활과 사회의 적응에도 성공적
일 확률이 높다(김선희, 2010)고 볼 수 있다.
놀이와 관련된 부모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부모의 역할놀이 참여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지혜의 연구
(2015),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윤승림(2009),
최은정과 김금주(2015)의 연구 등이 있지만, 아버지의 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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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부모의 역할놀이 참여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놀이신념 중 놀이를 지지하는 하위항목이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이 됨으로 이러한
변인들을 연관되어 해석한다면 아버지의 놀이신념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높
을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또한 긍정적으로 높아진다면,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이 또래간의 적응이나 인기도가 높았던 연구(김영
아, 2007), 대인문제해결력이 높았던 연구(강영식, 마지순, 안라리, 2013), 거친 신체놀이 참
여정도에 따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에 차
이가 있다는 노은아와 문병환의 연구(2012)를 감안할 때,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인식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확대로 이어지며(조윤희, 2015), 아버지의 긍정적인 지
원을 통해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또한 증진될 것이다.
이처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결국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심리적 건강성이 높은 유아는 향후 만날 수도 있는 위험 요
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또한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과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격려
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가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버지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유아의 심리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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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
향력은 어떠한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시와 ○○군에 위치한 7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며 거친 신체놀이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인 만4-5세 유아 250명과 대상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
으며, 회수된 21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
보면 연구대상 유아는 4세 남아 51명, 여아 54명, 5세 남아 62명, 여아 49명이며, 유아 아버
지의 학력은 전문대졸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25.5%), 대졸(24.5%), 기타(5.6%),
대학원 이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기타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서비스직(20.8%), 전문직(16.2%), 생산. 제조업(12.5%), 사무직(11.6%), 공무원(5.6%) 순으로 나
타났다.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20.8%),
400-500만원 미만(13.0%), 100-200만원 미만(10.2%), 500-600만원 미만(9.3%), 700만원 이상
(7.4%), 600-700만원 미만(3.2%)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8.4세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아버지 놀이신념
아버지의 놀이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Fogel과 Mendez(2006)가 제작한 부모의 놀이신념 척

․

도(The 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이한별(200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놀이활동 참여와 그 효과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놀이지지신념 17문항, 부
모의 학습활동 참여와 그 효과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학습중심신념 8문항, 총 2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지지신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놀이는 즐거운 것이고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유익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중심신념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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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함에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사용하여 학습중심신념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통상개념과 상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중심신념을 역채점하였으며, 학습중심신념은 점수가 낮을수록 숫
자 또는 문자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유아의 놀이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
며 셈하기, 책읽기와 같은 학습적 성취를 강조하는 학습지향적 활동에 더 가치를 둔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점수체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척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놀이지지신념 cronbach's
α는 .96, 학습중심신념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전쟁놀이에 대한
부모, 교사의 인식을 알아 본 조경자(1995)의 연구도구와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교
사의 인식을 조사한 우진아(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선행

․

연구를 살펴 본 뒤 이윤희(2009)가 연구목적에 수정 보완한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
의 인식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의 인식에 대한 관심정도 8문항,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15문항, 비장애요인에 대해 8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 정도와 필요성과 가치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친 신체놀이의 관심과 거친 신체놀이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비장애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거친 신체놀이
를 지원하고 허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체계는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였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척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관심정도 cronbach's α는 .91, 필요성과 가치
cronbach's α는 .97, 비장애요인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의 만2-5세 유아용 Resilience
측정도구(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완정(2002)의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교사가 평정하는 척도로써 교사가 설문지를 받고 나서 담당하고 있는 유
아들의 행동특성을 관찰한 후 유아 각 개인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 8문항, 주도
성 12문항, 자기통제 7문항, 적응행동 10문항,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빈번하다’ 5점으로 채점하였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에 척
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애착의 cronbach's α는 .88, 주도성 cronbach's α는 .92,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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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86, 적응행동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설문지 문항내용에 관한 이해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2015년 7월 20일에서 7월 24일까지 만4-5세 유아를 둔 아버지 10명에게 놀이신
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척도를 개별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해서는 만 4, 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 3명에게 평정하도록 하여 문
항에 대한 이해와 적절성, 소요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응답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8월 3일에서 8월 28일에 걸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시와 ○○군 소

재 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만4-5세 유아의 아버지 250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216명을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놀이에 대한 아버
지의 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버지용 설문지를
유아를 통해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용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각 반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소개
하고 평가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뒤 지난 한달 동안 학급에 속한 유아들이 보인
행동을 생각하여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ASW Statistics)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검
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점검하였다. 분산팽창지수는 공차
한계(tolerance)의 역수로 표시가 되며 분산팽창지수가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15). 진단결과 본 연구의 VIF의 값은 최대값이 10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력(enter) 방식을 사용한 중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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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과

1.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

아버지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아버지 놀이신념의 하위영역인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r = .344, p < .01), 주도성(r = .438, p < .01), 자기통제(r = .448, p < .01),
적응행동(r = .298,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놀
이신념의 하위영역인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r = .213, p <
.01), 주도성(r = .276, p < .01), 자기통제(r = .344, p < .01), 적응행동(r = .369, p < .01)과
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안정성과 상관이 높아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관심정도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
위영역인 애착(r = .271, p < .01), 주도성(r = .276, p < .01), 자기통제(r = .337, p < .01)와
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응행동(r = .127, p > .05)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의

<표 1> 각 변인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변인

하위영역

1

2

3

놀이

1. 놀이지지

1

신념

2. 학습중심

.444**

1

거친

3. 관심정도

.476**

.275**

**

**

4

5

6

4. 필요성/ 가치

.608

.372

.386**

1

놀이

5. 비장애 요인

-.277**

.055

-.300**

-.270**

**

**

-.125

1

**

6. 애착

.344

.213

.271

.438

.276

.276

.375

-.100

.749**

1

건강성

8. 자기통제

.448**

.344**

.337**

.396**

-.103

.516**

.744**

1

9. 적응행동

**

**

**

-.038

-.007

.108

.349**

p < .01

.369

**

.262

7. 주도성

.298

**

9

1

심리적

**

**

**

8

1

신체

**

7

.127

.2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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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인 필요성/가치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r = .262, p < .01), 주도
성(r = .375, p < .01), 자기통제(r = .396, p < .01), 적응행동(r = .24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인 비장애요인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 등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장애
요인의 하위요인을 제외한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심리적 안정성과
상관이 높아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의 심리적 안정성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2.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와 같다.

<표 2>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

B

β

t

놀이지지

.157

.311

4.343***

학습중심

.063

.075

1.043

놀이지지

.300

.392

5.733***

.131

.102

1.495

종속
애착

주도성

학습중심

자기통제

적응행동

전체
*

p < .05,

놀이지지
학습중심
놀이지지

**

.368

5.466

.134

.181

2.684**

.167

*

2.384

***

학습중심

.255

.295

4.202

놀이지지

.707

.418

6.498***

.206

**

학습중심
p < .01,

.583

F

.123

14.928***

.200

26.599***

.227

31.206***

.159

20.073***

.293

44.211***

***

.163

.086

R²

3.205

VIF
1.245
1.245
1.245
1.245
1.245
1.245
1.245
1.245
1.245
1.245

***

p < .001

<표 2>에 따르면,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분산팽창지수 값은 1.245로 최대값이 10이상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F = 14.928, p < .001)에 대한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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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지지신념(β = .311)이 애착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
으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
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주도성(F = 26.599,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지지신념(β = .392)이 주도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놀
이신념이 주도성에 대한 설명력은 20.0%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
위영역인 자기통제(F = 31.206,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
이지지신념, 학습중심신념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에 대한 상대적 설
명력은 놀이지지신념(β = .368), 학습중심신념(β = .181)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자기
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22.7%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적
응행동(F = 20.073,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지지신념,
학습중심신념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적응행동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학습
중심신념(β = .295), 놀이지지신념(β = .167)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5.9%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F = 44.211, p < .001) 전체
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지지신념, 학습중심신념이 유의미한 예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놀이지지신념(β =
.418), 학습중심신념(β = .206)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3.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분산팽창지수 값은 1.134-1.235로 최대값이 10이
상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F =
8.115,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정도, 필요성/가치가 유
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애착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관심정도(β = .196), 필요성/
가치(β = .182) 순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애착에 대한 설명
력은 10.3%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
위영역인 주도성(F = 13.675,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
정도, 필요성/가치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도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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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관심정도

애착

자기통제

적응행동

전체

*

p < .05,

**

.230

β
.196

t

R²

*

.182

2.546

비장애

-.024

-.017

-.240

.162

VIF

2.707

.113

.289

F

**

필요성/가치

관심정도
주도성

B

1.235
.103

***

8.115

1.134

*

2.321

***

필요성/가치

.301

.322

4.655

비장애

.078

.036

.532

1.213

1.235
.162

***

13.675

1.213
1.134

**

관심정도

.236

.228

3.343

필요성/가치

.175

.322

4.762***

비장애

.068

.053

.813

1.134

관심정도

.055

.045

.613

1.235

필요성/가치

.154

.243

3.322**

비장애

.061

.041

.584

.199

.065

17.578***

4.893**

.810

.205

3.043

필요성/가치

.742

.359

5.366***

비장애

.183

.038

.583

1.213

1.213
1.134

**

관심정도

p < .01,

1.235

1.235
.218

19.653***

1.213
1.134

***

p < .001

요성/가치(β = .322), 관심정도(β = .162) 순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주도성에 대한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자기통제(F = 17.578,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정도, 필요성/가치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필요성/가치(β = .322), 관심정도(β = .228) 순으로 나타났다. 거
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자기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19.9%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적응행동(F = 4.893, p
< .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가치(β = .243)가 유의미한 예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F =
19.653, p < .001)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정도, 필요성/가치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필요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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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β = .359), 관심정도(β = .205) 순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다.

Ⅳ

. 논의 및 결론

1.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 심리적 건강성 간의 상관관계

첫째,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하위영역인 놀이지
지신념, 학습중심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
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놀이를 지지하
는 학습중심신념을 역채점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습중심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발적인 놀이를 지지하는 놀이지지신념
을 가질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념 중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 중 애
착, 주도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윤승림(2009)의 연구,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주장의 요인을 포함하는 행동적 자기조절
력이 높다는 하미현(2010)의 연구,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준다는 Fogel(200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시
된 연구들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아버지가 놀이를 전인적 발달의 주요
한 기제라고 생각하여 놀이를 지지한다면 유아는 자발적 놀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이
끌어 낼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Fogel, 2003).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긍정적인 놀이지
지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높아지며, 아버지가 학습과 관련된 놀이에 대
해서만 유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낮아짐을 시사
한다. 이처럼 아버지는 유아가 자발적인 놀이에 대해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인물로 생각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
녀양육을 책임지는 인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맞벌이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가사노동은 분담되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자녀양육의 문제도 공동책임으로 생각
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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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곧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
이 있듯이 아버지의 놀이신념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이 있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인식 하위영역인 관심정도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
성, 자기통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 하위
영역인 필요성 및 가치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
응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 하
위영역인 비장애요인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
행동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유아의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노은아와 문병환(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거친 신체놀
이에 참여한 남아의 경우 또래 유능성이 높았으며 사교성과 주도성이 높다는 이지영(2007)
의 연구,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와 또래관계 간 적응, 인기 및 주도성이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김영아, 2007; 이지영, 이경옥, 2008)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시된 선행연구는 유
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른 연구이지만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높여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중요
함을 시사한다. 즉, 거친 신체놀이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신의 잣대로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가치가 없는 놀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 하위영역인 비장애요인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
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구체적 지도방법의
어려움과 놀이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높다는 것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6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6권 제1호

2. 놀이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신념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경향은 유아의 자발적 놀이를 지지하는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비자발적 놀이를 지지하는 학습중심신념 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은 놀이는 유아에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며,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하위영역인 놀이지지신념,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놀이신념 하위영역인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에 대
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아버지의 놀이신념 하위영역인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자기통제, 적응행동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구분하지 않고 살펴 본 선행연구(김진영, 최미숙, 2012; 이
미선, 2011; 이한별, 2008; 하미현, 2010)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여 보면,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능
력을 발달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갖는 유아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는 박어진(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애착, 자기
통제, 주도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놀이에 대해 학습중심적인 신념을 가
질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최은정과 김금주(2015)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놀이를 통해 억눌
린 정서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을 놀이로 승화시킨다(배정호, 2015). 또한, 놀이
에 영향을 주는 인적 변인인 아버지는 유아에게 영향력이 크고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
에 아버지의 생각과 태도는 유아의 모든 놀이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미영, 2012).
놀이는 유아가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활
동형태이므로 유아의 발달을 위한 충분한 놀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 뿐 아
니라 유아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또래 등의 놀이 상대와 이들
의 지지 및 격려가 필요하다(김은주, 2009).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와 긍정적
인 관계를 도와주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유아의 여러 영역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유아들에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놀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유아의 잠재력 계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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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2000). 부모는 유아가 놀고자 하는 욕구를 억압하거나 부모의 의사를 따르도록 강
요하는 것보다 부모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놀이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김진영, 최미숙, 2012).
유아의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놀이는 유아에
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인식과,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져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유아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인 애착, 유아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욕구를 만족시키는 주도성, 유아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자
기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아버지는 유아의 심리적 건
강성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놀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경우에도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신념을 가지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인다는 점과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자
녀의 놀이참여 비율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아의 놀이가 학습과 관련된 비자발적
인 놀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아버지가 가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3.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경향은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필요성 및 가치를 가
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관심정도, 비장애요인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들이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유아가 난폭해지거나 공격성이 증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유아가 즐거워하고 신체발달과 에너지
방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며,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에게 어떤 의
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하위영역인 관심정도, 필요성 및 가치는 유아의 심
리적 건강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하위영역인 관심정도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
성, 자기통제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
의 인식 하위영역인 필요성 및 가치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하위영역인 애착, 주도성, 자
기통제, 적응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친 신체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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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도에 따라 유아의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적응행동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노은아와
문병환(2012)의 연구, 잡기놀이 중심의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위협적 요소
로 작용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김성재(2011)의 연구와 맥
락을 같이한다.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교사나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으
로 거친 신체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있는 애착 관계를 지속시키며, 유아가 거친 신체놀
이에 참여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험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또래와 역동적
인 행동을 촉진하게 되어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은아, 문
병환, 2012). 또한, 거친 신체놀이는 유아의 배려와 친밀감, 자신감 표현에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분노를 조절하여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재미있는 놀이로 나타나고,
감정이입이 되어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노은아, 문병환, 2012). 이처럼 유아들은 거친 신체놀이를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
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며 자신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 모
든 발달영역에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전소영, 2011). 또한,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는 자
기결정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주보라, 2014), 사회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유추할 수 있다(강영식, 마지순, 안라리, 2013).
아버지는 직접 놀이 상대로서 유아의 놀이에 참여, 적절한 환경배치, 유아의 능력과 놀이
흥미에 적합한 놀이재료의 제공 등 유아의 놀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전소영, 2011). 아버
지는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과 태도는
유아의 모든 놀이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윤희, 2009). 유아의 놀이를 인식하고 양육
하는 방식은 유아의 놀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이미영, 2012).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
어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교사보다 자녀의 놀이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 그리
고 올바른 지도와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아버지는 유
아들의 거친 신체놀이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확장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자기보고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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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합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와 그들
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정된 표집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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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Belief of Play,
Rough-and-Tumble Play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Ha, Sang-Mok․Lee Soon Bok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ather’s belief of play, rough-and-tumble play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e parent play beliefs scale, originally developed by Fogel and
Mendez (2006) and translated by Lee (2008) was applied. The rough-and-tumble play scale, adapted
by Lee (2009) was applied. The young children’s resilience scale, originally developed by LeBuffe and
Naglieri (1999) and translated by Lee (2000) was applied. As analysis subjects for this study, 216
young children’s and their fathers from the daycare centers in P city and Y-gun were participated.
To analyze the data of this study, spss 22 program was used, and to prove multicollinearity, VIF.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the study,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onducted, and to find 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variables, En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n this study: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s belief of play, rough-and-tumble play, and young children’s resilience has
the relevant connection. Second, father’s play-based support belief of play had positi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father’s learning-based support belief of play had negati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ird, rough-and-tumble play had positi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주제어(Key Words) 아버지의 놀이신념(father’s belief of play)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rough-and-tumble play)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young children’s resil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