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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로 인한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유아
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종일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증가하면서 2004년 1월 제정된 유아교육법 제 12조 3항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
한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통합형
취학전 교육, 에듀케어(Edu-Care)’라는 유아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서울시 공립유치원을 대
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탁아 형태의 프로그램(Fromberg, 1995), 혹은 반
일반 유치원에 학원의 기능을 더한 것이었다(한국어린이육영회, 1990). 그러나 점차 종일제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에 치우치거나 특별활동을 덧붙여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기숙, 1990).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 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들이 반일제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긴 시간 동안 지내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개별 자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초기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들이 1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물면서 부모와 장시간 떨어져서 지내게 되면, 어머니와 유아간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최근 종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연장된 시간 동
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이 영ㆍ이미화ㆍ조미혜, 1990; Jeanette, 1996). 즉 반일제 기관과 종일
제 기관의 차이가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종일제 프
로그램은 효과가 있으며,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다(이영 외, 1990; McClinton
& Topping, 1981).
우리나라에서도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일제 프로그
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종일반 운영실태(구정주, 2001; 김현희, 2002; 나세경,
2003; 정미라ㆍ홍용희ㆍ엄정애ㆍ이순영, 2000)나 종일반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요구(신한
임, 2003; 안선희, 2000; 우윤숙, 1997; 이영자, 1995), 바람직한 종일반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
한 연구(윤기영ㆍ권미경 2004), 질 높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홍용희ㆍ김기혜ㆍ
강경아ㆍ김수정; 2004)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실제 종일제 학
급을 운영하거나 자녀들을 종일제 학급에 보내어보니 신뢰할 만한 종일제 프로그램이 부족
하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종일제 학급 교사들의 경우, 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할지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들을 하고 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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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외, 2000).
특히 종일반 교사들은 반일제에 비해 부과된 시간인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지침서 혹은 교육 자료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종숙, 2001; 신한임, 2003). 그래서 교사들은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도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간으로 운영되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김
미영, 2000; 안선희, 2000; 유정희, 2003; 이순영, 1997), 이 시간을 보낼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자녀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강력한 요구(김미영, 2000; 신한임,
2003; 안선희, 2000; 우윤숙, 1997; 이영자, 1995)에 밀려서 유아의 흥미와 개별성이 고려되
지 못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거나(김현희, 2002; 박종숙, 2001; 이순영, 1997), 보호적인 측면에
치우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정미라 외, 2000; 우은희ㆍ전예화, 1998)고 한다.
따라서 종일제 학급의 특징인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며, 오후 자유
선택활동 시간 동안 교사와 유아의 삶에 귀 기울여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자는 종일제 학급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참여관찰자로 들어가서, 종일반 오후 자유
선택활동의 운영 특성은 무엇이고, 오후 자유선택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은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독립된 종일제 아름반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독립된 종일제 아름반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유아의 놀이 행동 특성은 어떠
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종일반 프로그램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반일반과 종일반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유아들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선 교사와 부모들은 의문을 가
지고 있다(Fromberg, 1995). 현재 종일제 오후 시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김현희(2003), 박종
숙(2001), 이순영(1997)의 연구에 따르면, 오전 교육을 심화해서 운영한다는 응답과 특기 활
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
안 진행되는 구체인 활동을 조사한 신한임(2003)과 구정주(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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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자유선택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미술, 피아노, 한글 등의 특기활동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거나(신한임, 2003), 자유선택활동을 진행하면서 요일별로 특기활동을 실시하고(구정
주, 2001) 있어서 유아들이 오후 시간에 놀이 중심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밖에도, 정미라 외(2000)와 우은희 외(1998)의 연구에서는 오후 프로그램을 보호 위주
로 운영한다는 응답과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종일반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특별활동이나 초등학교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아들과 함께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자료, 지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종일반
교사들은 호소한다(박종숙, 2001; 신한임, 2003). 따라서 특기교육이나 초등학교 준비 위주
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종일반이 오후 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오전과 오후의 연계성은 종일반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되었다. 즉 오후의 일과는 오전의 일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전의
맥락에서 이어져 전개되고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오후 시간에 일어나는 놀이도
오전 시간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서울시 교육청, 2003; 정미라 외, 2000; 홍용
희 외, 2004). 오전 자유선택활동만으로는 심화하기 어려웠던 주제, 유아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따라 좀 더 확장해주고 싶었던 활동을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류
지후, 1996). 연계성은 오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끼워 넣거나 오전의 활동을 반복하거나 보
육 위주의 활동으로 치우치는 등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유아들과 오후 시간에 무엇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둘째,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단순히 오전의 활동을 반복하거나 보호에 치우친 시간
으로 보낸다면 유아들은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정미라 외, 2000). 그래서 오후에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계획하는 것이 오후 시간을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중요한 아
이디어가 될 수 있다(조연수, 2003; 홍용희 외, 2004; Fromberg, 1995). 오후 시간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견학, 가정생활과 유사한 활동, 소규모 프로젝트, 자연 친
화적 활동,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 등을 계획할 수 있다(홍용희 외, 2004).
셋째, 종일반 오후 시간에 유아들은 반나절 동안 여러 유아들과 함께 장소와 놀잇감을 공
유하면서 신체적ㆍ심리적으로 피곤해지므로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할 때
유아들의 이러한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교육부a, 2000). 교사들은 유아들이 편안함
과 안정감을 갖고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하고 유아들이 쉬면서 오후 일과
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오후 시간에 유아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유아들이 개별적 요구에 맞게 휴식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한다(서울시 교육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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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아들은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집중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오후 자
유선택활동 시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교사의 개입이 적은 유아 주도적인 활동(류
지후, 1996), 자극의 강도가 세고 움직임이 많은 활동 보다는 편안한 활동, 새로운 활동 보다
는 오전 활동을 연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한다(교육부a, 2000). 특히 만 3, 4세 유아들
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대집단활동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을 피하고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놀
이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세 유아들은 오전의 활동과 연계되어서 경험을 심화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정미라 외, 2000).
이상으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유아
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전에서 오후로 놀이가 심화․확장될 수 있
는 연계성 있는 운영을 지향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유아들
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며, 유아들이 자신
의 신체 상태에 따라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2. 종일반 프로그램과 유아의 놀이 행동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종일제 프로그램이 유아의 놀이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이순
영, 1997). 최근 연구들은 종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반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보다 놀이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인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Cryan, Sheehan, Wiechel, & bandy-hendden, 1992). McClinton과 Topping(1981)의 연구에
서도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에 다니는 유아들보다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들이 지
능이나 사회성 등에서 우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ryan(1992)도 종일제 프로그램에 참
여한 유아들이 반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보다 또래와 협동적 놀이를 더 많이 하며, 인지
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놀이 행동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경험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 Howes & Smith, 1995). 종일제 프로그램의 질적 요인으로 Day
와 Sheehan(1975)은 물리적 공간의 조직과 활용, 학습 자료의 제공과 활용방안,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양과 유형을 들고 있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비율, 집단의 크기, 유아 발달과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훈련 정도, 교사의 교육 수준, 교사의 임금 수준, 교사의 이
직률을 종일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Scarr,
Eisenberg, & Peater Deckard, 1994).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질적 수
준과 유아들의 인지활동을 연구한 Howes와 Smith(1995)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질, 교사와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유아의 놀이 행동, 교사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유아의 인지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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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 놀이 행동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영, 이미화,
조미혜(1990)의 연구에서 단기적으로는 신체 발육, 자주성, 사회성, 지적 발달, 의사소통 면
에서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발달이 이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신체 발육, 지적 발달 영역에
서 지속적인 발달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황현주(1991)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
용 및 물리적 환경이 우수한 종일제 기관의 유아는 과제의 열중도, 유목적적 활동, 교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규칙 따르기, 유아 스스로 활동 선택하기, 협동하기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고 한다. 안라리(1995)는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
질 낮은 기관의 유아들이 신체적 스트레스,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
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종일제 기관의 질과 경험, 가족 특성과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에 대한 양연숙(1995)의 연구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협력성이 높고, 유아
1인당 활용 면적과 실내 면적이 넓을수록 유아의 협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의 종일제 기관 경험이 유아들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서 생활하였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즉 종
일제 학급의 오후 시간 동안 유아들의 놀이 행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물리적 환
경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7)
하나유치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A대학교의 부속 유치원으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
고 있다. 아름반은 독립된 종일제 학급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만 4세와 5세가 함께 지내는 혼합연령 학급으로 만 4세는 남아 8명, 여아 5명으
로 총 13명이며, 만 5세는 남아 5명, 여아 8명으로 총 13명이다. 아름반 유아들의 부모는 대
졸 이상의 중산층 가정이며, 유아들의 어머니는 대학원 박사 과정생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취업을 한 여성들이다.
아름반은 정교사 두 명이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일과를 운영하고, 보조교사들이 오전
과 오후에 1명씩 배치되어서 담임교사를 돕는다. 박교사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
고 2년째 아름반 담임을 맡고 있으며 학급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구상한다. 신교사는 4년
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초임교사로서 박교사와 팀워크를 이루어 아름반을 운영해간
7) 연구 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연구 대상 유치원명, 학급명, 교사 및 유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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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하교사는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아름반 보조
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의 보조교사인 정교사는 본 연구자들 중 하나로서,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아름반에서 참여관찰자겸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2004년 9월 16일부터 2004년 12월 10일까지 총 28회 실시되었으며
현장약기, 녹음, 사진 촬영을 관찰과 병행하였다. 참여관찰 시간은 휴식 직후 유아들이 아름
반으로 내려와서 간식을 먹고 오후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하는 15시 30분부터 유아들이 귀가
하는 17시 30분까지이며, 아름반의 상황에 따라서 관찰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총 28회의 본 관찰 이외에 오후 시간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름반 오전 자유
선택활동 관찰을 총 5회 실시하였다. 아름반 교사와의 비형식적 면담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은 2시간씩 총 2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는 일주일
에 오전 활동 2회, 오후 활동 1회 아름반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관찰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아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교사로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을 수 있었으나, 보조교사 역할로 인해 연구자로서 유아들을 이해하거나 상황을 파악할 때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매번 연구일기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Bogdan & Biklen, 1982) 현장 약
기, 면담 전사본, 현장 일지, 연구 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특정 단어, 어휘, 행동 패턴, 사
고방식, 사건에 줄을 긋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서 예비 범주 목록을 만들었다. 예비 범주
목록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부호화 범주 목록을 만들었다. 범주
목록에 따라서 자료를 분류하여서 읽어보고, 자료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아름반의 오후 자
유선택활동 시간의 특성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관찰 전사본, 면담 전사본, 연구 일기를 반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본 연구 목적인 종일
반 오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위해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의 특징,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유아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상위범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
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특징으로 오전과 오후의 연계성, 안정 속에서 변화,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 돌봄을 하위 범주로 만들었다.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유아의 행동 특성으
로 자발성과 주도성의 발현, 선택한 놀이의 지속적 참여, 놀이 도입의 느림 혹은 서두름을
하위 범주로 만들어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분석하
고 해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
이고자 참여관찰, 교사와 유아와의 면담, 유치원 안내 자료집과 인터넷 자료 분석, 교육계획
안 분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삼각측정법(Merriam, 1988, p. 236)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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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동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동료에게 자료 분석 과정을 보여주
고 조언을 받아서 연구자가 보지 못했던 부분과 자료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분석 과정에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교사와 분석한 자료와 보고서를 검
토하며 연구 결과에 대해 의논하는 “구성원 검토”(Merriam, 1988. p. 236) 과정을 거쳤다.

Ⅳ. 결과 분석
1. 종일제 아름반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특징
1) 오전과 오후의 연계성

오전 일과가 오후로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기 이전에 종일반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한 영역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였
다면 그 규칙은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오전에 몸이 아팠던 유아
는 오후에도 계속 아프거나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오전 일과 중에 발생했던
사건과 사고, 유아들의 신변, 교실 규칙 등은 오후 일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와 학습도 오전의 맥락에서 이어서 전개된다.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
간에 친구들과 했던 재미있는 놀이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고싶다. 이렇
게 유아들은 오전 시간에 흥미 있던 활동을 오후 시간에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유아들
의 관심사를 심화ㆍ확장할 수 있다(교육부a, 2000; 정미라 외, 2000; 조연수, 2003; 홍용희
외, 2004). 이것은 반일반 학급이 지니지 못한 종일반의 장점인데, 연장된 시간 동안 학습 기
회를 더 많이 가져서 유아들의 발달적이고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유아들이 오전 일과에서 흥미를 가진 활동을 오후 일과로 연계성 있게 진행하면서
학습이 확장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 장면은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 중 유아들이 은행
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실 내에 은행을 구성하
는 장면이다.
10시 20분
[유정이가 쌓기영역과 언어영역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종이돈을 만들고 있다. 정희도 옆에서 유정
이를 돕고 있다. 박교사는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정：만원 어떻게 쓰냐?
정희：만원? 내가 써줄게(유정이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갖고 가서 글자를 쓴다).
유정：(옆에 놓아둔 종이돈을 보면서) 이제 돈 많아. 은행에 저금해야겠다.
박교사：유정이 은행 가봤니?
유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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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사：은행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니?
유정：카드 나와서, 얼마인지 하는거, 맨날 엄마가 하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줄을 그으면서)이
렇게 이렇게 써있고…
박교사：통장말이니?
유정：맨날 통장에, 통장 넣으면, 써서 나와요.
박교사：통장 본적 있니?
유정：네.
박교사： 통장엔 뭐가 써있었어?
유정：거기 돈 얼마 있는지.
(중략)
박교사：정희야, 유정아!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은행에 가볼까?
정희․유정：(큰 소리로) 언제요?
박교사：지금!
정희․유정：앗싸! (의자에서 일어난다.)
박교사：정리하고 와. 학교 안에 있는 은행에 가보자.
16시 9분
[정희, 유정, 승우, 신화, 승복이가 신교사와 함께 ‘아름반 게시판’ 앞 현금지급기 사진 앞에 모여 있다.]

정희：우리 반에 은행 어디에 만들어야 되지? 은행할 자리가 없는데…
승복：맞아, 식당이 너무 커.
신교사：얘들아, 역할놀이 영역은 식당 놀이 때문에 자리가 너무 좁지? 그럼 은행 기계는 어디에
만들어야할까?
유정：(교실을 둘러보면서) 어… 식당에 저걸 빼고 더 작게 한 다음에…
승복：그래! 식당을 좁게 하자!
(관찰, 2004. 10. 20)

유아들이 식당 놀이를 하기 위해 돈을 만들고 있었는데, 교사는 유아가 은행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을 듣고 곧장 ‘은행’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시작했고, 오전 자유선택활
동 시간에 은행 견학을 다녀온 후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과 함께 현금지급기의
위치와 만들 재료를 선택하여서 교실 내에 현금지급기를 만들어서 은행 놀이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오전 시간에 유아들이 흥미를 가진 주제가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통해 유아들
이 계획하고 구성하고 역할놀이 하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오전과 오후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종일반 프로그램의 장점을 이용하여서, 반일반
에서는 하기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우유와 요구르
트를 섞어서 7시간 동안 발효기에 넣어두어서 요구르트를 만든 다음 오후 간식 때 과일 위
에 드레싱으로 뿌려먹는 활동이다. 아직 계획하기를 하기 전이고, 몇 명의 유아만 등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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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박교사가 발효기를 들고 교실로 들어와서 교실 가운데 8인조 책상에 앉는다.]
유정：어! 선생님, 그게 뭐에요?
[유정, 승우, 민수, 홍성이가 8인조 책상으로 다가온다.]
(중략)
박교사：선생님이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지금부터 7시간쯤 지나야 한데.
유정：(큰 소리로) 일곱 시간이나～!
박교사：(일어나서 교실 벽에 있는 시계 앞에 가서 선다. 손가락으로 짧은 바늘을 짚으면서) 지금
짧은 바늘이 ‘9’에 다 갔지? 일곱 시간이면, (숫자를 하나씩 짚으면서) 하나, 둘, 셋…
유아들：(시계를 보면서) 하나, 둘, 셋, …
박교사：넷, 다섯, 여섯, 일곱, 몇이야?
유아들：‘4’!
유정：‘4’면 우리…
박교사：그래, 우리가 오후 간식 먹을 때쯤이야. 그래서 아주머니가 준비해주시는 콘프레이크에 발
효시킨 요구르트를 뿌려서 오후 간식으로 먹자.
(관찰, 2004. 10. 21)

오전에 교사와 유아들은 발효기를 사용해서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계를
보면서 7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시계를 보며 확인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유아들과
교사는 요구르트와 우유를 발효기에 넣고, 7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고, 발효기를
과학영역에 두었다. 유아들은 발효되는 과정을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였고, 오후 4시가 되어서 오전으로부터 7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를 직접 관찰하는 기
회를 가졌다. 이 활동을 반일제 학급에서 실시하였다면, 유아들이 하원한 후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직접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긴 시간이
요구되는 활동은 오전에서 오후로 연계되면서 원인에 따른 결과를 유아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의 특성으로 오전과 오후가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
되는 면을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흥미를 가진 활동을 오후 자유
선택활동 시간에 그 맥락을 이어서 심화ㆍ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종일반에 머무르는 긴 시
간의 이점을 활용하여서 오전에 시작하여서 오후에 결과를 관찰하는 연계성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들의 놀이를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연계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
름반 교사와 유아들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오전 교사－오후 교사－유아
3자협의 인수인계’(홍용희 외, 2004, p. 46)이다. 이것은 유아, 오전 교사, 오후 교사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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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여서 오전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오후에 어떻게 연계해나갈지에 대해 협
의를 하는 짧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유아들은 오후에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갈지 기대
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오후 교사는 오후에도 놀이가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아름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게시판에
는 오전에 흥미롭게 해서 오후에 확장하기로 한 활동, 오전에 다녀온 견학지에 대한 정보를
남겨둠으로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이를 참고
로 오전의 맥락에 이어서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종일 동안 지내기 위해 교사와 유아 모두 알아야할 오전 일과 중에 발생했던 사건과 사고,
유아들의 신변에 대한 내용, 교실 규칙과 같은 정보들도 게시해두어서 오전과 오후의 연계
성 있는 생활을 돕고 있다.
2) 안정 속에서의 변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일과계획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유아들이 쉽게 일과
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 활동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갖고 스스로 행동을 적응, 조
절할 수 있다(교육부b, 2000). 그러나 일관성과 패턴은 Harman(1982)이 지적한 ‘지루함’이라
는 단점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오후에 유아들이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오후 자
유선택활동 시간이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더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아름
반에서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유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신체활동, 캠퍼스 산
책 및 야외학습, 지역사회 견학,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 신체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은 매주 화요일에는 만 5세를 대상으
로, 목요일에는 만 4세 대상으로 유희실이나 마당에서 실시되며, 담임교사가 진행한다. 신체
활동 시간동안 유아들은 소그룹으로 교사와 함께 스트레칭, 기구를 활용한 대근육활동, 여
러 가지 체조를 실시하고 있었다.
신교사：애들이 하루 종일 유치원에 있으니까, 몸이 아무래도 찌뿌듯하고…저도 그렇거든요. 오후
가 되면 왠지 몸이 뻐근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스트레칭하면서 긴장된 근육
을 풀어줘요. 또 오전에 게임이나 대근육활동이랑 비슷해지면 아이들이 지겨워하니까, 오후 시간에
는 피로를 풀 수 있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보는데, 그러려면 교사가 오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참여하고 시범을 보이고 그래야 하더라구요.
(면담, 2004. 12. 10)

신교사는 유아들이 오후의 피로함을 풀 수 있도록 오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적극적으
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활발하
게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하나유치원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캠퍼스를 교육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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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교사의 면담에서 캠퍼스 산책 및 야외학습을 통해서 유아들이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교사：학교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몇 번씩 나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아이들
이랑 봄에는 떨어진 꽃을 주워와서 과학영역에 놓고 관찰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주워서 두꺼운 책
에 끼워서 말려두었다가 나중에 나뭇잎을 찍어보는 활동을 했구요. 잔디밭에서 거미나 딱정벌레 같
은 곤충을 발견해서 교실에서 관찰하고 책을 찾아본 적도 있고, 또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조형 재
료로 쓰기도 했어요.
(면담, 2004. 12. 13)

박교사는 캠퍼스의 풍부한 자연을 유아들의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고, 야외에서 발견한
것을 교실에서 연계하여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종일반 유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머물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들
과 함께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홍용희 외, 2004). 그래서 아름반에
서는 유아들은 연장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활용하여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
동을 교사와 또래와 함께 해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회 때 사용할 머리띠를 제작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직접 광목에 물들이는 염색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광목의 올이 풀린
다는 발견하였고, 올이 풀리지 않으려면 푸서박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사와 몇 명의 유아들이 유치원 주변에 있는 바느질 가게에 가서 푸서박기를 해달라고 부
탁하면서 천을 맡겼다가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았다(관찰, 2004. 10. 11).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요리 활동을 실시할 경우 오전에 비해 요리할 시간이 더 여유
있게 주어지며, 유아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오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
찰 기간 동안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은 음식으로는 코코아, 계란
프라이, 발효 요구르트, 국화차 등이 있었다.
이상으로 아름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특징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시간 동안 집을 떠나 기관에 머무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자칫 지루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신체활
동, 캠퍼스 산책 및 야외학습, 지역사회 견학, 요리 활동을 계획하여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3)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 돌봄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은 오전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유아
들은 반나절 동안 여러 유아들과 함께 장소와 놀잇감을 공유하면서 신체적ㆍ심리적으로 피
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할 때는 유아들
의 이러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교육부a, 2000). 한편 오후 시간에 유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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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유아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
게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한다(서울시 교육청, 2003).
교사가 유아들의 개별적인 신체 상태를 고려하는 장면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유아들이 편안하고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돌보는
장면이다.
[수원이는 소파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자고 있다.]
신교사：수원아! (수원이 어깨를 잡고 안는다.) 수원아! 일어나자! 수원, 이제 일어나～! (어깨를
흔든다) 수원아! 휴식영역에 가서 자자～! 수원아～!
수원：(눈을 뜨지 않는다.)
신교사：(일어나면서) 수원아, 잠깐만.
[신교사는 휴식영역으로 가서 긴 소파에 깔린 매트와 베개를 갖고 와서, 수원이가 앉아서 자고 있
는 소파 앞에 매트를 깐다.]
신교사：수원아, 여기에 누워보자. (수원이를 안아서 매트 위에 눕히고 머리 밑에 베개를 놓는다.)
(관찰, 2004. 10. 7)

교사는 처음에 오후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잠을 깨지 못하는 수원이를
깨워보려고 하였으나, 수원이가 몹시 피곤했는지 일어나지 못하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환
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교사는 유아의 건강 상태나 그날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쉬도록 배려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적ㆍ심리적 피로는 작업능력을 저하시키므로, 피로도가 높은 오후에 유아들은 생각
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행동이 흐트러지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허재화, 2000). 그래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오전보다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교사는 오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후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부터 유아들이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박교사：일단 안전해서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컨디션을 유지해서
안전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지내는게 우선이에요. 휴식 시간에 충분하게 쉬게
하고, 휴식시간동안 소음이 많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점심 이후에는 쾌적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스트레스 안받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신경을 쓰고요. 마당놀이할 때는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서 안전하
고 건강하게 지내는게 중요하죠.
(면담, 2004. 12. 13)

스스로 자기 신체 상태를 조절하기 힘든 유아들을 위해서 교사는 유아들이 최적의 신체
적ㆍ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하며 환경을 구성한다. 그래서 오후에 안
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터를 만들어서, 물리적ㆍ정신적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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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마음껏 움직여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도록 배려하여
서, 유아들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낮잠 시간 이후에도 교실에서 계속 쉬고 싶은
유아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나 소파를 오후 시간에 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해두어서, 쉬
는 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 중 귀가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귀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현관이 아닌 아름반 교실에 있는 ‘초록
문’으로 귀가하도록 하여서, 유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반드시 교사가 확인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특징으로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사
가 배려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되면 오전
에 비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유아들이 청결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찰하고 돌본다. 그리고 건강 상태나 피로도는 유아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후 일과 내내 교사가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쉬거나 처치를 받을 수 있도
록 돌보고 있었다. 특별히 유아들이 신체적ㆍ심리적 스트레스로 오후 시간에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는 오후 시간 이전부터 실외활동을 통해 에너지
를 발산하고, 휴식시간을 통해 피로를 풀도록 일과를 운영하여서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
동 시간 동안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2. 종일제 아름반의 오후 시간에 유아의 놀이 행동 특성
1) 놀이의 자발성

유아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최적의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동기유발을 하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유아들이 집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교사
의 개입이 적은 유아 주도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류지후, 1996).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유아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 하고 있다.
박교사：피곤하고 애들이 지치고… 매일 오후 되면 나타나는 상황인데 편안히 지낼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5세 중심으로 오전에 할 거리를 주고 오후에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
어요. 오전에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오전 방안놀이 때는 식당놀이에 필요한 물품
을 계획하고 오후 방안놀이 때는 아이들이 물품으로 식당을 구성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게 했어요. 애들 스스로 자기가 안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과제를 내주어서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요.
(면담,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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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반 교사들은 오전에 유아들과 함께 학습할 거리를 찾아보고, 오후에는 유아들이 소
그룹 혹은 개별적으로 스스로 실행해보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즉 교사는 피로도가 높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오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오전 자유선택활동과 오후 자유선택활
동의 초점을 다르게 맞추고 있다. 그래서 아름반 유아들은 오전에는 교사와 또래들과 활발
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오전
의 계획이나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유아들이 오전에 계획하고 동기유발 된 상태에서 오후에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다음의 사례는 유아들이 식당놀이를 하면
서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드는 장면이다. 식당놀이를 시작하면서 유아들은 오전에
교사와 함께 식당놀이에 필요한 물품을 생각해보고, 무엇으로 준비할지를 생각해보았다. 그
래서 유치원에 있는 것 중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 것
을 정하였다.
[신화는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서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하린이는 옆에 앉아서 신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유정：(책상으로 돌아와서) 다 만들어 가냐?
하린：뭐 만들어? 신화 언니…?
신화：뭐가? 계산기지.
하린：계산기…? 언니,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계산기 옆에 뭐 있는 거….
하린：(조형영역으로 간다. 매직을 하나 들고 계산기 투명 비닐 부분에 가로 줄을 긋는다)
유정：뭐해?
신화：(줄을 그으면서) 위에다 누르는 거 있고…
승복：컴퓨터에도 있는 거!
신화：음식 주문 그런 거 쓰는 거야.
승복：(파란 종이 묶음을 덮으면서) 주문 받는 책, 끝!
유정：(작게 오린 종이를 승복이에게 밀면서) 이제부터 니가 써라.
승복：(가만히 있다가) 난 책 만들어야 돼. 가서 구멍 뚫어야겠다. (조형영역으로 간다.)
(관찰, 2004. 10. 7)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직접 만들어야할 물건들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분담
하여서 만들고 있다. 신화는 계산기를 만들고, 유정이는 돈을 만들고, 승복이는 주문 책을
만든다. 스스로 선택해서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동생인 하린이가 언니인 신화에게 제안을
하여서 물건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고, 승복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아들은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비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또래들과 함
께 할 놀이를 자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 다음 유아들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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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호, 웅환, 우진, 상훈이가 오후 간식을 먹고 있다.]
인호：우리 먼저 제기놀이 하고 자동차경주 하자.
상훈：그래! 문지기 문지기, 문 닫아라～ (노래를 부른다.) 하하하…
(관찰, 2004. 10. 6)

오전에는 등원 시간이 서로 달라서 유아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계획할 시간이 없는데, 오
후에는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 이전까지 주어지는 긴 시간동안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무슨 놀이를 할지 이야기하고 계획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에 또래들과 어떤 놀이를 할지 자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
지게 된다.
이상으로 오후 시간 운영 시 유아들이 나타내는 특징으로 자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
후 시간에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은 교사가 오후 시간에 유아들의 지
치고 피곤한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서 오전에는 활동을 계획하고, 오후에는 실행해보는 활동
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유아들은 오전 자유선택활동이나 대집단활
동을 통해서 동기유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오후 자유선택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후 방안놀이 때 누구와 놀지, 무슨 놀이
를 할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놀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자발적인 환경이 주어짐에
따라서 유아들은 오전의 계획에 따라서 오후 시간동안 자신이 수행하는 놀이에 스스로 참
여함으로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2) 놀이의 지속성

구성주의 학자들은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이를 충분히 탐색하고 경험하는 시간
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간다고 하였다(이기숙, 2004). 그래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유
아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중요한 시간이며, 특히 오전에 비해 넉넉하게 주어지
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유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놀이에 심취할 수 있다. 한편 오
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오전에 비해 신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후 시간 동안 나타나는 유아들 놀이의 지속성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박교사：아이들이 오후에 한가지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전보다 오후에 방안놀이 시
간이 더 기니까 놀 시간이 길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피곤하고 졸려서 한가지 놀이를 시작하면 그
냥 그 놀이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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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사：오전에는 아이들이 활기차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싶은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호정이랑 주민이가 조형책상에 앉아서 오후 방안놀이 내내 그림만 그리더
라구요.
(관찰, 2004. 12. 10)

이와 같이 교사들은 유아들이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로, 유아들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경향과, 놀이 시간이 길어서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놀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유아들이 오후의 긴 시간을 활용하여서 마음껏 놀고, 깊
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한 곳에 머물면서 천천히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유아들이 긴 놀이 시간 동안 또래들과 함께 한 가지 놀이에 심취하는 장면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만 4세 유아 세 명이 함께 종이를 접고 있는 모습
이다.
[석용, 승우, 승복이가 쌓기영역과 조형영역 사이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다.
승우 앞에 색종이 접기책의 ‘호랑이’ 부분이 펼쳐져있고, 승우 왼쪽에 석용이가, 오른쪽에 승복이가
앉아있다. 셋은 모두 검은색 색종이를 접고 있다.]
승우：(종이를 접으면서) 잘 안되네.
승복：돌고래 만들까?
승우：(접고 있던 종이를 책상 가운데로 슬쩍 던지며) 그냥 고래 만들어야지. (색종이 접기책을 넘
겨서 ‘고래’ 부분을 편다. 팔을 뻗어서 책상 가운데 놓여있는 검은색 새 색종이를 가져온다.)
승복：(접고 있던 종이를 다시 펼치면서) 고래 만들 거야.
석용：(접고 있던 종이를 옆에 두고, 팔을 뻗어서 책상 가운데 있는 새 종이를 하나 가지고 온다)
나도 그래.
(중략)
[석용, 승우, 승복이는 책을 보면서 계속 고래를 접고 있다.]
승복：(높은 목소리로) 고래, 다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고래를 번쩍 들고) 고래 가질 사람!
석용․승우：(승복이를 한번 본다)
승복：(들고 있던 고래를 연구자에게 보여주면서) 난 엄마 고래 만들고 있어요!
승우：아톰 보는 사람?
석용：나 가끔씩.
승우：수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한대. 나도 가끔 봐.
승복：병원 갔을 때 한번 본다. (일어나서 조형영역으로 가서 검정 싸인펜을 들고 와서 뚜껑을 열
어서 싸인펜 뒤에 꽂는다. 앞쪽에 눈을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서 반대쪽에도 눈을 그린다.)
(관찰,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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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간식을 먹은 후 시작한 색종이 접기는 오후 자유선택활동이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책에 제시된 대로 종이를 접는 활동으로 출발하여서 고래
가족을 접는 활동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고래로 상상놀이를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종일반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주어지는 넉넉한 시간 동안 놀이를 장
시간 지속하면서 경험의 세계를 넓혀가는 종일반이 가진 장점의 한 사례가 된다.
또한 유아들은 피로함 때문에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어, 만 5세 여아 희수는 처음에 카펫에 엎드려서 그림사전 만들기를 하였는데,
교사가 책상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책상 위에 팔을 뻗고 그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작업을 한
다. 약 30분 이상 그림사전을 하는 동안 희수는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도 간단한 대답
만 할 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관찰, 2004. 11. 28). 즉
유아들은 오후 시간에 신체적 피로함 때문에 유아들은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간단
한 이야기만 나누면서 한 영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오후 자유선택활동 운영 시 유아들은 선택한 놀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신체적인 피로함 때문에 한 영역에서 놀이를 시작하면 다른 곳
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방안놀이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한 놀
이를 시작하면 그것에 심취하여서 오래 머물면서 흥미가 유사하고 익숙한 유아들끼리 모여
서 경험을 공유하며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기도 하였다.
3) 놀이 도입의 느림 혹은 서두름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시작할 때 유아들은 휴식을 하거나 낮잠을 자고 교실로 들어
오기 때문에 잠이 깰 때까지 혹은 피로가 가실 때까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혹은 자신이 흥미 있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후 자유선택활동에 서둘러 참여하는 모
습도 볼 수 있었다.
우선 오후 자유선택활동에 천천히 참여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장면은 유
아들이 오후 간식을 먹은 후 휴식영역에서 쉬고 있는 장면이다.
[휴식영역에는 주민, 유정, 승우, 웅환이가 둘러앉아있고 그 가운데 ‘노래 노래 부르며’ 책이 펼쳐져
있다. CD플레이어에서 ‘반달’ 노래가 흘러나온다. 유진이와 승우는 책을 보면서 노래를 부른다. 유
정이는 책을 들고 뒤에 있는 긴 쿠션에 기댄다. 승우도 쿠션에 기댄다. 유정이 옆에 있던 웅환이도
따라서 몸을 뒤로 젖히고, 주민이는 자리를 옮겨서 승우 옆에 바짝 붙어 앉는다. 승우는 팔베개를
한다. 주민이는 유정이 얼굴을 보면서 간간이 노래를 부른다. 갑자기 주민이는 유정이 품에 안긴다.
유정이는 주민이를 안고, 책을 보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 주민이는 다시 일어나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책을 본다.]
유정：(주민이에게 팔을 뻗으면서) 이리와, 이리와. (다른 아이들에게) 주민이도 좀 끼워 줘. 이리
와.
주민：(유정이와 승우 사이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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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004. 11. 10)

유아들은 다른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유아들은 휴식영역에서 모여서 음악을 듣고
책을 보면서 쉬고 있다. 오전 자유선택활동은 계획하기가 끝난 후 전체 유아들이 비슷한 시
간에 방안놀이를 시작하는데 비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이와 같이 휴식영역에 몰려
들어 한참 쉰 후 다른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오후 간식을 먹자마자 놀이를 서둘러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사례는 오전에
현금 입출금기의 화면을 그렸던 혜경이가 휴식 후 교실에 들어오는 장면이다.
혜경：(교실에 들어서더니 멈춘다. 유아들이 간식 접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간식
뭐에요? (간식차로 다가간다.)
주민：오늘 국수야, 언니.
혜경：(간식차에 올려져있는 냄비 속을 들여다본다. 간식을 먹고 있는 유아들을 본다. 교실을 둘러
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아! 맞다! 은행놀이 해야지～! 얘들아, 나 돈 주는 사
람 할거다～! (빠른 걸음으로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간다.)
(관찰, 2004. 10. 22)

혜경이는 오후 간식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피곤해서인지 곧장 간
식 먹을 생각이 없는 듯 했는데, 자신이 만든 현금입출금기를 보고, 빨리 그 놀이가 하고 싶
어졌다. 그래서 갑자기 서둘러서 간식 먹을 채비를 한다. 이처럼 유아들은 조금 피곤하더라
도, 오후에 자신이 흥미 있는 놀이가 있으면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띄며 놀이 시
작을 서두른다.
이처럼 유아들이 놀이를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유아의
신체 상태나 진행되는 놀이에 대한 기대감이나 흥미에 따라서 오후 자유선택활동에 서둘러
서 참여하기도 하고 천천히 참여하기도 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종일반 오후의 자연스러운 상황인 독립된 종일반, 아름반에서 오후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운영되는 모습을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오후 자유선택활
동 시간의 운영 특징과 유아들의 놀이 행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름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특징으로 첫째, 오전과 오후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확장된 오후 시간을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은 오
전의 활동이 오후에 심화ㆍ확장될 수 있도록 학급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오전교사－유아－
오후교사 삼자가 협의하는 전략과 ‘아름반 게시판’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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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 있는 일과 운영은 종일반이 반일반과 차별화되는 생태적인 특징이면서 종일반의 확장
된 오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 원리이다(교육부a, 2000; 조
연수, 2003; 홍용희 외, 2004). 따라서 연계성은 오후 시간에 실시할 프로그램의 부족하다는
종일반 교사들의 요구(정미라 외, 2000; 신한임; 2003)에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즉 반일
제와 다른 특별한 활동을 찾아내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유
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와 상호작용 하면서 오전과 연계된 심화된 활동, 확장된 활동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이 종일반 오후 시간을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
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성이 지루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변화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유아들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신체활동, 캠퍼스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야외학습, 지역사회 기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보는 활동, 유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오후 간식으로 먹는 요리 활동 등 유아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종일반은 유아
들을 장시간 동안 돌봐주는 보육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대한 요구에 따라 발생했다(이기숙, 1990; 정미라 외, 2000).
따라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통해 유아들에게 반일제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인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은 종일제 학급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종일제가 보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종일반 교사들은 유아들과 함께 지역사회 견학, 가정생활과 유사한 활동, 소규
모 프로젝트, 자연 친화적 활동,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홍용희 외, 2004)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사가 배려하고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전에 비해
지치고 피로한 유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찰하고 돌보아주
었다. 유아들이 오후가 되면 오전과 달리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은 유아들이 신체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운영되어야 하므로(류지후, 1996; 정미
라 외, 2000)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운영 원리이다. 한편 학급에서 교사들의
노력 이외에 기관이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부분도 있
다. 즉 응급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내의 조력 방안,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안, 병원
등 외부 기관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이 스
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사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홍
용희 외, 2004; 허재화, 2000).
아름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의 놀이 행동 특징으로 첫째, 놀이의 자
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가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모든 유아들이 일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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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하는 놀이를 지양하고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함에 따라
유아들은 오후 시간 동안 놀이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래끼리 자발적으로 놀이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들이 종일반에서
신체적 피로함을 극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사가 개입하는 활동 보다 유아 주도
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가야 하므로(류지후, 1996), 놀이의 자발성은 종일반 학급 운영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놀이 특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한 특별활
동 위주의 운영(김현희, 2003; 박종숙, 2001; 이순영, 1997)이나 교사 주도적인 대집단 활동
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정미라 외, 2000)은 유아의 자발적인 특성을 살려줄 수 없기 때
문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일반 교사들은 오전 시간에 비해 오후 시
간 동안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가 유아들이 놀이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 놀이의 자발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자발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유아들의 자발적 계획과 실행을 격려하는 소극적인 반응 뿐만 아니라, 유아
들 스스로 오후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스스로 하루의 일과 내용과 시간 즉 어떤 활동을, 몇 번이나, 몇 시 부터 몇 시 까
지 할지에 대해 때로는 교사가 아닌 유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홍용희
외, 2004). 또한 유아들의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하는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서
연계성을 가지고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심화ㆍ확장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안
하거나 지지해줄 수 있다.
둘째,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유아들은 선택한 놀이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
다. 오후에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한 놀이를 시작하면 그것에
심취하여서 한 영역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신체적인 피로함으로 한 영역에서 놀이를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유아들은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넉
넉한 시간이 주어질 때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이기숙, 2004)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 동안 유아들이 오랫동안 놀이를 지속하는 특성은 종일반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특성이다. 놀이를 지속하는 특성이 발견될 때 유아가 한 영역에 머무르는 패턴
을 관찰하여 우선 유아가 심취해서 머무르는지 혹은 피곤해서 머무르는지 그 원인을 정확
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아가 놀이에 심취해서 지속하고 있다면, 교사는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 동안 유아들이 한 영역에 머물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흥미를 가진 주제나 활동을 위한 놀이 공간을 더 넓
혀주거나, 놀잇감이나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놀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유아들이 한 영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여러 유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면, 교사가 이런 유아들을 위해 중재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
아가 흥미 있는 주제로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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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부여하고, 유아가 한 영역에 머무르며 체력이 회복되면 다른 유아들과 놀이할 수 있
도록 제안하고, 유아가 자주 머무르는 곳 이외의 영역의 놀잇감을 유아가 흥미 있고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배치할 수 있다.
셋째, 아름반 유아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내는 유아의 행동 특징으로 유아
들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느리게 혹은 서둘러서 놀이에 도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아
들은 그날의 신체 상태, 진행되는 놀이에 대한 흥미, 교실에 배치되어 있는 놀잇감에 대한
호감정도 등에 따라서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이 달랐다. 교사는 어떤 유아들이 놀이 도입이
느린지, 어떤 유아들이 놀이 도입을 서두르는지에 대해 관찰하여서 그 특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각 상황에 맞게 유아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오전에는 자유선
택활동 시작 시간이나 신체 상태가 비슷해서 놀이를 시작하는 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오후에는 낮잠 이후의 피로 정도에 따라서 놀이를 시작하는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
사가 오후 시간에 유아의 놀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신체적 피
로 때문에 놀이 도입이 느린 유아라면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해가야 할 것이다(교육부b, 2000; 정미라, 2000).
그러나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빨리 시작하고 싶어도 놀이를 먼저 시작하는 유아들이 놀이
영역이나 놀잇감을 선점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선뜻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파악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교사가 간식을 다 먹는 순서대로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적으로라도 놀이 시작 시간을 지정하여서 도입이 느린 유아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한편 놀이
를 빨리 시작하는 유아들의 경우, 그런 놀이 성향을 가진 유아들 간에 경쟁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
는 놀잇감이나 환경이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오의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고려해야할 특징, 오후 자유선택활동 운영 시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연계성 있는 운영을 통해 유아들은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흥미 있던 활동
을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 활동에 완전히 심취하여 오
랫동안 머무르기도 한다. 또한 오후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면 유아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
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것은 유아들의 자발성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교사들이 안
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함으로써 피곤한 유아들은 놀
이를 천천히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피로함 때문에 한 영역에 머무르는 유아는 교사가 다양
한 활동을 계획함으로서 쉬고 나면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특징은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 특성을 반영하여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해 나간다.
이 결과는 하나유치원 아름반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관찰을 통해 운영 특징과 유아의 놀
이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이지만, 어떤 종일반 학급이든 운영 특징과 놀이 특성은 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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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학급의 맥락에 따른 운영 특징과 놀이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된 종일제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많은 종일제 학급이
재편성 종일제 학급임을 고려해볼 때, 재편성 종일제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 운영 방향, 유아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
여서 교사들이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의사결정, 행동, 언어, 생각, 고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종일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유아들의 행동 특성을 유아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서 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오후 자유선
택활동 시간의 유아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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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thnographic Study on Free Choice Activity Time in the Afternoon for a
Independent Full-Day Classroom

Han-yo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lassroom management and the children’s play
behaviors during free choice activity time in the afternoon through an ethnographic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during free choice
activity time in the afternoon, connection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was found. In addition,
a number of various and dynamic activities were conducted to avoid the change from a daily
experience to boredom. Lastly, teachers supported children to spend being healthy and act
appropriately to each one’s physical condition. Second, in terms of the children’s play behaviors
during free choice activity time in the afternoon, the children themselves were planning how to
play in the afternoon and participated in play voluntarily. Moreover, once they started a play,
they continued that play alone or with peers longer than they did in the morning. Finally, some
children started to play slowly with tiredness but others started to play in a hurry to enjoy
more. A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diverse studies are needed for developmentally and
educationally appropriate management during free choice activity time to help full-day class
children and teac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