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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유 리

본 연구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김화숙(2006)의 창작무용 프로그램

의 단계적 모델 4단계인 신체인식, 공간인식, 즉흥표현법, 상상표현법을 기초로 하였

고,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춰 만 4세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에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

었다. 연구대상은 U시 중구에 위치한 A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중 놀이무용 프로

그램에 참여한 15명(실험집단)과 같은 시간에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비교집단)

으로 총 30명이었다.

연구도구로는 용희숙(2010)이 Vineland(1977)의 사회성숙도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검사는 담임교사가 실

시하였다. 사전검사 이후 실험집단은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6주간 매주 3회씩

총 18차시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비교집단은 미술수업으로 그림그리기, 만

들기,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이 끝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성 발달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이해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1-3.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1-4.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또래 간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협동성은 실험 후 비교집단보다 통계

적으로 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둘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타인이해성은 실험 후 비교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셋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자율성은 실험 후 비교집단보다 통계

적으로 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넷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또래 간 상호작용은 실험 후 비교집

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놀이무용은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로 하며

움직임 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함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주요어: 놀이무용 프로그램, 유아무용, 사회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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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급속한 정보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유아들이 컴퓨터나 TV, 스

마트폰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들 기기들은 유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빠른 움직임과 화려한 색상으로 인해 유아들이 이들 놀잇감에 집중

하고 몰입하는 경향도 증가(이주연, 2011)하면서 유아들은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Zomer & Kay, 2016). 유아들이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기기들의 발달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산업화되

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발하게 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및 교육적 기능은 이전에 비해

점차 약화되어 유아들이 혼자 있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경향도

있다(백화숙, 2012).

유아들이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증가하면 발달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

히 유아들의 사회발달이나 정서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Cordes & Miller, 2000). 예

를 들어 유아들은 또래나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수 있고 대인

관계 과정이나 정도가 빈약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최지

선, 2018) 또래관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들을 긍정적

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현선, 2015). 이로 인해 유아들은 바람직한 사회

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처럼 유아들이 혼자 놀이하여 또래와 함

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유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

정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유아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유아들의 사회적 발달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들에게 놀이가 많이 강조된다. 놀이는 유아들에게 있어 생활의 전부

라고 할 정도로 유아에게 중요하다(강영식, 2000). 놀이가 유아에게 중요하다고 강조

하는 학자들(예, Piaget, Vygotsky 등)이나 혹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놀이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자발적인 행위이면서 상상을 제공하여 인지 발달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계발하고 나아가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얻게 되는 전인교육의 메카(김신자, 2001)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놀이는 유아들의

전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놀이를 하는 유아들은 신장, 체중 등

의 신체가 성장하고 생리 기능도 증진되며 나아가 매달리기, 던지기 등의 기본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감각 및 지각능력이 발달하게 된다(Hurlock, 1972). 또한 놀이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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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풍부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또래와 사이좋게 놀거나 놀이할 때 경쟁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규칙과 도덕적 기준 등 수많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관습 등을 학습하게 된다(이숙재, 2000). 이로 인해 유아교육에서 놀이를 중

요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김신자, 2001).

유아교육에서 놀이를 중요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누리과정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에 의하면 놀이를 통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하고 있으며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학습경험을 제

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놀이가 유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활동이자 구성

이며 나아가 놀이를 통한 학습경험의 제시가 유아들의 이해와 인지발달 및 지식의 재

구성을 쉽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많은 유아교육의 프로그램들은

놀이를 통해 교육활동이 구성되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선월(2012)

은 자연의 미적 요소에 기초한 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전략으로 놀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박혜훈(2018)은 유아를 위한 인

터랙티브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놀이를 교수-학습의 전략 구성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강경희(2018)도 과학중심 유아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에게 적용할 교수-학습의 원리로 놀이와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활동을 하고 경험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놀이가 중요한 교수-학습의 수단과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놀이는 신체를 움직이는 즐거움과 정서를 표현하면서 얻게 되는 정서순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서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순

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무용도 있다. 무용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신체활동이라는 방법과 자신의 예술적 감성으로 독특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 활

동이다(김경신 외, 1989; 장미영, 1999). 무용은 신체 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

술이자 내면의 생각과 외부의 표현본능에 의한 예술이다(김두련, 1998). 즉, 무용은 생

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잠재적인 자연스러움과 의도적인 움직임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장미영, 1999). 윤덕경(1994)에 의하면 무용은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

으로 감정과 사상을 표현함으로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는 예술이며 손경순

(1980)은 무용이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여 의지와 감정을 나타

내는 동작이라고 한다. 무용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해보면 무용이란 단순한 움

직임이 아니라 움직임을 향한 의지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인 동시에 한 인

간의 사상, 정서, 감각의 개념을 하나로 종합시켜 놓은 시간적 공간적 예술임을 알 수

있다(김복락, 1992).

유아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몸의 움직임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왔다. 즉 움직임은 유아들이 언어 이전의 시기부터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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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표현 수단이다(현미경, 2010). 김정규

(1986)는 유아기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억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공포, 긴장

등을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해소하고 발달시켜 정서를 순화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정미영, 2004). 김정규(1986)의 이러

한 주장은 유아들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활동을 하고 그 활동으로 세상의 법칙을 이

해하고 자신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Gallahue(1982)에서도 볼 수 있다.

Gallahue(1982, 이은숙, 2009에서 재인용)는 유아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아개념

을 발달시키고, 사회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보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창의적 사고력 및 상징적 표현 능력과 심미적 감각을 기른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유아의 신체활동은 기본운동기술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적, 정서적 발달영역 전반에 걸쳐 이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움직임

이 음악적 요소와 함께 내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 무용이다.

그러므로 무용은 유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어왔다. 무용의 이런 측면으로 인해

그동안 유아교육에서는 동작과 음악을 결부하여 동작활동 혹은 음악동작 활동으로 유

아들에게 소개해 왔다. 예를 들면 김선애(2019)는 음악요소 중심의 새노래 부르기 활

동을 위해서 음악과 동작의 요소를 결합하여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들의 움직임에 관한 동작활동은 무용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무용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익히고 표현해 왔다. 유

아의 신체 움직임을 살펴보면 움직임 안에 의미가 없는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음악적 요소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Laban(1980)은 유아들이 무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타고난

욕구의 무의식적인 배출이므로 유아들이 이러한 무용동작으로 동작의 흐름을 알고 자

발적인 표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Laban(1980)의 이러한 주

장은 무용이 유아의 창작적인 표현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

도록 무용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움직임과 같은 활동은 유아의 전인발달에 도움을 주

기도 하지만 신체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는 무용교육으로 연결된

다. 무용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라 이러한 본능적 움

직임을 신장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무용교육이다. Gerhardt(1973, 현미경, 2010에서 재

인용)에 의하면 무용교육은 창조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며 자아개념과 정서를 발달시키고, 사회적으로 협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창조

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김정화(1999)는 체계화된 무용교

육은 유아들에게 신체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성으로 인해 성취동기 및 창의성을 개발

시키고 사회에 잘 적응하며 건전한 인성 발달 등 인간 행동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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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므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시기의 유아들의 무용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는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경진(1992)은 무용은 유아들의 스

트레스 해소와 감정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 후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

전한 인간의 사회화를 돕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유

아기의 필수적인 교육영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숙재(2000)도 무용은 인

간의 사상과 감정이 신체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교육이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적인 것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신체움직임을 통하여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가능한 많은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하여 신체 움직임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무용은 유아교육에서 필요한 교수학습의 전략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아들은 무용을 놀이처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고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

하게 표현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나 대인관계, 주의집중이나 인지적 능력이 발달시

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향상되며 각자 자기 방법

대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개인적인 창의력이 길러질 수 있다(김광범, 2002). 무용

의 이러한 측면은 놀이와 흡사한 점이 많다. 놀이도 유아들에게 많은 발달적인 효과

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용도 놀이처럼 움직임과 정서순환 사회적 관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용과 놀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놀이를 통한 무용

즉 놀이무용이 실제로 유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놀이무용이란 놀이형태의 무용으로 유아에게 흥미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

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무용이다(현미경, 2010). 놀이무용은 놀이를 하면서 동작

의 움직임 요소에 예술적인 측면을 가미한 것으로 유아의 내적인 본질과 신체를 표현

하며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제공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다. 놀이무용은 유아의 내적인 본질과 신체를 표현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아에게

흥미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놀이형태의 무용이다.

놀이무용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신체를 조화시킴으로써 집중력과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다(현미경, 2010). 나아가 놀이무용을 통해 유아는 신체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으며 무용의 요소, 신체, 공간, 시간, 힘을 통해서 실제

경험 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조화와 범위를 확장

하고 신체를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현미경,

2010). 또한 놀이무용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놀이를 통한 무용교육으로 유아들은 잠재되어 있던 모방본능과 유희본능을 충족시

킬 수 있다(김광범, 2002). 유아는 놀이무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능

력을 향상시키며, 창의력이 고양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과 같이 복합적인 활동들

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놀이무용으로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조화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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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인간형성과 발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무용은 유아의 신체를 발달시키고 언어능력과 인지능력 등을 촉진시

키며 정서, 사회성 및 창의성 등의 능력들을 발달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는 자신

의 능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성장해가며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놀이무용은 유아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정서발달에도 기여하고 창의적인 표현력, 독창적인 문제해

결의 태도의 기초가 된다(안창일, 1977). 즉 놀이무용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등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놀이무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김영애, 2002). 이에 따라 놀이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에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

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놀이무용 프로그램의 이러한 바람직한 측면에

도 불구하고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우수하

고 바람직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지 않은 측면에도 기인한다. 그러

므로 유아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무용을 연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

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놀이무

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들의 창의성이나 정서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김광범(2002)은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창의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융통성, 독창성, 유창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백주혜(2010)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도형, 신체적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미

경(2010)도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 예를 들어 자기 정서의 인식과 표

현, 감정조절 및 충동 억제, 타인 정서의 인식과 배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

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놀이무용이 유아들의 정서발달이나 창의성과 같은

인지발달 분야 이외의 다른 발달영역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놀이무용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놀이무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

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의 연구들 통해 놀이무용이 유아

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추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조아라(2018)의 연구 이외에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놀이무용이 가

진 여러 가지 장점과 유아발달의 측면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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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이 놀이무용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나아

가 개인과 집단이 서로 함께 융화되어 집단 전체로 발전하도록 돕는 놀이무용 프로그

램으로 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지하게 하고 타인과 함께

협동하고 배려하며 나아가 사회적 유의미한 존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들이 놀이무용을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유

아교육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유아교사교육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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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이해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1-3.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1-4.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또래 간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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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놀이무용

놀이무용이란 움직임을 통해 유아의 내적인 본질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다고 볼 때 유아에게 흥미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게 활동 할 수 있는

놀이형태의 무용이다.

2) 무용학습

무용학습이란 동작의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유아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신체를 소

재로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신체교육 활동의 한 방법이다.

3) 사회성 발달

인간발달의 제반 영역들 중에서 개인이 사회에의 적응성을 발달시켜 가는 측면을

말한다. 즉, 유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타인과

의 상호 접촉을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 성원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자신

의 행동을 발달시켜 나간다.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행동특성으로는 친사회적 행동, 도덕성 발달, 사회인지, 사

회적 조망수용 능력, 인성, 동기,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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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가. 유아 사회성 발달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환경의 요인들이

상호연결 되어져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끊임없이 우호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연속적으로 잘 적응해가고 있다(한재영, 2010). 많은 연구가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

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응성, 대인관계의 원

만성, 사회적 능력, 친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감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그 개념

의 정의도 다양하다.

흔히 사회성은 사회화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회화(Socialization)란 유아가 자신이 속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신념, 가치, 행동 등을 획

득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정미영, 2004).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유아는 사회적

성향 즉 사회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성이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가지며 주변 환경과 잘 대처하는 행동이다(전진석, 2005). 김경미(2016)는 사회

성을 타인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민감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 보상을 추

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고, 따라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절해가는 생활 성향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Cheek와 Buss(1981)는 사회성이란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

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사교성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며,

정범모(1971)는 사회성이란 사회활동, 집단 활동을 즐기며 동무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

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으로서 반대로 사회 상태를 회피

하고 수줍어하고 고독을 일삼는 비사회성과 대조가 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Bar-Tal(1976)은 사회성이란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하고 있다. 사회성에 대한 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하면 유아의 사회성은 유아가 스스로에게 처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질서, 가치관을 준수하며 사회적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행

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홍진영, 2012).

유아기의 사회성은 유아들이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되는 가족부터 점차 복잡한 사회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이 속한 집단과 집단에 속한 위치에 따라 내적, 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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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유아기는 보통 부모나 소수의 성인,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며 연령이 올라갈

수록 점차 부모보다는 학교의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

회성 발달의 역할은 학교가 담당하게 되고, 그 역할은 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더 다양

한 형태로 분화해간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또래의 영향이 크며 유아가 또래와 함께 있을 때 그들만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동을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

는 성인의 도움 없이도 그들의 활동을 스스로 창조하고 통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는 유아로 하여금 상호작용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대

하여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는 감각을 갖게 한다(임진영, 2017). 유아기의 사회화 과정

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모든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성 발달이 적기인 유아기에 기회

를 제공함으로 사회성 발달에 최대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정미영,

2004).

사회성 발달은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것이 많으며 유아기

에 어떤 학습을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사회성 발달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발달 단계에 맞춰 적절한 기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유아의 사회성은 발달될 수

있다. 즉, 유아가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동안 그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타인과의 상호접촉을 통한 건전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서 유아의 사회성은 발달 되는 것이다(박은성,

2004).

나. 유아 사회성 발달의 구성요소

유아기의 사회성은 유아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

어 필요하고 기초가 된다. 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탈 중심화에서 벗어

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아끼는 방법을 익히며

사회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 사회성 발달의 구성요소

는 협동성, 타인 이해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용 등의 하위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협동성

협동성은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행동

이다. 협동이란 단순히 시간, 공간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기 때

문에 다른 유아와 협동놀이보다는 주로 혼자 놀거나 병행놀이를 한다. 그러나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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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차 협동놀이가 가능하게 되고 연합놀이도

하며 상호 간 협동적 행동도 활발해진다. 행동특성은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며, 놀이의 규칙이나 차례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이다(이선아, 2003). 유아는 집

단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나누고 양보하는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

게 되며 자신도 만족감을 느끼고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용희숙, 2010).

2) 타인 이해성

타인 이해성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

는 능력, 타인의 사고나 행동, 느낌 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타인이해

성이란 유아가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

하는 능력을 말하며 흔히 조망수용능력, 역할수행과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다. 대부분

의 유아들은 만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게 되고, 어떤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동의 동기가 의도적이었는지 우

연적이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한 이해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

하게 작용하며 개인이 파악한 동기는 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칭찬, 비난, 평가 등

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교육부, 1998).

3) 자율성

자율성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고, 독립적, 자

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기 나름의 독특한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특성을 말한다(용희숙, 2010). 유아는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

는 생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수용하고, 점차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성의 기초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유아의 자유의지, 흥미, 요구, 관심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 중심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율성의 행동은 우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되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게 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4) 또래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 개인과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모

두 의미하는 말로 폭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유아는 성장하면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집단에 참여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며

자기 자신도 만족감을 느끼며 집단의 소속감과 집단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다. 행동 특성으로는 친구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공유하려는 행동, 다른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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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가는 행동, 사교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김난실, 2004).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만나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하며, 처음부터 여러 명의 그룹을 구성

하기 보다는 2, 3, 4명 등으로 서서히 시간이 경화함에 따라 함께 놀이해보는 경험의

대상을 점차 늘려 나가야한다(김성미, 2008).

이밖에도 신옥순(1994)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주도성이 강해지면서 점차 뭐든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갓 태어나 영·유아기까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6, 7세에 접어들면서 유아들은 능력이나 기술면의 향상과 더불어 부

모에게서 이탈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둘째, 관심 대상이 가족에게서 또래로 방향이 바뀌면서 경험의 폭을 넓혀가고, 강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폭 넓은 경험을 통한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셋째,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개념 확립의 기초를 형성한

다. 또래들과의 생활은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도록 해주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넷째, 성역할을 인식한다. 이때부터 자기의 성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여자아이는 여

자다운 것을, 남자아이는 남자다운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

가하면서 점점 뚜렷해지고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된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접근방식을 연구한 O'Mally(1997)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접근

방식을 동물 행동적 접근방식, 인성 구조적 접근방식,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O'Mally(1997)가 분류한 접근방식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

점에서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을 협동성, 조망수용능력, 자주성, 상호작용으

로 하였다.

첫째, 협동성은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행동이

다. 영·유아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로 혼자 놀거나 병행놀이를 하며 유아가 성장, 발

달해 감에 따라 협동적으로 집단 활동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상호 간에 협동적

행동이 활발해진다(이순화, 2013).

둘째, 조망수용능력은 탈 중심화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

력이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의 시각, 생각, 느낌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

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 자주성은 나의 일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성

질이다. 자주적인 생활태도는 우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하며 이러한 자신감을 기초로 스스로의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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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호작용은 유아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나누고

양보하는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며 자신도 만족감을 느끼고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유아들은 성장함에 따라 또래와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이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행동특성은

친구에게 수용적인 행동, 비공격적인 행동, 공유하려는 행동, 다른 동료를 이끌어가는

행동, 사교적인 행동을 말한다(석성경, 2014).

2. 유아의 놀이 무용

가. 유아 놀이의 개념과 효과

1) 유아 놀이의 개념

놀이란 무엇인가? 유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습득한 언어를 사용하

여 표현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

기 어려운 부분은 놀이를 통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놀이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유아의 놀이행동은 모든 행동의 측면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놀이 행

동의 가장 큰 기여는 인간의 마음, 신체,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다(Levy, 1978).

놀이는 유아에게 있어서 생활의 전부라 할 만큼 중요하고, 유아를 관찰해보면 잠

자는 시간 이외에 깨어 있는 시간에는 항상 놀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이며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놀이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

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다양하다. 놀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요약

해보면 다음과 같다(강영식, 2000).

가) 프로이드(Freud)의 견해

놀이를 두 가지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만족시

키는 것이라 하였고,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

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류하였다.

나) 브루너(Bruner)의 견해

유아의 놀이에서는 목적보다 수단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놀이를 할 때 목적을 성취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놀이 과정 중에 새로운

행동의 배합이 나타나면 이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듯 놀이는

유아의 행동 선택권을 증가시켜 사고의 융통성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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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록(Hurlock)의 견해

정확한 놀이의 의미는 외부의 강압, 강요가 없이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결과에 대한

고려함 없이 즐거움만을 위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라 설명하고 있다.

라) 피아제(Piaget)의 견해

놀이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개물의 구실을 할 뿐 아니라 유아의

인지발달의 지표라고 강조한다.

마) 비고스키(Vygotsky)의 견해

놀이란 실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성인 사고와 전적으로 상황

적 제한을 받고 있는 유아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았다. 놀이는 앞으로 유아

가 실제 행동과 도덕성의 기초적인 수준이 될 많은 성취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근접

발달 지역을 창출한다.

바) 에릭슨(Erikson)의 견해

놀이는 자아의 함수이며 육체적 및 사회적 과정을 자신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며,

자아조절에 대한 환각을 갖는 것과 더불어 환상과 실제 간의 중간적인 현실에서 자아

조절을 숙달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유아의 놀이는 ‘가상적 상

황’을 창조함으로써 경험을 다루고, 실험과 계획에 의해 현실을 조절하는 인간능력에

관한 유아기적 형태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놀이는 수많은 인간 행동 가운데 일하

는 것도 아니며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계에 놓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놀이의 조건

으로 ‘단순한 재미’와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학자들의 놀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놀이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자발적

인 행위로 유아의 놀이는 상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놀이는 행동의 결과보다 행

동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이며 모든 놀이는 고유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은 놀

이하는 유아에 의해서 정해진다. 결론적으로 놀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어디에 강

조를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결국 놀이를 통한 교육의 목적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

활자체로서 유아를 성장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임과 동시에 지적발달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며 나아가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얻게 되는 전인교육의 메카로 정의 할 수 있다(김신자, 2001).

2) 유아 놀이의 효과

Hurlock(1972)에 의하면 기본적인 운동기술을 학습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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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한다. 놀이와 신체발달의 관계를 보면 놀이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든 동작

이 대·소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장, 체중 등 신체성장에 도움을 주고, 배설, 혈액순

환, 수면 등의 생리 기능도 증진 시킨다. 또한 뛰기, 매달리기, 던지기 등의 놀이를 통

해 기본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여럿 놀잇감을 만지고 탐색함으로써 감각 및 지각능력

이 발달된다.

놀이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또래와 교류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지고, 풍부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들은 또래와 사이좋게

놀거나 놀이를 하는 동안 갈등을 하거나 경쟁하는 행동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

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규칙과 도덕적 기준 등 수많은 사회적 학습을 한다(김희

태, 김경희, 2016). 놀이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최정화, 2010)에 의

하면 여러 종류의 놀이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극놀이나 역할놀이, 주제 극놀이(Thematic fantasy play), 거친 신체놀이가 사회성 발

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정화, 2010). 놀이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

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주변 사회에 대한 관심, 지식, 이해가 증진한

다.

놀이와 인지적 발달의 관계를 보면 유아들은 또래 집단과 함께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다양한 놀이를 접하고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인지발달이 촉진된다. 여러 가

지 놀이를 하면서 수, 분류, 서열화, 공간, 시간, 보존,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으며, 놀이 중에서 접하는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탐색하고 실험하면서 확산적 사

고(Divergent thinking) 능력이 증진되고 문제해결력이 발달한다(김신자, 2001; 최정화,

2010). 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놀이를 통해 추상적 사고력이 증진되며 수많은 놀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놀이와 언어발달의 관계에서는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점점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 조절 능력이 발달하며 문장 구성력도 증진된다. 다양한 상황이나 역할

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 놀이 경험을 통해 바른 언어,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

성하고 또래들과의 집단 놀이 경험을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의

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최정화, 2010).

놀이와 창의성의 발달에서는 놀이를 하면서 창의성의 요소인 자발성, 호기심, 민감

성이고 다각적인 탐색을 하게 되어 확산적 사고능력이 증진된다. 놀이 중에서 가작화

요소가 내포된 상상놀이를 하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서 독창성이 발달한다. 또한 놀이는 기쁘고 흥미로운 것이고, 자발

적인 행위로 유아의 놀이는 상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놀이는 결과보다는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이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응시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유아의 학습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광범위한 영역까지도 놀이로 표현하기 때문에



- 16 -

그들에게 놀이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환경을 통제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며 환경에 대한 숙달을 학습하고 이런 놀이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이숙재,1988).

이처럼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이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Frank &

Caplan, 1984, 강문희 역 1989).

가) 놀이시간은 유아의 성장을 돕는다.

나) 놀이는 유아에게 활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다) 놀이는 유아의 물질세계를 탐색해 나아가는 방법이 된다.

라) 놀이는 항상 역동적인 학습 방법이다.

마) 놀이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 놀이는 성인의 역할을 학습하는 방법이 된다.

사) 놀이는 집단생활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아) 놀이는 신체적 능력을 숙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놀이는 흥미와 주의집중 능력을 신장시킨다.

놀이는 유아의 성장발달을 비롯한 유아교육의 본질과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데 가장 적절하며 가치 있는 교육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지도 매

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신자, 2001).

나. 유아 무용의 개념과 효과

1) 무용(舞踊)과 무용교육

무용은 사람의 신체활동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법으

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라 하겠다(김경신 외, 1989; 장미영, 1999). 무용은

우리 신체 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며 인간의 신체는 자기의 내면적 사상

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본능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용은 단순히 신체를 통한 예

술이라기보다는 신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예술이다(김두련, 1998). 또한 무

용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잠재적인 자연스러움과 의도적인 움직

임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장미영, 1999).

예술의 한 분야로서 무용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윤덕경(1994)은 무용은 인간

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감정과 사상을 표현함으로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였고, 손경순(1980)은 무용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음악에 맞추어 몸

을 움직여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는 동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용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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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정리해보면 무용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임을 향한 의지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인 동시에 한 인간의 사상, 정서, 감각의 개념을 하나로 종결 시켜

놓은 시간적 공간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김복락, 1992).

무용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며 인간의 예술능력을 높임으로써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능

력은 예술적 작품을 창조하는 능력이나 전문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자연 가운데서 전인적인 감동을 창조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인간 형성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유아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몸의 움직임을 통

해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유아에게 있어서 움직임은 언어 이전

부터 형성되어 온 가장 기초적인 그들의 표현 수단이었다(현미경, 2010).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움직임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무용교육이다. 무용교육은 아동

들의 자연적인 신체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훈련으로 발달된 아동들은 아름다운 신체와 율동감과 함

께 표현력이 풍부한 신체를 만들게 되며, 특히 아동기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이 정

화되어 그 일상생활이 자연적으로 미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김필순,

1983:11). 이러한 움직임의 요소와 정신적인 부분들을 유아들에게 제공하여 신체나 정

신을 훈련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곧 유아무용교육이다. 이에 대해 홍양자(1996)

는 움직임 교육과 더불어 움직임을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둔 움직임 교육의 지도 방법

을 도입한 창작 무용학습은 신체적성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능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무용을 통한 유아교육이라고 유아무용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2) 유아 무용교육의 효과

무용교육은 이미 고대 희랍인들에 의해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소크라테스는

“건강을 위해, 신체의 완전하고 조화 있는 발달을 위해, 타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

는 능력을 위해, 살을 빼기 위해, 왕성한 식욕을 얻기 위해 또 수면을 즐기기 위해 많

은 사람들에게 무용을 가르쳐야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도 새벽에 혼자 춤을 춘

다고 하면서 전인적인 가치를 일찍이 인정하였다. 이렇듯 무용은 인간이 마음에서부

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춤춘다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이러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신

장시키고 지도하는 것이 교육으로서의 무용이다(장미영, 1999).

이러한 무용교육은 유아기에 많은 효과가 있다. 유아기의 무용교육은 유아들로 하여

금 정서적 욕구의 배출을 조장하고 창의적인 성향을 발달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실제로 Laban(1980)은 유아무용교육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유아기의 무용교육의 중

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기 어린이들이 무용과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것은 유아기 어린이들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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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욕구의 무의식적인 배출 형태이며, 이와 같은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동작의 흐름을

알게 하고, 자발적인 표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선천적인 충동을

잘 육성해야 한다.

둘째, 동작의 자발성을 보존하고 이 자발성이 생애동안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무용은 창작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작적인 표현

력을 길러준다.

넷째, 새로운 무용기능은 창조적인 능력과 지적인 지식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

는 것이다.

유아들은 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냄으로써 유아들은 감수

성과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움직임으로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신체가 발달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향상되며 각자 자기 방법대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개인적인 창의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용은 성장기의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활동으로서 움직임을 통한 민주적 행동능력, 의사전달, 인지발달을

기르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유아의 인격 형

성의 본질적인 측면에 입각한 교육 목적과 교육 방법을 가지고 실시해야 하는 것이

고, 무용을 통한 교육은 하나의 실천적 의미의 교육이라 볼 수 있다(이영미, 1998).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행해진 무용교육은 유아무용교육의 이해가

부족하고 선생님의 행위를 단순히 따라서 하는 모방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어른

의 마음에 비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니 유아 스스로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이 학문적 기술과 능력을 강조하기 보다

는 다양한 신체움직임을 통한 무용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유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 유아 놀이무용의 개념과 효과

1) 유아 놀이무용의 개념

유아의 신체 움직임을 살펴보면 완벽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움직임 안에 의미가 없

는 움직임은 없다. 유아기에 있어서 움직임은 곧 생활이고 놀이이며 유아의 환상과

상상에 대한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이므로 신체

운동적, 정신적, 인지적 영역 등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핵심이 된다. 특히, 놀이는

신체의 운동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훈련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프뢰벨

(Froebel)이 주장하는 것처럼 놀이와 움직임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놀이와 리듬감을 결합한 무용과의 연결은 더욱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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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무용이란 유아의 내적인 본질과 신체를 표현함을 의미한다. 놀이무용은 유아에

게 흥미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놀이 형태의 무

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현미경, 2010). 유아들에게 놀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필수적

이며 놀이무용 자체가 유아의 내적인 본질과 신체를 표현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 놀

이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유아에게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흥미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활동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 놀이무용 교육을 통해 유

아는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신체를 조화시킴으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신체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으며 무용의 요소 신체, 공간, 시간,

힘을 통해서 실제 경험 세계를 통제 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조화와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고, 신체 언어와 실제 쓰는 단어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

며 신체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배우게 된다(현미경, 2010).

2) 유아 놀이무용의 효과

유아기에는 신체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신체운동과 감각을 통한 학습을 많이 접

해야한다. 유아들은 놀이무용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 능력을 발달시키고 개발하고, 놀

이무용 활동은 다양한 움직임 방법과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몸으

로 움직일 수 있는 무한한 방법들을 탐색하는 학습경험을 증가시키며 놀이무용동작의

반복과 연습을 통하여 신체능력과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숙정, 2005). 즉, 놀이

무용은 유아의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생활이나 체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신체발달에 도움을 준다.

유아들은 놀이무용을 통해 신체적 자아의식과 어휘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공간개념,

모양, 색, 무게, 빠르기, 방향 등 사교의 기초적인 개념도 자각할 수 있다. 놀이무용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서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놀이무용은 유아의 심리적 발달과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신

체적 자아의식과 어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사고의 기초적 개념도 자각할 수 있다. 또

한 정서 발달과 창의적인 표현력, 독창적인 문제해결의 태도를 기르는데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며, 사회성 발달에도 기초가 된다.

신체의 움직임과 동작은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생활의 필

수적 요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유아들은 놀이무용을 통해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움직임으로 자유롭게 나타냄으로써 상상력과 감수성이 발달하고, 타인에

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 또한 향상되며 창의력이 길러지게 된다. 이렇듯 놀이무용

은 유아발달과 창의성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숙정,

2005).

놀이무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유아의

정서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놀이는 신체의 운동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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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그 어떤 훈련보다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놀이와 움직임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놀이와 리듬감을 결합한 무용과의 연결은 더욱 의미가 크다(현

미경, 2010).

Laban(1975)은 무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예술적인 완전함이나 창작이 아니라 창의

적인 무용 활동이 유아들이 인성과 감성발달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현미경,

2010). 즉, 유아들은 움직임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스스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유아 스스로 움직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놀이무용을 지도할 때 그 교육적

효과는 증가되며, 놀이무용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현미경, 2010).

3. 놀이무용과 유아 사회성 발달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 등의 근간

이 되며,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강조한 바 있다(정미영, 2004). 유아기에 올바른 사회성을 발달시켜 주는 것은 그 무

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유아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양상의 변화이다. 유아기의 사회성은 또래 집단과의 활동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

고받게 되는데 유아는 또래를 행동이나 사고의 모델 또는 강한 자로 볼 수 있고, 사

회적으로 비교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래 집단에서의 활동

은 친절함과 협동성, 인내심 그리고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집단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적대적인 표현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행동임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된다(김영애, 2002).

Sutton-Smith(1971)는 유아에게 놀이는 일이고 작업이고 생활이라고 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기

능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과 기능의 수행을 통해 유아는 사회에 적응하

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Sutton-Smith(1971)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화과정은 놀이를

통하여 최초로 획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놀이로써 사회성을 발달시켜 유

아의 건강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사회성을 유아기에 놀이로부터 발달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애, 2002).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무용은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큰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비언어적 설득력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무용이 사회성 발달에 이바지 하는 이유는 무용을 통해 개성을 신장시키

고, 자아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현미경, 2010). 유아는

무용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서 타인에게 자신을 전달하고, 이 전달된 사

실을 타인에게 옮겨서 개인 아닌 집단 전달로 나타나며 더불어 전체로 발전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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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지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봉사, 협동, 타

인의 이해 등 바람직한 사회성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현미경, 2010).

놀이무용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서 발달

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창의적인 표현력, 독창적인 문제해결의 태도를 통해 사회성 발

달에도 기초가 된다(안창일, 1977). 놀이무용을 통해 유아는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배우게 된다. 즉,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다

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등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놀이무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김영애, 2002).

이와 같이 또래집단과 함께 하는 놀이무용을 통해 협동하며 차례를 지키고 게임의

규칙을 알고 지키는 것을 배움으로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 유아는 놀이무용 프로그램

을 활동함으로써 자신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어

성격 및 태도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능력의 배양을 이루게 된다. 또한 유아가 성장함

에 따라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무용교육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 사회의 문

화적 보편적 특성을 교육하게 되고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무용교육은 사회화의 중요 원인으로 인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면

서 다른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지혜를 배우고, 도덕적 기준이나 규칙, 성 역할 등

수많은 사회적 교육을 하게 된다(백아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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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전체 

(p)실험집단 비교집단

성별
남아 8 8 16 .000

(.642)여아 7 7 14

출생 순위

외동 5 2 7
2.104

(.349)
한명 이상 동생 있는 첫째 4 7 11

위로 한명의 형제 있는 둘째 6 6 12

기관재원기간

1년 미만 5 6 11 .144

(.500)1년 이상 2년 미만 10 9 19

전체 15 15 3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시 중구에 위치한 A유치원 재원생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은 모두 만 4세 유아들로 남아가 16명, 여아 14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은 현

재 유치원에 올해 입학하여 재원하고 있는 경우 약 1/3정도인 10명이고 나머지 2/3는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정도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이다.

이들은 모두 A유치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무용 활동이나 무용 프로그램에 참

여한 적이 없는 유아들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15명은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15명의 유아들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 가운데 외동인 유아가 5

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아들은 형제자매가 있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도 한명이상

동생이 있는 첫째인 경우가 7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한 각 집단의 특성이 서로 동질적인

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

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들의 성별, 출생순위, 재원하고 있는 기간에서는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서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집단

은 서로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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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조사문항 및 내용 문항수 신뢰도

협동성

Q1. 타인과 협동적인 놀이를 잘한다.

8문항 .917

Q2. 타인과 잘 어울린다.

Q3. 자신의 놀이에 타인이 끼어들어도 거부하지 않는다.

Q6. 누가 말 할 때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

Q9. 타인의 물건을 빌리면 되돌려 준다.

Q10. 타인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면 도와준다.

Q12. 자기 차례나 규칙을 알고, 하는 게임을 잘 할 수

있다.

Q18. 다른 아이들에게 게임방법을 잘 가르쳐 준다

타인이해성

Q5. 친구와 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7문항 .834

Q7.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자가만 가지려고 한다.

Q8. 타인에게 공격적이다.

Q11.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미룬다.

Q21. 놀이나 작업에 즐거워하며 열심히 참여한다.

Q29.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Q30. 교사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대답한다.

자율성 Q13. 어떤 일이든지 자신있게 한다. 7문항 .896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Vineland(1997)의 사회성숙도

검사를 측정도구로 용희숙(2010)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구

성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성 발달 측정도구는 유아의 협

동성, 타인이해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용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 중 협동성은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놀

이의 규칙이나 차례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특성이다. 타인이해성은 유아가 자기 자

신만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황 및 느낌 등을 이해

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율성은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행동특성이며 또래 간 상호작용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집단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행동을 말한다. 각 문항의 평점 방법은 검사자(유아의 담임교사)가 피

검사자(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작성하였다. 유아 사회성 발달평정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성 발달 척도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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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놀던 장난감은 제자리에 정리해 둔다.

Q16. 싫고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Q22.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Q23. 주위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한다.

Q25. 놀이를 할 때 스스로 새로운 것을 고안해낸다.

Q26.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또래 간

상호작용

Q4.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8문항 .840

Q15. 처음 보는 아이와 같이 놀기도 한다.

Q17. 타인에 의해 놀이 친구로 잘 선택된다.

Q19. 낯선 장소에 가도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Q20. 새로운 것을 쉽게 빨리 배운다.

Q24.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잘 청한다.

Q27. 교사들에게 스스럼 없이 대한다.

Q28. 교사들을 좋아하고 따른다.

전체 30문항 .958

주: Q4, Q5, Q7, Q8, Q11은 역코딩 문항.

3. 연구절차

가. 프로그램 개발

실험집단에 적용하게 되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신체적 발달, 정신적, 사회적, 지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성 발달에

관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 돕

는 협동정신을 기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과정은 또래와 함께 파트너

를 이루어 활동하거나 팀을 이루어 창작해내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또,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김화숙(2006)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의 단계적 모델 4단계 신체인식, 공간인

식, 즉흥표현법, 상상표현법을 기초로 하였고,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춰 만 4세 누

리과정의 생활주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다.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3월부터 4월까지 총 18회기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놀이무용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은 누리과정 생활주제가 ‘우리

원과 친구’ 이므로 주제를 우리 유치원과 친구를 알아가고, 파트너 혹은 모두가 함께

협동하여 만들어내는 수업을 개발하였다. 4월은 누리과정 생활주제가 ‘봄& 동식물과

자연’ 이므로 봄에 피는 식물과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들에 관련되는 주제를 중

심으로 개발하였다.

두 달 동안 창작무용 프로그램의 단계적 모델 4단계를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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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첫 번째 단계인 신체 인식에서는 신체의 움직임 중 걷기, 달리기, 뛰기, 미끄러지

기, 흔들기, 펴기를 중심으로 신체를 여러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어봄으로써 신체를

자각하여 움직임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명칭과 위치를

알아보며 신체의 움직임을 알아가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봄으로

써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신체의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는지

알아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공간인식은 신체가 움직일 때 필요한 움직임의 기본 요소인 시간,

공간, 무게, 흐름의 요소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하거나 방향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무겁고, 가벼운 느낌으로 움직여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즉흥표현법은 하나의 자극이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

사적으로 반응하여 일으키는 직관적인 신체적 움직임으로 교사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하는 단계이

다. 네 번째 단계인 상상표현법은 자유로운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

후에 독창적인 상상하여 신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나. 예비 연구

본 연구의 실행에 앞서 사회성 발달 검사도구의 적절성 여부와 검사 방법 및 절차

의 확정을 위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는 본 실험 유치원에서 2018년

에 재원 중인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사회성 발달 검

사의 문항에 대하여 유아의 이해도 및 문제점, 소요 시간,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여부를 파악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유아들이 각 활동을

흥미롭게 반응했으며, 진행상의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계획대로 본 실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는 사전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 및 학부모

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와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였다.

다. 사전 검사

2019년 3월 A유치원에서 실험집단, 비교집단의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과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크요령

에 대하여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실시에 참여한

교사의 경력은 4년의 경력을 가진 유아교사 1명과 3년의 경력을 가진 유아교사 1명,

총 2명이다. 실험처치에 앞서 놀이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4세 유아 실험집단

15명과 비교집단 15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 담임 교사가 사회성 발달에 대한 사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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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단계별 활동명

1차시

신체인식

나의 몸, 친구 몸 모여라!

2차시 친구의 지시에 따라 색종이에 신체 올리기

3차시

공간인식

공 굴리며 친구이름 부르기

4차시 우리만의 빠르고 느린 인사법

5차시 즉흥표현 친구를 몸으로 표현해요

6차시 상상표현 친구들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7차시

신체인식

그림자를 보고 똑같이 몸으로 만들어요

8차시 신체로 모양 만들기

9차시 스카프를 나의 몸과 친구 몸에 올려요

10차시 공간인식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빠르고 느리게

사를 실시하였다.

라. 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는 U시 중구에 위치한 A유치원에서 만 4세 유아, 실험집단 15명과 비교집

단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에게 모두 누리과정에 따

라 동일한 주제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자가 설계한 놀

이무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실험처치 하였다. 비교집단은 똑같은

기간 동안 방과 후 미술수업에 참여했으며 활동내용은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

수업 등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 처치된 놀이무용프로그램 활동 진행은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에 걸쳐 6주간(매주 3회씩 총 18회) 실시하였다. 놀이무용 프로그

램시간은 도입(10분), 전개(20분), 마무리(10분)의 총 40분간 진행하였다.

놀이무용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체적인 놀이무

용 프로그램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놀이무용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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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보아요

11차시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의 차이를 표현해보아요

12차시 깃발을 이용하여 걸음걸이 무겁고 가볍게 표현해보아요

13차시

즉흥표현

훌라후프 안에 있는 친구가 표현한 동물 따라하기

14차시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부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5차시 ‘싹싹 싹이 났어요’ 싹이 자라는 과정을 표현해보아요

16차시

상상표현

봄비 내리는 날을 몸으로 표현해보아요

17차시 봄의 나무를 표현해보아요

18차시 내 몸이 팝콘이 되어보아요

마. 사후 검사

놀이무용 프로그램의 처치가 끝나고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4세 유아, 실험집단 15명과 미술 수업에 참여한 비교집단 15

명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검사는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학급 담임 교사가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4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 자료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정을 위한 사전 동질성 검사는 유아 개인특성에 대

한 교차분석을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각각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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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둘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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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놀이무용 프로그램 전과 후의 유아 사회성 발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험집단의 놀이무용 프로그램 참여

전 집단별 사회성 발달 정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91(SD=.441)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898(SD=.272)로 .507 증가하였다.

비교집단 역시 사전조사(M=3.124, SD=.307)에 비해 사후조사(M=3.302, SD=.231)에

서 사회성 발달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2.992, p<.05). 이처럼 사

회성 관련 교육 실시 이후 유아의 사회성 발달 평균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교육

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성 발달 평균의 증가는 비교집단

(평균차 .178)에 비해 실험집단(평균차 .507)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회성 발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t=1.923, p>.05), 프로그램 시행 이후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났다(t=6.457, p<.001). 따라서 유아 사회성 발달을 위한 통상적 교육에 비해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구분 N
사전 사후 대응 차이 검정

M SD M SD t (p)

실험집단 15 3.391 .441 3.898 .272 6.151*** (.000)

비교집단 15 3.124 .307 3.302 .231 2.992* (.010)

집단 간 차이 검정
t (p) t (p)

1.923 (.065) 6.457*** (.000)

주: *** p<.001, ** p<.01, * p<.05

집단별 사회성 발달 정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대응차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유아의 전반적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그 효

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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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 변인별 차이검정 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한 바

와 같다. 먼저, 협동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은 5점 만점에

3.533(SD=.459)에서 사후검사 평균은 3.975(SD=.338)로 .422 높아졌으며,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859, p<.001). 비교집단의 협동성 역시 사전검

사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이 .108 높아졌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으며(t=2.101, p>.05), 사전 사후 평균 차이는 실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

났다.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협동성 발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t=1.759, p>.05), 프로그램 시행 이후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났다(t=4.692, p<.001). 이처럼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협동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 발달 하위변인 중 타인 이해성의 경우, 실험집단 사전검사 평균은

3.229(SD=.638)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876(SD=.545)으로 .647만큼 높아졌으며, 사전-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t=2.380,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3.019에서 사후검사에서는 3.257로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068, p<.05). 따라서 놀이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타인 이해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전분석

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t=.975, p>.05) 나타난 반

면, 사후분석에서는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므로(t=3.467, p<.01)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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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 타인 이해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 자율성 평균은 5점 만점에 3.419(SD=.593)였으나 사

후검사에서는 3.876(SD=.404)로 평균이 .457 만큼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놀이무용 프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t=-4.413, p<.01).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경우에도 사

전검사(M=3.076)에 비해 사후검사(M=3.2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이 있으나

(t=2.166, p<.05), 사전-사후 평균 차이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놀이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자율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전분석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t=1.907, p>.05) 나타난 반면, 사후분석에서는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 것도(t=4.826, p<.001) 본 연구에서의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

아 자율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또래 간 상호작용의 경우 실험집단은 무용 프로그램 참여 후 또래 간 상호작용 정

도(M=3.367, SD=.447)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후 상호작용 정도(M=3.858, SD=.340)가

.491만큼 높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674,

p<.001). 비교집단의 경우도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시 또래 간 상호작용 평균이

.217만큼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t=3.591, p<.01) 실험집단에 비해서는 실험 전후 평균

차이가 작았다. 이와 같이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또래 간

상호작용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차

이가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t=1.704, p>.05) 사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t=3.851, p<.01)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

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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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구분 N
사전 사후 대응 차이 검정

M SD M SD t (p)

협동성

실험집단 15 3.533 .459 3.975 .338 6.859*** (.000)

비교집단 15 3.250 .404 3.358 .381 2.101 (.054)

집단 간

평균차 검정

t (p) t (p)

1.759 (.083) 4.692*** (.000)

타인

이해성

실험집단 15 3.229 .638 3.876 .545 2.380* (.032)

비교집단 15 3.019 .534 3.257 .426 1.068 (.304)

집단 간

평균차 검정

t (p) t (p)

.975 (.338) 3.467** (.002)

자율성

실험집단 15 3.419 .593 3.876 .404 4.413** (.001)

비교집단 15 3.076 .366 3.229 .328 2.166* (.048)

집단 간

평균차 검정

t (p) t (p)

1.907 (.067) 4.826*** (.000)

또래 간

상호작용

실험집단 15 3.367 .447 3.858 .340 6.674*** (.000)

비교집단 15 3.133 .285 3.350 .381 3.591** (.003)

집단 간

차이 검정

t (p) t (p)

1.704 (.099) 3.851** (.001)

주: *** p<.001, ** p<.01, * p<.05

이상의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유아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이후 유아의 협

동성, 자율성, 타인 이해성, 또래 간 상호작용이 통제집단에 비해 많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협동성, 자율성, 타인 이해성, 또래

간 상호작용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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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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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연

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실시한 후 놀이무용 프로그램

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통해 비교 측정하였

다. 연구대상은 U시 중구 A유치원에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15명, 비교

집단 15명 총 30명의 유아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놀이무용프로그램은 김화숙(2006)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의 단계적 모델 4단계인 신체

인식, 공간인식, 즉흥표현법, 상상표현법을 기초로 하였다. 또,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춰 만 4세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한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6주 동안 일주일에 3회씩 총 18회 놀이무용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성 발달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Vineland(1977)의

사회성숙도 검사를 측정도구로 용희숙(2010)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보

완하여 재구성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고, 담임교사의 설문 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로 실험 전에 사회성 발달 검사를 실시한 후 18차시

동안 실험집단은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도하였고, 비교집단은 똑같은 기간

동안 미술수업에 참여했으며 활동내용은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 수업으로 진

행되었다. 이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정을 위한 사전 동질성 검사는 유아 개인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각각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사회성 발달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성 발달 평균의 증가는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 변인별 차이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성 발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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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협동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집단 모두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평

균 차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협동성이 더 높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선행연구 중 같은 주제로 실험했던 조아라(2018)의 연구와도 일치하다.

둘째,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 타인이해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팀을 이루어 협동하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또래와 교류하고,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 자율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놀이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자율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 또래 간 상호작용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또래 간 상호작용의 점수가 증가한

것은 3~4월동안 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 놀이무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원 생활 중 자

유선택활동시간, 실외활동시간 등을 통해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나날이 증가하여 상

호작용이 촉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 처치 후에 유아의 협동성, 타인이해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

작용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놀이무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

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조아라(2018), 유아 무용교육이 유아

의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낸 백아정(2006), 동작교육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한 정미영(2004), 창의적 동작활동이 유

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손미자(2002), 협력적 동작표현활동

이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강정원, 홍은경(2001)의 연구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사회성이 놀이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사회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무용은 유아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놀

이무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발달 향상을 위하여 놀이무용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아의 교육기관 안에서의 또래 관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놀이무용은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신체, 정서,

인지영역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흥미를 가지고 무용교

육에 임할 수 있다. 유아는 대부분의 활동시간을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놀

이무용교육은 인간 삶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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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무용은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도

록 놀이와 접목하여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발달시켜 전인교육이 가능하게 하

며 창의성 개발을 길러 줄 수 있는 유아 예술교육의 확대와 유아문화의 발전에도 기

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무용의 활성화와 유아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놀이무용을 유아교육에 알맞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노

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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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아의 사회성 발달 척도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힘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바쁜 일과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 이유리입니다.

본 설문지는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의 문항을 읽으신 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바라며, 누락된 문

항이 있는 설문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모든 문항에 체크한 후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며,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3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혜 원

연구자 이 유 리

(coffee15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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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남 , 여 이름

◎ 유아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다른 형제가 없는 외동 ② 한 명 이상의 동생이 있는 첫째

③ 위로 한 명의 형제가 있는 둘째 ④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는 셋째

⑤ 위로 세 명의 형제가 있는 넷째

3. 유아의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②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

③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가족

④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분과 함께 사는 편부모 가족

4. 유치원 정규수업 이후에 유아는 주로 누가 돌보십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도우미 ④ 보육시설

5. 현재 유아가 받고 있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몬테소리 프로그램 ②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③ 일반 유아 교육 프로그램

6. 현재 유아가 받고 있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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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때때

로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타인과 협동적인 놀이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 놀이에 타인이 끼어들어도 거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와 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가 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타인에게 공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타인의 물건을 빌리면 되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타인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기 차례나 규칙을 알고 하는 게임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떤 일이든지 자신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유아의 사회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 발달 설문지>

본 척도는 유아의 사회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유아가 보여주는

성향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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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놀던 장난감은 제자리에 정리해둔다. ① ② ③ ④ ⑤

15 처음보는 아이와 같이 놀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싫고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타인에 의해 놀이 친구로 잘 선택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을 잘 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낯선 장소에 가도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새로운 것을 쉽게 빨리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1 놀이나 작업에 즐거워하며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위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잘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놀이를 할 때 스스로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6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교사들에게 스스럼 없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교사들을 좋아하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9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0 교사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대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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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놀이무용 프로그램 계획안

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18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신체인식 차시 1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나의 몸, 친구 몸 모여라! 수업자료 음악 자료

학습 목표
- 나의 몸을 인식할 수 있고, 신체의 부분명칭을 알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활동해봄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머리 어깨 무릎 발’ 율동으로 신체를 인식하며 스트레칭 한다.

- 다리를 쭉 뻗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허리에 손이 준비자세에요.

- 다같이 ‘머리 어깨 무릎 발’ 음악에 맞춰 손으로 짚어 봐요.

◆ ‘ㅇㅇ는 어디있나~? 여기!’에 맞춰 신체의 위치를 알아본다.

- 머리는 어디 있나? / 여기!

- 손가락은 어디 있나? / 여기!

- 무릎은 어디 있나? / 여기!

전개

◆ 파트너를 정한다.

- 나와 키가 비슷한 친구를 찾아 파트너가 되어 마주보고 앉아볼까요?

◆ 서로 마주보고 앉아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친구의 몸을 터치하며

율동한다.

- 아까와는 다르게 나의 몸이 아니라 친구의 몸을 노래에 맞춰

터치해볼까요?

- 나의 몸과 친구의 몸을 터치해보니 어떤 느낌이였나요?

◆ ‘나의 몸, 친구 몸 모여라!’ 의 활동을 설명한다.

- 선생님이 지금부터 우리 몸 중에 한 부분을 큰소리로 외칠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다가 선생님의 소리에 맞춰 나의 몸과 친구의 몸을

풀을 붙인 것 마냥 붙여볼거예요.

-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발바닥” 하면 친구와 나의 발바닥을 붙이면

된답니다.

◆ ‘나의 봄, 친구 몸 모여라!’ 활동을 해본다.

마무리

◆ 친구와 서로 번갈아가며 안마해준다.

- 친구 등을 두들겨주세요.

- 친구의 등에 손가락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아요.

- 친구 어깨를 주물러주세요.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나의 몸, 친구 몸 모여라!’ 활동은 어땠나요?



- 49 -

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20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신체인식 차시 2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친구의 지시에 따라 색종이에

신체 올리기
수업자료 박스, 색종이, 풀

학습 목표
-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 부분명칭을 알 수 있다.

- 색깔의 이름을 알고, 신체로 터치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다같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든다.

- 다같이 손을 잡고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볼까요?

- 동그라미~ 만들자! 동그라미~ 만들자!

◆ 느리게 작은 원을 만들고, 빠르게 큰 원을 만들어본다.

- 작은 동그라미 만들 때는 느린 발걸음으로 만들어보자.

- 큰 동그라미 만들 때는 빠른 발걸음으로 만들어보자.

전개

◆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 오늘은 박스와 색종이, 풀로 어떤 활동을 할 것 같나요?

- 색종이가 어떤 색깔이 있죠?

- 펼쳐져 있는 박스에 친구와 함께 붙이고 싶은 곳에 색종이 6장을 풀로

붙여요.

- 친구가 지시하는 색깔과 몸의 한 부분을 듣고, 그 색종이 위에 몸의 한

부분을 올려 놓는거예요.

ex) 빨간색에 팔꿈치를 올리세요. / 파란색에 무릎을 올리세요.

◆ ‘친구의 지시에 따라 색종이에 신체 올리기’ 활동을 해본다.

◆ 파트너와 역할을 바꿔서 해본다.

- 역할을 바꿔볼까요?

마무리

◆ 친구와 서로 번갈아가며 안마해준다.

- 친구 등을 두들겨주세요.

- 친구의 등에 손가락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아요.

- 친구 어깨를 주물러주세요.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활동에서 어려운 점을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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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22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공간인식 차시 3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공 굴리며 친구 이름 부르기 수업자료 음악 자료, 공

학습 목표
- 방향에 맞춰 공을 굴릴 수 있고, 공을 받을 수 있다.

- 내가 알던 친구의 이름과 새로운 친구의 이름을 알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공으로 스트레칭 한다.

- 공을 배꼽에 붙여서 시작해서 몸을 숙여 발끝까지 공을 굴려볼까?

그 자세로 10초 세어보자.

- 다리를 양 옆으로 벌려서 공을 굴리며 몸을 숙여보자.

그 자세로 10초 세어보자.

◆ 두 명이서 짝을 지어 공을 굴려 서로 받아본다.

- 친구에게 공을 굴려보자.

전개

◆ 8명이서 원을 만들어 팀 이름을 정한다.

- 8명이서 한 팀이 되어보자.

- 우리 팀의 이름을 정해보자.

- 다리를 양 옆으로 벌려 큰 원을 만들자.

◆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친구를 향해 공을 굴려본다.

- “ㅇㅇ아! 받아라!” 라고 외치며 그 친구를 향해 공을 굴려보자.

- 다른 친구에게 굴려가지 않게끔 방향을 잘 맞춰 굴려보자.

◆ 15명이서 큰 원을 만든다.

- 더 큰 원이 되었어요. 멀리 있는 친구에게 잘 굴려보자.

마무리

◆ 공 전달게임을 한다.

-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공을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 공이 선생님한테까지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릴 것 같나요?

- 20초 안에 공이 선생님에게 돌아와야 해요.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친구와 함께 공 굴리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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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25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공간인식 차시 4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우리만의 빠르고 느린 인사법 수업자료
시트지 스티커,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속도에 따라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와 인사하며 새로운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선생님과 유아들이 인사를 나눈다.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새로운 인사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선생님이 방금 무엇을 한걸까?

- 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인사하니 어때?

◆ 다양한 인사법을 생각을 나누어본다.

-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드는 것 말고는 인사하는 방법이 또 없을까?

-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 3가지 인사법을 만들어본다.

ex) 1.무릎 두 번-손뼉 두 번-안아주기/

2. 손바닥 맞대로 빙글빙글 3번- 손잡고 한 바퀴 돌기

3. 발 소리 쿵쿵쿵- 서로의 머리에 손 대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기

전개

◆ ‘우리만의 빠르고 느린 인사법’의 활동을 설명한다.

- 색깔 스티커가 가 있어요.

색깔 스티커마다 인사법이 달라요.

- 만나면 1번 인사법을 느리게 해요.

- 만나면 2번 인사법을 빠르게 해요.

- 만나면 3번 인사법을 중간 속도로 해요.

◆ 색깔 스티커 중, 하나를 골라 가슴에 붙이고, 활동을 해본다.

-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가슴에 있는 색깔 스티커를

보고, 우리만의 인사법으로 인사해요.

◆ 인사법을 바꿔서 활동해본다.

마무리

◆ 마무리 스트레칭을 한다.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새로운 인사법으로 여럿 친구들과 인사를 나눠보았는데,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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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27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즉흥표현 차시 5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친구를 몸으로 표현해요. 수업자료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 친구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거울’ 이라는 단어를 퀴즈낸다.

- 1. 이것은 물건이고,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야.

2. 이것은 동화 ‘백설공주’에서 못된 왕비가 자주 본 물건이야.

3.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나는 무엇일까요?

◆ 두 명이서 짝이 되어 ‘거울 놀이’를 한다.

- 한 명은 거울 역할, 한 명은 사람 역할을 해서 친구의 모든 동작, 얼굴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해보자.

전개

◆ ‘친구를 몸으로 표현해요’ 활동을 설명한다.

- 친구들 앞에 한 명이 나와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친구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요.

표현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지 맞춰 보는 활동이랍니다.

◆ ‘친구를 몸으로 표현해요’ 활동을 해본다.

- 친구의 생김새, 머리카락 모양, 친구가 자주하는 행동들을 표현해보아요.

마무리

◆ 친구와 짝이 되어 마무리 스트레칭을 한다.

◆ 활동을 평가한다.

- 몸으로 친구들을 표현해보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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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3월 29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상상표현 차시 6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친구들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수업자료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자동차를 탄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 상상한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큰 원 대형으로 앉는다.

◆ 선생님의 동작에 따라 스트레칭을 한다.

- 다리 뻗어 다리 뒤쪽 늘리기

- 다리 나비 자세하여 골반 열기

- 다리 나비 자세하여 양쪽 옆구리 스트레칭

전개

◆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여행을 다녀온 적 있니?

- 누구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니?

- 무엇을 타고 다녀왔니?

◆ 만약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생각해본다.

- 여기에 있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싶니?

- 가서 무엇을 하고싶니?

- 어떻게 갈 수 있을까?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다.

- 옆에 친구와 어깨가 붙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어보자.

- 지금부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거야.

- 먼저 선생님이 운전할거니까 잘 따라와야해.

- 목적지까지 가려면 엄청 험난한 길을 가야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움직여야한단다.

ex) 자동차 출발! 유치원 대문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속도를 올려볼까요? 지금부터는 오르막길입니다.

3초 뒤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지나가요. 끼익- 왼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울산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 친구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여행을 떠나본다.

마무리

◆ 마무리 스트레칭을 한다.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자동차로 여행을 다녀오니 어땠나요?

- 다음에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다녀오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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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신체인식 차시 7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그림자를 보고 똑같이 몸으로

만들어요.
수업자료

그림자그림자료,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제시된 그림자을 보고 몸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자신의 몸을 안마해준다.

- 다리 두들기기 / 팔 두들기기

- 발바닥 두들기기

- 종아리 근육 주무르기

- 무릎 문지르기

- 허벅지 주무르기

- 앞 목, 뒷 목 스트레칭하기

전개

◆ ‘그림자를 보고 똑같이 몸을 만들어요’ 활동의 설명을 한다.

-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람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몸으로

따라해보는 활동이에요.

- 이 그림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 두 명이서 짝을 지어 두 명이 나오는 그림자를 몸으로 만들어본다.

- 두 명이서 짝을 지어 그림자를 따라해볼까요?

◆ 세 명이서 짝을 지어 세 명이 나오는 그림자를 몸으로 만들어본다.

- 세 명이서 짝을 지어 그림자를 따라해볼까요?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어떤 모습의 그림자들이 나왔었나요?

-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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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3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신체인식 차시 8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신체로 모양 만들기 수업자료 칠판, 보드마카

학습 목표 - 제시된 글자, 숫자, 모양을 보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선생님 동작을 보고 스트레칭 한다.

- 발목 돌리며 스트레칭

- 골반 in, out 하며 스트레칭

- 머리 돌리며 목 스트레칭

- 어깨 돌리기

전개

◆ 신체로 모양 만들기 활동을 설명한다.

- 칠판에 선생님이 다양한 모양, 숫자, 글자를 쓰면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똑같이 몸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에요.

◆ 혼자서 만들기 활동을 한다.

- ‘ㄱ’을 만들어보아요.

◆ 두 명이서 만들기 활동을 한다.

- 숫자 12를 만들어보아요.

◆ 세 명이서 만들기 활동을 한다.

- 하트 모양을 만들어보아요.

◆ 유아들이 직접 문제를 내본다.

- 친구 한 명이 나와서 직접 문제를 내어볼까?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어떤 모양이 쉬웠니?

- 어떤 모양이 어려웠니?

- 우리 몸으로 또 무엇을 표현해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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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5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신체인식 차시 9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스카프를 나의 몸과 친구 몸에 올려요. 수업자료 스카프,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스카프를 던져 나의 여러 신체부분으로 받을 수 있다.

-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다양한 스카프의 색깔을 소개한다.

- 이것은 무엇일까요?

- 어떤 색깔이 있나요?

◆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스카프를 가진다.

◆ 스카프를 이용하여 스트레칭 한다.

- 양쪽 다리 모아 앞으로 뻗어 상체 숙여 스트레칭

- 양쪽 다리 벌려서 옆으로 옆구리 스트레칭

- 스카프 잡은 채로 팔을 앞뒤로 돌려 어깨 스트레칭

전개

◆ 두 명이서 짝을 지어 스카프를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한다.

- 먼저 스카프를 공처럼 구겨볼까?

- 공처럼 만든 스카프를 친구와 서로 던져 주고 받기를 해보아요.

- 던질 때도 손으로 받을 때도 손으로 받아요.

◆ 선생님이 제시하는 신체 부분으로 스카프를 받아본다.

- 친구가 던지는 스카프를 등으로 받아서 스카프를 등에 올려보세요.

- 친구가 던지는 스카프를 어깨로 받아서 스카프를 어깨에 올려보세요.

- 친구가 던지는 스카프를 머리로 받아서 스카프를 머리에 올려보세요.

◆ 친구가 제시하는 신체 부분으로 스카프를 받아본다.

마무리

◆ 스카프 위에 올라와서 ‘그대로 멈춰라’ 활동을 한다.

- 실내화를 모두 벗고 스카프를 예쁘게 바닥에 놓은 다음 스카프 위로 두

발을 올려요. 바닥을 청소하듯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며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만나면 하이파이브를 해요.

◆ 활동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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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8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공간인식 차시 10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빠르고 느리게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벚나무, 음악자료

학습 목표 - 벚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신발을 신고, 운동장으로 나온다.

◆ 벚나무 그늘 아래서 벚나무 꽃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관찰한다.

- 벚꽃의 꽃잎은 몇 장일까요?

- 꽃잎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떨어지나요?

-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전개

◆ 벚나무 꽃잎이 떨어질 때 손으로 꽃잎을 잡고 바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준다.

◆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 바람이 많이 불 때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 친구들 앞에서 내가 표현한 움직임을 발표한다.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벚나무 꽃잎이 떨어질 때 잡아서 소원을 빌어보았나요?

- 친구들이 표현한 벚나무 꽃잎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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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0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공간인식 차시 11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의 차이를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갈색 천, 하늘색 천,

음악자료

학습 목표 - 하늘과 땅의 차이를 알고, 그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높은 하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높은 하늘을 본 적이 있니?

-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 만약 내가 높은 하늘에 있다면 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니?

◆ 땅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깊은 땅 속을 본 적이 있니?

- 땅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 만약 깊은 땅 속에 있다면 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니?

전개

◆ 유아들과 함께 갈색 천과 하늘색 천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어본다.

- 하늘색 천은 무엇을 의미할까?

- 하늘색 천은 높은 하늘을 의미해서 벽에 붙여보자.

- 갈색 천은 무엇을 의미할까?

- 갈색 천은 땅을 의미해서 바닥에 붙여보자.

◆ 만약 내가 하늘과 땅에 있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표현해본다.

마무리

◆ 반을 나눠서 친구의 움직임을 관찰해본다.

- 친구가 하늘과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자.

◆ 활동을 평가한다.

-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니?



- 59 -

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2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공간인식 차시 12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깃발을 이용하여 걸음걸이를 무겁고

가볍게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깃발, 모래주머니,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친구의 지시에 따라 걸음걸이를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따라 스트레칭 한다.

- 발목 돌리기

- 양쪽 엄지발가락 잡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상체 숙여 스트레칭

- 발바닥 두들기기

- 다리를 앞으로 나란히 편 상태에서 한 쪽 다리만 손으로 잡아 45도

들어올려 스트레칭

전개

◆ ‘그대로 멈춰라’ 노래에 맞춰 자유롭게 교실을 걸어본다.

◆ 발목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걸어본다.

- 이것은 ‘모래주머니’라고 해.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어서 무겁단다.

이것을 차고 걸어볼까?

◆ 모래주머니를 차고 걸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걸었더니 느낌이 어때?

◆ 5명이서 짝을 지어 한 사람을 빨간색, 파란색 깃발을 들고, 나머지는 그

깃발을 보며 걸음걸이를 표현해본다.

- 친구가 빨간색 깃발을 들면 모래주머니를 차지 않았던 가벼운

걸음걸이를, 파란색 깃발을 들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무거운

걸음걸이를 표현해보자.

◆ 5명이 돌아가면서 깃발역할을 해본다.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무거운 걸음과 가벼운 걸음을 해보았는데 어떤 걸음이 더 표현하기

힘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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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5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즉흥표현 차시 13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훌라후프 안에 있는 친구가 표현한

동물 따라하기
수업자료

훌라후프, 동물카드,

음악자료

학습 목표
- 동물의 움직임에 관심가진다.

-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동물 농장’ 노래를 들려준다.

◆ ‘동물 농장’에 나왔던 동물들을 회상해본다.

◆ ‘동물 농장’에 나왔던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해본다.

전개

◆ 큰 원을 만들어 앉아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 오늘은 큰 원 중간에 훌라후프 한 개를 놔둬요.

- 이 훌라후프 안에는 한 명씩만 들어올 수 있으며 훌라후프에 들어오기 전

선생님이 보여주는 동물카드를 보고 기억한 다음, 몸으로 동물을

표현해보자.

- 친구들은 훌라후프 안에 있는 친구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하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 동물 따라하기 활동을 한다.

◆ 선생님의 동물카드 없이 스스로 문제를 내어 움직임으로 동물을

표현해본다.

마무리

◆ 마무리 체조를 한다.

◆ 활동을 평가한다.

- 친구의 움직임을 보고, 떠오르는 동물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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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7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즉흥표현 차시 14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부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업자료

빨간 색종이, 파란

색종이, 동화자료

학습 목표
- 동화의 줄거리를 회상할 수 있다.

- 재미있는 상상을 하여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동화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들려준다.

◆ 동화의 줄거리를 회상해본다.

- 빨간 부채를 부쳤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 코가 길어졌어요.

- 파란 부채를 부쳤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 코가 줄어들었어요.

전개

◆ 두 명이 짝을 지어 색종이로 부채를 접는다.

- 두 명이서 짝을 정해서 한 명은 빨간 부채를 접고, 또 다른 한 명은 파란

부채를 접어보아요.

◆ 짝과 함께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부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본다.

- 우리 팀은 빨간 부채를 부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해볼까?

- 파란 부채를 부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해볼까?

◆ 짝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여 먼저 부채를 부칠 순서를 정하고, 부채를

부쳐본다.

- ex) 우리 팀은 빨간 부채를 부치면 토끼로 변신하고 파란 부채를 부치면

괴물로 변해요.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빨간 부채와 파란부채를 만들어 친구의 모습을 변신시켜보니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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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19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즉흥표현 차시 15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싹싹 싹이 났어요’ 싹이 자라는

과정을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갈색 천, 영상자료,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싹이 자라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봄이 되어 우리 주변에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봄이 되니 날씨가 어때?

- 봄이 되어 우리 주변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니?

- 무엇이 있을까?

◆ 봄이 되면 식물의 새싹이 자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봄이 되니 우리 유치원 꽃밭에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니?

- 싹이 어떤 모습이였니?

- 색깔은 무슨 색이였니?

전개

◆ 봄이 되면 싹이 자라는 과정의 영상자료를 보여준다.

- 싹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 영상이란다.

- 싹이 자라는 모습이 어떠니?

- 싹은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날까?

◆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 우리가 오늘은 봄에 얼굴을 빼꼼 내미는 싹이 되어볼거란다.

- 여기 큰 갈색 천에 큰 구멍들이 나 있지?

- 우리 친구들이 갈색 천 밑에서 숨어 있다가 친구들이 “봄이 왔어요!”

라는 구호를 듣고, 큰 구멍에서 천천히 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해볼거란다.

◆ ‘싹이 났어요’ 음악에 맞춰 싹이 자라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본다.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친구들의 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관찰해보았는데 어땠나요?

-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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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22일 월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상상표현 차시 16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봄비 내리는 날을 몸으로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우산, 음악자료

학습 목표 - 봄비 내리는 날을 상상하며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봄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봄이 되니 날씨가 어때?

-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도 자주 오지.

-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한단다.

◆ 빗소리를 들으며 봄비 내리는 날을 생각해본다.

- 비가 내리는 날 길을 걸어본 적 있니?

- 우산과 장화를 신고 걸었었니?

- 비가 내리는 날에 너희들은 기분은 어떠니?

- 왜 그런 기분이 드니?

전개

◆ 작은 무지개 우산를 보여주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 이것은 무엇인가요?

- 오늘은 우산을 쓰고 봄비 내리는 날을 표현해볼거예요.

-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땅에 물이 고여 있어 지나가다가 피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지나가는 곳곳에 놔둬

피해야하는 웅덩이를 만들거예요.

- 어떤 물건으로 웅덩이를 표현했으면 좋겠니?

-ex) 교구요./ 매트요./ 휴지요./ 실내화요.

◆ 빗소리를 들으며 봄비 내리는 날을 몸으로 표현한다.

마무리

◆ 친구들 앞에서 5명씩 표현해본다.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비 내리는 날을 우산쓰고 표현해보았는데 어땠나요?

- 친구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 우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우산을 돌돌 말아 찍찍이를 붙이면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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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24일 수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상상표현 차시 17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봄의 나무를 표현해보아요. 수업자료
찍찍이, 꽃잎모양

부직포, 음악자료

학습 목표 - 꽃이 피는 봄의 나무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산’을 퀴즈 낸다.

-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

- 여기에는 나무도 많고, 꽃도 많아.

- 모양은 세모처럼 생겼고,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여기를 잘 올라가.

- 이것은 무엇일까요?

◆ 두 명이서 짝을 지어 산 만들기를 해본다.

- 순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산이 무너져버려.

- 먼저 두 명이서 마주보고 앉아 무릎을 세우고 서로의 발끝을 뽀뽀해. 그

다음 무릎을 모아 손을 잡고 친구와 동시에 발바닥을 밀며 발을 머리 위로

올리는거야.

전개

◆ 봄의 나무를 생각해본다.

- 봄의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 유치원 꽃밭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어때?

- 꽃이 많이 핀걸 볼 수 있지?

- 나무가 자신의 몸에 꽃이 많이 피어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 활동을 소개한다.

- 5명이 한 팀이 되어 3명은 나무의 기둥과 가지, 나뭇잎이 되고 2명의

친구는 그 친구들의 나무에 꽃잎을 붙여줄거야.

- 꽃잎을 다 붙이고 나면 봄의 나무의 모습을 표현해볼거란다.

- 가위바위보로 역할을 정해볼까?

◆ 5명이 한 팀이 되어 봄의 나무를 표현해본다.

마무리

◆ 활동을 평가한다.

- 오늘 활동이 어땠나요?

- 봄의 나무를 표현하면서 어려운 점을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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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4세 수업일시 4월 26일 금요일 활동시간 40분

단계 상상표현 차시 18차시 장소 교실

활동 명 내 몸이 팝콘이 되어보아요. 수업자료
팝콘기계, 옥수수 콘,

음악자료

학습 목표 - 옥수수 콘에서 팝콘이 되는 과정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팝콘기계를 소개한다.

- 이게 무엇일까?

- 팝콘을 만드는 기계란다.

◆ 팝콘을 먹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팝콘을 먹어본 적 있니?

- 어디서 먹어보았니?

- 맛은 어땠니?

- 팝콘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니?

- 팝콘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걸까?

전개

◆ 옥수수 콘을 보여주며 팝콘이 튀겨지는 모습을 관찰한다.

- 팝콘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

- 팝콘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 팝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어떠니?

◆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몸으로 표현해볼까?

◆ 친구들 앞에서 팝콘이 되는 과정을 발표해본다.

마무리
◆ 친구들과 함께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오늘 활동을 평가한다.

- 팝콘을 몸으로 표현해보니 어땠나요?



- 66 -

Abstract

The Effect of Play Dance Programs on Infants’ Social

Development

Yu-ri Lee

This thesis examined the effect of play dance program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 play dance program was based on the 4th stage of the creative

dance program of Kim, Hwa-Sook (2006) focusing on the body perceptions, space

recognition, improvisation expression, and imagination expression. The program's

content was related to the theme of life in four-year-olds' curriculum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and interest of the infant. Thirty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Fifteen childre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lay dance program

and others(comparative group) participated in the art program during at the

afterschool program of A kindergarten in Ulsan.

Preliminary and post-tes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was rated with the scale

developed by Hee-Sook Yong (2010) using the social maturity test of

Vineland(1977).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18-hour dance program

for during six weeks(three times a week) from March 18th to April 26th while the

comparative group participated in painting, making, and paper folding classes.

Data were analys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Does the play dance program affect the social development

of infant?

1-1. Does the play dance program affect the cooperativeness of the children?

1-2. Does play dance program affect the comprehensibility toward others of

children?

1-3. Does the play dance program affect the autonomy of children?

1-4. Does play dance program affect peer interaction of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mo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ocial develop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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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mparativ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s in cooperativeness, omprehensibility toward others,

autonomy and peer interaction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lay dance is beneficial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s’ sociality. Future studies are needed for various play dance programs.

Key words: play dance program, infant dance,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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