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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학습을 심으로 구성해가는 만 3세 교실의 역할 놀이 역과 

그 과정에서 교사가 알게 된 것에 한 것이다. 이를 해 참여 찰과 심층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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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의 학습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

하고, 유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McGee, Richgels, 2001). 유치원 교실에서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역 의 하나가 바로 역할 놀이 역이다. 어린 

나이의 유아일수록 역할 놀이 역에 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기

숙(1994)은 유아교육기 에서 가장 기본 으로 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할 역으로 

도서 역, 역할 놀이 역, 쌓기 역이라 말한다. 이것은 역할 놀이 역이 유아

기에 요한 역의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가상하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역할 놀이 

역은 유아에게 교육  환경으로 제공되어 왔다.  

극화활동에 한 연구로 1960년  이후에는 결과 심 인 연구가 주되게 이루어

졌는데 극화활동과 연계된 결과 심 인 연구로는 지 개발 연구(이은상, 임 심, 

1995), 극화활동에 교사의 문해 환경 개입에 따른 문해 행동에 한 연구(강인구, 

은자, 1995; Morrow & Rand, 1991; Neuman & Roskos, 1991)  통합  극놀이 

환경구성이 유아의 인지  놀이행동, 사회  놀이행동, 비놀이행동에 미치는 향

(이 석, 이해숙, 1998)에 한 연구 등이 있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역할 놀이 역에 한 국내연구로 결과 심 인 연구와 

놀이 과정 심 인 연구가 병행되었다. 그 연구로는 연령별 특성에 따른 역할놀이

(하정희, 성은 , 이혜경, 2005), 극놀이 활성화를 한 략으로 교사 측면에서의 

교사개입, 환경  측면, 극놀이 활동 측면에서의 교사의 개입의 요성(이은화, 조

은주, 곽아정, 최일선, 이두 , 1998)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 이기숙, 이경

미, 김순환(1998)은 효과 인 극놀이를 운 하는 방법으로 소꿉놀이 역, 주제  

극놀이 역, 개방  극놀이 역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세 가지의 극놀

이 운 이 통합 인 극놀이 환경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하 다. 이외에도 유혜령

(2001)은 유아의 놀이 결과 심 인 연구가 집 되어 놀이 과정  성격에 한 

심 부족을 언 하며, 유아의 역할놀이 경험 양식과 교육  의미를 상학 으로 이

해하고자 질  연구를 하 다.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표출하기 하여 언어, 몸짓, 물체 등을 사용하는 활

동 인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이은상, 임 심, 1995). 유아기에 한 역할놀이 주

제는 엄마 아빠놀이, 가게 놀이, 병원놀이 등과 같이 일생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이나 

장 견학에서 찰한 것, 는 TV나 책에서 본 사건들이 될 수 있다(이숙재, 

2001). 그러므로 장학습을 통해 유아에게 주변의 세계를 직  경험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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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 놀이 역과의 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학습에 한 부분의 연구는 장학습에 한 유아교육기 의 실태(백정미, 

2002), 장학습에 한 인식비교(하미헌, 2001), 효율 인 장학습에 한 기  연

구(도미라, 2000; 해철, 2004)이다. 이와 달리 장학습과 다른 교육 분야와 연계

한 연구(김남희, 2001; 오주연, 1999; Cartwright, Aronson, Stacey, & Winbush, 

2001: Golden, 1973: Matthews, 2002; Parsons, 1995)들이 있다. 

오주연(1999)은 박물  장학습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로그램을 연결하고자 시

도하 다. Matthews(2002)는 장학습이 유치원 환경 안에 지역사회 경험을 형성할 

방법에 해 제안하고 있다. Matthews(2002)는 장학습을 통해 역할놀이가 유아 

사이에 자발 인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역할에 제한하지 않고 더욱 복잡

한 극놀이로 구성된다고 하 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습 후 커다란 세상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직 인 결과로는 새로운 어휘가 불쑥 나타나게 되었으며, 장학습의 

경험은 극화놀이(dramatic play)를 풍성하게 해 주었다고 하 다. 즉, 장학습을 통

해 본 새로운 경험인 지역사회 무 가 교실에 재 되어 역할놀이가 이루어지며 지

역사회기 에서 사용되는 사물 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재 하는 과정에 새

롭게 습득한 어휘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구조화된 환경으로서의 역할놀이가 아닌 

장학습을 통한 교육  효과로 지역사회기 을 교실로 들여오는 ‘역할 놀이 역’

에 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역할 놀이 역을 장학습과 연결 지어 구성하

여 놀이하는 사례를 통해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교사가 

알게 된 실천  지식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맥락 속

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 이고 심층 인 자료 수집을 통

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사례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사의 구체 인 목 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견학을 계획하여 

유아들이 견학 장소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것을 찰하여 향후 학습과 연결이 되도

록 하는 것이다(김 옥, 홍혜경, 2003). 이러한 연구의 목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 다.

연구문제 1. 장학습을 심으로 한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과정에서 교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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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장 찰의 상인 경기도 A 시에 치한 H 유치원은 2006년 개원한 유치원으

로 총 8개의 학 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치원의 일과는 아침 9시 30분에 등원하여 

귀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2시 다. 연구 상 반은 만 3세 반 아기꽃별반으로 15

명(여 6명, 남 9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 3세 담임인 K 교사는 3년제 유아

교육을 공하고 경력 2년 차의 교사로 유아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게 하

며 유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유아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교사이다. 

연구 참여자는 편의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K 교사는 신임교사 시 에 만 3세  

담임이었으며 연구자로부터 수업에 한 컨설  장학을 주 1회 받았다. K 교사는 

컨설  장학을 받은 경험 에 유아에게 동화를 들려  후, 동화 속 주제와 련된 

장학습을 경험하여 유아들이 역할 역을 구성하는 수업에 한 경험에 한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장학습과 역할 역 구성을 연결하는 수업에 해 

다시 경험하고 싶은 의지를 표명하 다.   

아기별꽃반은 3월 6일에 입학하 고 만 3세인 연령특성상 유아교육기 을 처음 

경험한 유아가 15명  14명이다. 가정을 벗어난 사회기 에서의 경험이 처음이라 

본 연구가 시작되기 까지 만 3세 유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회기 의 

응 기간이었다. 그로 인해 역할 놀이 역은 기본 으로 엄마, 아빠놀이를 할 수 

있는 소꿉놀이가 진행되었다. 즉, 본 연구의 주제 련 극놀이 구성 경험은 아기꽃별

반에 처음 있는 일이 되었다. 

본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실의 역구성은 역할 놀이 역의 엄마, 아빠소꿉놀이 

1개로 구성되었던 것이 2개의 역할 놀이 역으로 확장되었다. 2개의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공간  치와 기본 인 가구(책상, 교구장)로 독립 인 

역으로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Brouette, 1994) 교사에 의해 배치되었다. 하나의 역

할 놀이 역은 장견학 에는 일반 인 엄마, 아빠놀이 던 것이 장견학 후에

는 피트네 집*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의 역할 놀이 역은 장학습을 한 

후 작은 사회인 ‘피자가게’가 구성되었다. 

* 피트네 집은 주제 극놀이의 동기가 되는 동화 속 주인공의 집이다. 피트는 작은 사회 구
성하기의 도입으로 유아들에게 들려준 아빠와 함께 피자놀이를그림동화책의 주인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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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교사가 의하며 구성되는 역할 놀이 역 구성의 활성화를 하여 두 개

의 역할 놀이 역 사이에 쌓기 역과 조형 역을 배치하여 ‘ 의-제작-배치-놀이

의 과정’을 원활히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주제가 시작되는 날, 벽면에는 피자가게

에 한 화보를 벽면에 제시함으로써 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장학습과 역할 놀이 역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

를 한 장을 기술하기 해 맥락  자료를 가지는 것이 요하고, 그 사례를 깊

이 있는 그림을 제공하기 해 사례에 한 폭넓은 정보가 필요하다(Creswell, 

2005). 장학습을 심으로 구성하는 역할 놀이 역에 한 자료 수집은 참여

찰을 하며 동시에 비디오촬 이 이루어졌다.  

K 교사는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와 련되지 않은 교육활동에는 연구자와 연구보

조자에게 수업 공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수업 시간 내에 비디오 촬 을 해서는 

사 에 교사의 연락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놓치게 되는 역할 놀이 역 

구성의 과정은 교사의 기록물과 서술식 질문지와 심층면담으로 보충하 다. 찰은 

장학습을 심으로 한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와 직 인 련이 있는 역할 놀이 활

동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주제가 시작되어 구성되는 역할 놀이 역 찰의 

시작은 2007년 4월 24일이며 종료된 날짜는 6월 16일이다. 찰기간 동안 심층면담을 

하기도 하 으나 추후 인터뷰는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동 상 녹화자료를 사하여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 으

며, 과정에 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해 비디오테이 로부터 스틸 이미지를 만들

어 사용하 다.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면서 유아가 만든 자료는 디지털카메라로 

촬 을 하 고 찰에서 놓친 유아의 아이디어, 역할 놀이 역 소품 만들기 과정

에서의 의견, 교사가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과정에서 느낀 것과 생각의 변화에 

해서는 교사와의 서술식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 다. 한, 교

사의 연구록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되는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과

정을 그 로 드러내기 해서 장학습과 역할 놀이 역을 연결하는 사례를 제시

하고자 하 다. 그리고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인 

교사가 구성하게 된 실천  지식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 다. 즉, 자료 분석은 수

집된 자료를 심으로 결과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질  연구의 귀납  분석방

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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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장학습 장소인 피자가게를 방문하고, 장학습 후 교실에서 피자가게의 물리

인 측면, 사회 구성원의 역할 측면을 회상하며 역할놀이를 하기 해 피자가게를 

교실에 재 하는 일련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 다. 그 과정에서 장학습을 심

으로 한 유아의 역할놀이 역 구성하기와 교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제와 연관된 현장학습을 통해 역할 놀이 영역 구성하기 과정

1) 학습이 일어나는 장 학습  사 활동

(1) 질문 목록 정하기  질문할 역할 정하기

상황 1

∙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떻게 만들어요?

∙ 새카맣고 동그란 거는 언제 쓰는 거 요?

∙ 불은 어떻게 나와요? 피자를 불에 어떻게 구워요?

∙ 양념 소 , 양념할 때 소  들어 있어요?

∙ 우리 형이 동그랗고 시커먼 것 좋아해요. 피자 안에 들어 있는 것 

그게 뭐 요?

∙ 피자에 토마토 들어가요.  어떤 것 들어가요?

∙ 피트*가 반죽이 되었어요. 반죽은 어떻게 해요?

∙ 피자는 오 에 넣어요. 어떻게 넣어요?

∙ 피자는 얼마 요?

-참여 찰 <피자가게에 한 궁 증 목록>

상황 2

교사: 얘들아, 여기 이 게 희가 궁 해요! 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 

어떤 친구가 아 씨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유아: 내가요!

* 동화 속 주인공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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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럼, 수민이가 궁 했던 '새카맣고 동그란 거는 언제 쓰는 거

요?'는 수민이가 물어보기로 하자.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친구가 물어보면 

좋을까? 

-참여 찰

장학습은 가장 짧은 기간의 경험학습이다(Scarce, 1997). 장학습은 직 경험을 

통한 학습을 의미한다. 백화 에서 아이쇼핑하듯 하는 장학습에서 학습으로 연결

하는 장학습이 되기 해서는 학습자인 유아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학습을 가

기  사 활동으로 학습의 주체인 유아가 장학습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

지, 구체 으로 계획하는 일은 직 경험에 나서는 만 3세 유아에게 학습의 주도권

을 갖도록 한다. 이숙재(2001)는 역할놀이를 지도하기 해서 계획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역할놀이 주제를 유아에게 소개하기 해 어떤 사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역할놀이에 연 되는 

장학습 장소로 피자가게를 정하여 유아와 함께 피자가게에 가서 궁 한 것에 

해 질문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자가게에서 교실에서 정한 질문목록을 가 질

문할 것인지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게 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목록’을 

만드는 것은 장학습 장소에서의 활동에 집 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철, 2004).  

(2) 장 학습 시 지켜야 할 규칙 정하기

상황 3 

∙ 한 로 서서 따라가요.

∙ 천천히 걸어야 해요.

∙ 다른 손님한테 방해하지 않아요. 

∙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요.

∙ 보기만 해요. 험한 것도 있어요.

∙ 만지고 싶을 때 아 씨한테 물어 요.

-참여 찰<유아들이 정한 피자 가게에서 지켜야 할 약속>

장학습은 교육과정과 련하여 유아교육기 에서 직  경험할 수 없는 정보들

을 직 이고 구체 으로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사고체계를 조직화하며 활동범 를 

넓히고 학습의욕을 진, 강화, 확장시켜주는 학습방법으로서 유아들에게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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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철, 2004, p.7). 이 게 장학습이 유아들

에게 매우 효과 인 학습활동임에도 교사들은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데 있어 유

아들의 안 에 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장학습을 

가기 , 유아들이 유치원 밖을 나갈 때의 안 과 련된 규칙과 방문할 장학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 해 의견을 모은다. 이때 교사에 의해 규칙이 제시되

기보다는 유아에 의해 규칙이 세워지도록 한다. 교사가 만든 규칙을 유아들에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을 생각하여 말하도록 함으로써 

자율 인 도덕성을 길러진다. 

(3) 장학습 목 을 인지하기

상황 4 

교사: 피자가게에 가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교사: 피자가게를 견학한 후 교실에 와서 역할 놀이 역에 피자가게를 

만들어 볼 거란다.

-참여 찰

교사는 유아에게 장학습을 왜 하는지, 장학습 장소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측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들로 하여  기 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습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다녀와서 교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 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습 장소와 교실을 연결할 아이디어를 경험이 계

속 연속되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는 교사의 의도를 볼 수 있다. 

2) 장학습

상황 5 

유아 1: 반죽은 어떻게 해요?

아 씨: 주문을 하면 빵이 들어와. 빵이 얼어서 들어와. (상자의 포장을 

뜯어 보여주며) 이것  꽝꽝 얼었지? 얼음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아 씨

가 이걸 녹여. 이 게 놔둬. 그럼 시간이 지나면 녹아. 녹으면 아 씨가 

울로 재서 나 면 한 지가 열두 개가 나와. 그럼 동그란 통 안에 집

어넣어. 이 게 해서 반죽이 만들어진 거야.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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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3: 피자를 어떻게 구워요?

아 씨: 이걸 보면 오 이 있지? 오 기는 뭐냐면 피자를 구워내는 기

계를 오 이라고 해. … 략… 아 씨가 스크린 철 에 피자빵을 얹어서 

넣으니, 피자가 되어서 나왔지? 그 게 해서 오 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피자가 되어 나오는 거야.

-참여 찰

상황 5는 만 3세 유아는 장학습 사 활동으로 피자가게에 해 궁 증을 생각

하고, 피자가게를 직  방문하여 궁 증을 ‘피자가게 아 씨’에게 인터뷰하는 것이

다. <표 1>에서처럼 사 에 계획한 인터뷰 목록을 실제 견학에서 인터뷰를 다 이행

하지는 못했으나 만 3세 유아가 궁 증을 직  장학습 장소의 인 자원에게 물어

으로써 학습에 참여를 극 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만 3세 유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상황 5에 나타난 것처럼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표 1> 견학 전과 견학에서의 인터뷰 목록 비교  

견학  인터뷰 목록 견학에서의 인터뷰 목록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떻게 만들어요?
피자모양이 동그란 모양과 세모, 네모는 

어떻게 만들어요?

새카맣고 동그란 거는 언제 쓰는 거 요? ․

불은 어떻게 나와요? 피자를 불에 어떻게 

구워요?
․

양념소 , 양념할 때 소  들어있어요? 양념하는데 소  있어요?

우리 형아가 동그랗고 시커먼 것 좋아해요. 

피자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게 뭐 요?
동그랗고 새까만 건 뭐 요?

피자에 토마토 들어가요.  어떤 것 

들어가요?

피자에 토마토 들어가요?  어떤 것 

들어가요?

피트가요. 반죽이 되었어요. 반죽은 어떻게 

해요?
반죽은 어떻게 해요?

피자는 오 에 넣어요. 어떻게 넣어요? 피자를 어떻게 구워요?

피자는 얼마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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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과정

 (1) 장학습 활동 회상하기

도우를 냉장보 에 한 안내 토핑된 피자 굽기

〔그림 1〕디지털 기록화된 동 상자료로 장학습 회상 

유아들은 동 상으로 촬 한 장학습의 모습을 교실에서 보며 회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피자가게의 경험을 재방문할 수 있었다. 동 상에는 피자가게 아 씨가 

피자가게를 소개하는 것, 유아가 궁 한 것을 인터뷰하는 과정, 주문한 피자가 만들

어지는 과정, 피자 포장, 피자 값 지  등 피자가게에서의 경험이 모두 담겨 있었

다. 유아는 장견학 장소에서 탐구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동 상과 목소리를 통

해 장학습 장소의 경험이 자신에게 왜 요한지를 인식하게 되고, 재방문한 경험

을 바탕으로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유구종, 2003). 

 (2)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기 한 계획

상황 6 

교사: 피자가게를 만들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유아의 이야기들을 는다.)

유아 1: 동그란 칼

유아 2: 손님

유아 3: 오 에다 피자를 구워요.

유아 4: 양념 소

유아 5: 설탕

유아 1: 끈

유아 6: 오

유아 3: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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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7: 햄이 필요해요.

유아 2: 피망 필요해요.

유아 8: 스 링

교사: 스 링?

유아 8: 동그랗고 시커먼 것, 피자 올리는 거요.

교사: 피자를 올리는 스크린을 말하는 거야?

유아 8: 네

… 략…

유아9: 배달할 때 오토바이도 필요해요. 

교사: 우와 여기 희가 말한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고,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배달할 때 오토바이도 필요해. 그럼 배달할 때에는 피자를 어

떻게 배달할까? 그냥 피자를 손으로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가면 되는 거야?

유아 1: 피자통

유아 3: 자동차

유아 8: 화도 해야 해요.

교사: 그래, 그런데 얘들아, 피자가게에 요한 것이 빠졌어. 희가 말

한 것처럼 피자 재료도 있고, 배달도 하고 손님도 있는데 피자가게에서 피

자는 어떻게 만들어?

유아 4, 유아 9: 아 씨요.

-참여 찰

〔그림 2〕역할 놀이 역 구성하는 한 생각 모으기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에 한 계획은 생각 모으기를 통해 장 학습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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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세히 찰한 것, 사진 자료, 동 상 자료 등을 근거로 교사와 유아의 토의를 

통하여 구체 으로 계획되었다. 교실에 새롭게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데 필요

한 사람들의 역할, 필요한 가구와 도구, 피자가게 간  제목 정하기가 계획되었다. 

장학습의 경험을 학습과 연결하기 해 장학습에서의 경험에 해 회상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 는 과정은 알게 된 것에 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McGee, Richgels, 2001). 

상황 7 

교사: 얘들아, 이번에는 희가 이 게 ‘피자가게 만들 때는 이런 게 필

요해요.’ 말했던 것들을 어떤 친구들이 만들지 정할 거야. 여기에는 간 , 

기계 , 배달 , 재료 , 사람 , 도구 이 있어. ‘피자를 만들 때 필요한 동

그란 칼하고 스크린을 만들래요.’ 하는 사람 굴까? … 략… ‘피자가게의 

이름을 만들어서 걸고 싶어요.’ 하는 사람?

-참여 찰

〔그림 3〕피자가게 만들기 해 역할 정하기

역할 역 구성에 한 역할 정하기는 무엇이 필요하고 만들 것인지 구체 인 계

획이 나온 후, 필요한 것 찾기  만들 소품에 해 유아와 의하여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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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할 놀이 역 구성할 자료 비하기

상황 8 

유아 교사

재료  유아 4명이 동그라미책상에 교사와 

앉아 있다. 책상에는 다양한 자료가 칸이 나

어진 상자와 다양한 그릇에 재료가 담겨 

있다. 나머지 유아는 자유롭게 역에서 놀

이하고 있다. 

교사: 피자 속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까?

남아 1: 까맣고 동그란 거
교사: 어, 까맣고 동그란 게 뭐야? 그때 재민

이가 아 씨한테 물어 서 알았잖아.

남아 1: 형이 좋아하는 거야. 교사: 이름 잊어버렸어? 올리

남아 1: (고개를 끄덕인다.)

여아 2: 인애

유아: ………

교사:(벽면 화보 붙인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우리 기 피자 속 재료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보러 가자.

    

여아 2: (화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옥

수수
교사: 옥수수도 있어. 맞아.

남아 1: (벽면의 화보를 손으로 가리키며)

옥수수, 페퍼로니, 햄
교사:  뭐가 있어?

여아 1: 토마토 교사: 토마토도 있어. 그리고?

여아 2: 치즈

-참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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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9 

유아 교사

교사: (벽면에 붙인 피자재료 화보를 떼어내

서 투명한 손잡이가 달린 통에 붙이며) 희

가 만들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어. 할 수 

있겠어? 

여아 1: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교사: 선생님이 에서 도와  거야. ‘ 는

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는 게 있

으면 손가락으로 가리켜 .

재민: (손으로 양  그림을 가리킨다)

교사: 양 ! (벽면의 양  그림카드를 떼어내서 

투명 통에 붙이며) 재민이는 양 를 나타낼 것

을 찾아보자. 기서 찾아볼 거야.

서진: (치즈그림을 손으로 가리킨다.)
교사: 서진이는 치즈? (벽면의 치즈 그림카드

를 떼어내서 투명 통에 붙이며)

석: ( 인애  그림을 손으로 가리킨

다.)

교사: 인애 . 그러면 우리 한 개씩 골랐지? 

그러면 우리 기 (다양한 조형 자료가 놓여 

있는 동그라미책상을 가리키며) 가서 찾아보도

록 하자.

서 : 콩을 옥수수 그림이 붙여있는 투

명통에 담는다.

 재민: 블록 역에 가서 빨간 블록을 햄 

그림이 있는 투명 통에 담는다.

서 : 검정색 폰폰을 올리  그림이 붙

은 통에 담는다.

-참여 찰

상황 10

  • 변형 없이 그 로 체물이 된 것

‧ 올리 : 검정색 폰폰

‧ 페퍼로니: 빨강 실꿰기 블록

‧ 옥수수: 노란 콩, 검정 콩(노란 콩을 사용하다 나 에 모자라서 검정

콩 체 사용)

‧ 인애 : 솔방울(솔방울을 뜯어서 사용하거나 솔방울 체 사용함) 

-교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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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를 신한 

검정 폰폰

옥수수를 신한 

노랑콩과 검은콩

인애 을 신한 

솔방울

페퍼로니를 신한 

빨간 끈꿰기 블럭

〔그림 4〕변형 없이 그 로 체물이 사용된  

상황 11 

  • 사물을 변형시켜 체물로 사용된 것

‧ 양 : 노란색 골 지를 찢어서 사용

‧ 치즈: 은색 빵 끈을 잘라서 뿌리듯이 사용

‧ 베이컨: 종이 끈(종이 끈을 풀어서 풀어놓은 것과 풀지 않은 것을 함

께 조형 역에 제시하 는데 풀어 있는 모습을 보고 베이컨과 비슷

하다고 종이끈을 풀어서 베이컨으로 체 사용함)

‧ 감자: 물결무늬 골 지로 사과 모양 펀치 뚫은 것 

‧ 토마토: 빨간색 빨 를 네 갈래로 나눠서 사용했으나 자르기 힘들어

서 그냥 사용

‧ 버섯: 갈색 지끈(색깔을 심으로 찾음) 

-교사일지

양 치즈 베이컨

〔그림 5〕사물을 변형시켜 체물로 사용된 
  

상황 12 

  • 만들어서 체물로 사용된 것

‧ 소시지: 찰흙을 빚어서 만들어 체 사용

‧ 피망: 여러 가지 색깔 모루를 동그랗게 말아서 사용 

-교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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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피망

〔그림 6〕만들어서 체물로 사용된  

역할 놀이 역에 구성할 가구와 도구, 소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비

하는 첫 순서는 유치원 내에서 변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체할 물건 찾았다. 

드캠과 로즈그란트(1992: 교육부, 2000, 재인용)는 유아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하여 먼  주변에서 자주 경험한 것을 심으로 인식하고 탐색, 탐구하며, 다음에 

학습한 것을 활용한다고 하 는데 유아들이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유치원 교실에

서 찾는 과정에서 인식-탐색-탐구-활용하며 학습하는 유아의 모습을 찰할 수 있었

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는 실험, 정교화, 통합, 새로운 사물과 경험 창조를 해 사

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Branscombe, Castle, Dorsey, Surbeck, Tayer, 

2005, p.99).

유아는 벽면에 게시된 피자 토핑재료 화보(주제 련 학습 자료)를 보며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피자 만들기에 직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역할놀이를 하기에 합한 체사용물을 직  탐색하고 찾았으며, 직  체할 사

물을 찾지 못하 을 때 사물을 변형시키거나 만들어서 활용하 다. 유아는 직  탐

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실과 자료실을 반복 으로 찾아가며 가장 합한 재

료를 선정하기 해 토론하는 모습도 보 다.

 (4) 수집된 자료로 역할 역을 구성할 자료 제작하기

 마음에 드는 간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

피자가게 간  종류 정하기 

한 투표 결과
결정된 간  모양

〔그림 7〕제작할 역할 놀이 역의 간 의 종류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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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역할 놀이 역의 간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먼 , 교사가 비한 

여러 종류의 간  사진을 보며 간 의 다양한 모양을 감상하 다. 여러 종류의 간

  가장 마음에 드는 간  한 가지를 정하여 투표한 후, 반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자가게 간 을 정하 다.

상황 13 

유아 1: (폐품 나무 조각들을 집어 들며) 이거요!

교사: 이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유아 1: 아. 알았어요. 이것으로 지붕을 만들어요(나무를 구부리며).

… 략…

유아 1: (갈색종이를 가리킨다.)

유아 1: (유아는 교사가 디지털카메라의 간  사진을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이 종이를 가져갈까? 

-참여 찰

자료실에서 간 의 지붕을 

표 할 자료를 찾음 

간마다 디지털 카메라 

속의 간 을 보여 주며

합한 재료 찾기 

찾은 재료를 교실에 가져  

가기 해 상자에 담기

〔그림 8〕피자가게 간  만들 재료를 자료장에서 찾기

상황 14 

교사: 간 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유아: 피자 모양

교사: 피자가게 뭐라 할까?

유아: 구워 피자.

… 략…

교사: 그럼 자는 무엇으로 꾸미면 좋을까?

유아: (수수깡을 들며) 이거요. 이걸로 해요.

-참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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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피자가게 간  만들기 완성

투표에 의해 결정된 간 을 만들기 해 교사의 자료장에 가서 다양한 자료 속에 

합한 재료를 찾는 과정이다. 이때 교사는 유아가 선정한 간 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재료를 직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는 스스로 아이디

어를 실천해 볼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환경에 한 의미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

게 되고, 그럴 때 유아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Branscombe, Castle, 

Dorsey, Surbeck, & Tayer, 2005). 

교사는 유아가 투표하여 결정된 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아 간 을 표 할 

재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한 재료와 표 하게 될 간 과의 계를 비교하며 

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게 유아들로 하여  그들 스스

로 사소한 것으로부터 어떤 큰 요성을 식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rooks & 

Brooks, 2005).   

냉장고 오 도우 피자 나이

〔그림 10〕소그룹으로 역할 놀이 소품 만들기

유아는 장학습 경험을 회상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에 합한 자료를 찾고 

수집된 자료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역할 놀이 역에 필요로 한 소품을 제작하

다. 제작에서 어려운 부분, 즉, 칼로 자르기, 바구니의  부분 떼어내기 등 험한 

물건을 다루는 것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제작하여야 할 

소품 선정이나 소품을 만들기 한 자료 제시, 만드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는 유

아들에 의해 제안이 되도록 하 다. 충분한 시간과 심층  몰입의 기회는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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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구성에 도움을 다(DeVries, Zan, Hildebrandt, Edmiaston, & Sales, 2007). 

4) 역할 놀이 역 놀이 간 평가

상황 15

교사: 얘들아, 우리가 먼  여기서 놀이를 할 때 가 어떤 사람이 무엇

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가 필요해?

유아: 아빠!

유아: 손님

… 략…

교사: 그리고 피자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피자 만드는 사람은 굴

까?

유아: 요리사 

유아: 아빠

유아: 나는 피자 만드는 사람

교사: 그런데 피자를 주문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 같아. 계산하는 사람

도.

… 략…

교사: 손님이 무엇을 하고 기다렸으면 좋을까?

… 략…

유아: 노래 듣고 싶어요.

교사: 노래 들려주려고 틀어 까 그러면?

유아: 네

-참여 찰

‘구워구운 피자가게’ 놀이를 하면서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상황에 따

른 의사소통  역할에 해 자기 심 인 사고에서 혼잡함을 이기 해 유아가 

구성한 피자가게 놀이를 하며 더 필요한 것, 불편한 것, 수정할 것에 해 간 평

가를 하여 반 하는 것이다. 간평가를 통해 피자가게에서 손님이 기다리면서 갖

게 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을 보는 곳과 음악을 들려주는 새로운 문제 

해결 의견이 나와 피자가게 놀이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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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 놀이 역의 놀이 평가

  

상황 16

유아: 다희가 ‘어떤 피자 먹을 겁니까?’ 했는데

교사: 어! 맞아. 다희가 ‘어떤 피자 먹을 거 요?’라고 물어봤었지. 그래

서 무슨 피자 먹었어? 

유아: 고구마

교사: 고구마 피자? 고구마 들어 있었어? 거기?

 (유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뭐 힘들거나 그런 은 없었어?

유아: 고구마 피자 안 나왔는데….

교사: 고구마 피자 안 나왔어? 그럼 무슨 피자 나왔어?

유아: 토마토 피자

교사: 토마토피자 나왔어? 고구마 피자 시켰는데?

-참여 찰

역할 놀이 역의 놀이 평가는 주제가 마무리되는 시 에 유아들과 구성하여 놀

이하 던 역할 놀이 역 놀이에 한 체 평가시간을 가지며, 력하여 놀이하는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에 해 개선할 에 해 이야기를 나 는 것이다. 

상황 16은 손님 역할을 한 유아의 피자 주문이 피자가게의 주인 역할을 맡은 유아

가 만든 피자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 한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시간을 

통해 역할놀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던 것을 문제 해결할 기회를 얻

게 됨에 따라 유아는 의사소통 능력의 기회를 얻게 된다(신유림 외, 2007). 

2. 장학습을 심으로 한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경험에서 알게 된 것

1) 역할놀이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견학 

상황 17

견학이 당연히 요하지요. 직 인 경험을 할 수 있고…. … 략… 아

이에게는 경험이 즐겁고, 작은 사회를 꾸미면서 배워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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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자신의 경험과 련되어 심 있을 때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극

으로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가정에서 유아교육기 인 유치원으로 입학하게 된 

만 3세의 유아에게 있어 경험은 가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부모와 함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 갔을지라도 교육  의도를 가진 교사와 함께 경

험한 것과 교육  의도를 가지지 않고 부모와 경험한 것은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상황 18

유아 교사

교사: 냉장고 꾸미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어야 할까?

교사: (상자를 제시한다.)애들아, 박스 좀 

. 여기에다 물건을 넣을 수 있을까? 

유아2: 박스가 무 뚱뚱해요.(웃는다)
교사: 무 뚱뚱해? 더 작은 걸로 하면 좋겠

어?

유아2: 아니요.(웃는다)
교사: 애들아 우선 냉장고를 열려면 어디로 

열어? (박스를 사방으로 돌려가며)

유아2: (상자 를 가리키며)그럼 여기로 

열면요.

교사: 그런데 냉장고 열 때 희들 키가 닿

아? (상자 를 열며)그럼 이 게 열어? 

유아: 아니요, 아니요. 교사: 그럼?

유아: 그럼 이 게 덮으면 되잖아요. 교사: 어떻게?

유아: (박스를 으로 눕힌다.)

교사: 그럼 냉장고 문을 이 게 만들어줘? 

(박스를 가로로 눕  층층이 놓고)

유아: 

 -참여 찰

상황 19

소꿉놀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소꿉놀이는 그냥, 그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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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내왔던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구체 으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사회를 알아가기 해서 를 들어, 이마트 

놀이도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 직 으로 교육을 제 로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견학 다녀오고서 역할놀이를 구성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더 

확장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 요하다고 생각하죠. 직  

경험하고 해봤으니까요.

 -심층면담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아가 능동 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제공

(구 , 2000)은 유아가 장학습 장소를 능동 이면서 자율 으로 교실의 역할 놀

이 역에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장학습을 가기 의 사 활동, 장학습활동, 

장학습을 다녀오고 난 후의 활동인 사후활동은 다양한 학습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상황 20

나. . 우리 안에서 생활한 유아들의 놀이와 사고를 확장시키기 한 

장학습은 더욱 넓은 사회를 경험하며 장학습 이 의 산발 인 사고들

을 장학습을 통해 보다 구체 인 사고로 도식화하기 때문에 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놀이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기본 인 블록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견학을 다녀와 경험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역할방 

구성을 하기 해 심 있는 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심 있는 것에 해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역할

역을 하나하나 다양하게 구성하며, 놀이방법이 재구성되고, 화하는 것

에 있어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술식 질문지

유아는 단순히 학문 인 것만을 주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유아에게는 추상 인 사고과정의 기 가 되는 구체 인 자료와 직

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구 , 2000, p.250). 장학습은 

유아들에게 구체 이고 직 인 경험의 기회를 허용하는 요한 교육방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학습에서 직  경험한 것  유아 자신이 심 있는 것에 해 재

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놀이 속에서 사고를 확장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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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많은 배움의 기회-새로운 어휘 습득

상황 21 

그날 견학을 다녀오면서 피자 2개를 사서 유치원 마당에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재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 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역

할방 꾸미기 에 애들이 화보 쪽에서 살라미 같은 것들은 그  스쳐 갔

었는데 견학 가서 아 씨에게 직  들으니까 단어도 기억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단어조차도 살라미 자체도 잘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인상이 가장 깊었거든요.

-심층면담

상황 22

아이들이 특히 심 있어 하며 많이 쓰게 된 말은 ‘토핑 피자!’, ‘피자 

한 ’이었다. 토핑, 스크린, 올리 , 페퍼로니에 해 이야기 많이 하 다. 

주인아 씨의 특이한 말버릇을 흉내 내기도 하 다.

상황 23 

유아 4: 피자에 토마토 들어가요?  어떤 거 들어가요?

아 씨: 본사에 토마토 피자가 있었어. 거기에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원

래는 토마토가 들어갔었는데 토마토 피자가 없어졌어요.

유아 5: 동그랗고 새까만 건 뭐 요?

아 씨: 그건 올리  같다. 근데 아 씨 피자에는 올리  잘 안 넣어요. 

올리 를 잘라야 하는데 아 씬 자르질 못해요. 우리 친구가 말하는 거는 

올리 라는 거야. 아 씨가 희가 만든 피자에는 올리 를 못 넣었어요. 

올리  맛보다는 향이나.

유아 6: 피자 모양이 동그란 모양과 세모, 네모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 씨: 동그라미는 아 씨가 도우를 넣어서 동그랗게 나왔지? 피자 나

온 걸 피자 삽으로 퍼서 올려놓고 잘랐지? 처음엔 동그랗지만 이 게 자

르면 세모가 되고, 네모로 자르면 네모가 되지.

- 참여 찰

화보는 주제에 련된 그림 자료를 심으로 벽면에 게시한다. 화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는 주제가 시작되면서 벽면에 제시하는 방법과 주제가 진행되면서 차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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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방법이 있다(서혜정, 한애희, 2006). 이 게 게시된 화보는 유아들에게 간

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아들에게 장학습을 통한 직  경험은 이차 인 

화보자료를 제시하여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장

학습  피자 련한 화보를 벽면에 붙여 진행되는 주제와 련하여 교실환경에 변

화를 주었음에도 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아가 장학습 장소에서의 경험으로 새로

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다. 

Welton & Mallan(1999: 김 옥, 홍혜경, 2003, 재인용)은 장학습을 왜 가는지 

분명한 의식, 의문  는 질문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효과 인 장학습을 한 

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아들이 장학습을 가기 에 계획한 질문들은 

장에 가서 피자가게 아 씨와 화를 주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유아를 능동 으로 학습하는 유아의 이미지로 그들을 바라보는 데서 가

능하다. 궁 증을 묻고 답하는 화를 통해 유아는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

이나 인물을 모방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모방을 통해 학습으로 연결될 것이다(이

숙재, 2001). 

상황 24

아이들은 피자가게 놀이를 하며, 아 씨의 말투를 따라 하게 되었다. 

“이거는 ○○○ 피잔데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손님이 되어보는 과정, 요리사가 되어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여기 구워구운 피자가게인데요.”

“피자 한  갖다 주세요.”

 -서술식 질문지

상황 25

애들은 역할놀이 하면서 많이 알았다고 해야 하나? 얘기하는 것에 

해, 언어 으로도 그 고 역할을 따라 하면서 말이 많이 늘잖아요. 

 -심층면담

상황 26

유아 1: 손님, 앉아주세요.

유아 2: 치즈 피자하고 고구마 피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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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1: 손님!

유아 2: 고구마 피자 한  주세요.

유아 1: 네! 알았습니다.

 -참여 찰

상황 27

유아 3: ( 트네 집에서 화를 귀에 며) 여보세요!

유아 1: 네.

유아 3: 피트네 집이에요. 고구마 피자 한  주세요.

유아 1: 네

 -참여 찰

상황 28

유아 4: 돈 넣어주세요.

유아 5: 돈 받아요.

유아 5: 그거 인애  아니야? 인애 ! 선생님, 이거 고구마 피자 아

니에요.

교사: 그거 고구마 피자 아니야? 그럼 가서 물어 . 네가 시켰잖아.

 -참여 찰

만 3세 유아들에게 세상의 경험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가정에서 가족 지내는 경

험은 가정 분 기에 따라 그 차이는 다양할 것이다. 한, 그 경험을 재 하는 기회

도 가정의 분 기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교사는 의도성을 가지고 장학습을 통해 유아의 경험을 역할 놀이 역으로 확

장하여 유아와 의하며 구성하 다. 이 게 구성된 역할 놀이 역에서 유아는 

장학습으로 만난 피자가게 아 씨인 지역인사의 역할을 가작화하며 놀이를 하게 되

는 공통의 경험 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습 장소인 피자가게

에서 피자를 주문하는 공통의 경험장도 만들어져서 유아 자신이 만든 피자가게에서 

피자가게 아 씨와 피자를 주문하는 손님의 역할을 가작화하며 언어사용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사회  계 형성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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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많은 배움의 기회-공공질서 배우기

상황 29

작은 사회에 나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한 첫 발걸음? 

아이들이 그래서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심층면담

상황 30

유아 교사

피자가 오 기에서 완성되어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 얘들아 그런데 피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나 걸려? 얼마나 걸리는 거 같았어?

아 씨: 피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5분이 걸려요.

아 씨는 피자를 자르고 포장한다.

  

아이: 양념하는데 소  있어요?

아 씨: 소  있느냐고? 기 소스 있지? 아 씨가 

소 을 넣는 게 아니라, 소스 만드는데 공장에서 소

하고 같이 양념해서 들어와. 아 씨가 별도로 소

을 넣진 않아.

 -참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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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1

그 에 공공질서부터 시작해서 규칙도 정하면서 갔잖아요. 5세다 보니

까 아이들이 7세 같은 경우에는 규칙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일반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5세 애들은 규칙에 해서 ‘떠들지 

마라.’, ‘뭐하지 마요.’ 그 정도에서 알고 있지, 그런 것을 가서 지켜야 한

다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규칙은 서로 정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심층면담

교실 내에서 지내던 유아는 교실 밖으로 나가 배움을 가지려고 장학습 장소로 

가기  교실에서 장 견학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여 갔다. 상황 3의 피자가게

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그동안 교실과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같거나 유사한 

규칙도 정해졌지만, 교실 밖인 장견학 장소에서의 특성에 따른 공공질서와 련

된 규칙(다른 손님한테 방해하지 않아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요. 보기만 해요. 

험한 것도 있어요. 만지고 싶을 때 아 씨한테 물어 요)도 만들어졌다. 

유아 자신이 만든 공공장소에 한 규칙은 구체 인 장학습 상황에서 직  경

험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직  지키며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아의 학습은 그

들이 경험하는 것과 연결될 때, 경험이 더욱 구체 이고 직 일 때 더욱 동기화

되며 효과가 극 화될 수 있다(김 옥, 홍혜경, 2003).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제와 연 된 장학습을 통해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만 3세의 

교실 경험에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학습을 심으로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교사가 알게 된 것에 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장학습 경험을 심으로 한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는 교

사가 비해주지 않았다. 만 3세 유아에 의해 주제 련한 역할 놀이 역의 환경

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교사에 의해 역할 놀이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와 유

아에 의해 역할 놀이 환경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다르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과정은 장학습  사 활동(질문목록과 질문할 역

할 정하기, 장 학습 시 지켜야 할 규칙 정하기, 장 견학 목 인지) 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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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습 장소 둘러보기, 질문목록에 따른 질문하기, 새롭게 생긴 궁 증 질문하기), 

장학습 장소를 역할 놀이 역 구성하기( 장학습 활동 회상하기, 역할 놀이 

역 구성활동 계획하기, 역할 놀이 역 구성할 자료 비하기, 수집된 자료로 역할 

놀이 역 구성 제작하기), 역할 놀이 역에 한 간 평가, 역할 놀이 역 마무

리 평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의 유아가 역할놀이의 책임자로서 내용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비하는 과정을 가졌다(이숙재, 2001). 만 3세 유아는 역할 놀이 역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사회에서 사용되는 기계  

도구를 만들었으며, 구성된 역할 놀이 역에서 사회구성원이 되어 가작화 놀이를 

하 다. 이후 역할놀이 간에 평가시간을 가짐으로써 구성한 자료  역할에 한 

수정 과정을 통해 유아가 주도하여 장학습의 경험을 역할 놀이 역과 연결하여 

구성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구성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의 역할 

놀이 역을 장학습과 연결하여 구성하는 과정은 김 옥, 홍혜경(2003)이 이야기

한 견학 시에는 세 한 찰,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한 양의 정보, 시간, 자료

가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후 활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의욕과 생동감을 갖

게 해주는 것이 요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습의 사 ․사후활

동으로 역할 놀이 역 구성과 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만 3세 교실

에서 주제 련하여 유아들이 심이 되어 구성하는 역할 놀이 역에 한 것은 

무하 다.  

둘째, 교실의 물리  배치는 유아의 학습에 큰 향을 미치며, 유아의 언어  사

회성 발달 진에 가장 효율 인 교실은 역을 기 로 하여 배치된 곳이다(Field, 

1980: McGee & Richgels, 2000: 274, 재인용). 성인들의 큰 사회를 교실 안으로 들

여오는 과정에서 장학습은 역할놀이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언어발달의 기회, 

사회를 알아가는 기회, 공공질서를 배우는 더 많은 배움의 기회로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 장학습이라는 직 경험을 통해 장학습 장소를 교실의 역할 놀이 역

에 재구성하면서 만 3세 유아는 장학습 장소의 구조, 구성원, 역할, 사회  계

를 알아가게 되었다. 이는 Matthews(2002)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로 장학습을 

통해 가정의 역할에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 에 한 놀이로 확장되었으며, 

장학습 후 커다란 세상에 노출된 경험만큼 새로운 어휘가 불쑥 나타나게 되었다.

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3세 유아에게 직 경험의 요성을 찰할 수 있었

다. 만 3세 유아는 장학습에서 본 사회를 교실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직 인 

경험인 피자가게에서 본 것을 교실 안으로 들여오고자 하 다. 냉장고, 오 , 피자 

칼, 스크린은 직 경험을 통해 유아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피자 재료는 주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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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실 환경에서 벽면에 붙여진 화보로 피자재료 사진 간  경험과 장학습에서 

직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 피자재료 경험을 두 번 하 다. 장학습이라는 

직 경험과 벽면에 붙은 주제 련 사진을 붙여둠으로써 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가 간 경험의 자료로 회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장학습과 연계된 직  경험뿐만 아니라 련된 간  경험은 역할 놀이 역 구성

을 활성화하는데 요한 경험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유치원교육과정 개정 유치원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만 3

세 유아는 가정생활과 연 된 역할 놀이를 주로 하며, 만 4,5세 유아들에게는 생활 

주제 는 주제와 련한 역할 놀이를 제안하거나 재료를 비치하도록 제안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도 주제에 련한 역할 놀이에 참여하여 구

성하며 역할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유아는 주제 역할 놀이를 할 자료들

을 직  만들며 놀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자신이 심 있는 역할을 선택

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 3세 유아에게 이러한 주제 련하여 유아들이 

구성하는 역할 놀이에 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기숙 외(1998)는 주제 극놀이는 1주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제가 진행되는 8주 동안 주제 역할 놀이가 이루어

졌다. 이는 유아가 력하여 역할 역을 구성해야 할 부분에 주제 련한 역할 

역을 구성하는데 참여의 기회를 주었을 때 유아들의 흥미가 유지된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이제까지 익히 알아왔던 유아교육에 한 이론들에 

해 실천  지식을 통해 다시  들여다볼 당 성을 나타낸다.  

셋째, 나이가 어릴수록 소꿉놀이의 요성  필요성이 필요하다 하 는데 만 3

세 유아들에게도 주제 역할 놀이 활동이 교사의 역할에 따라 극 인 참여활동으

로 개될 수 있었다. 한 “애들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6살까지 계속 이어갔거든요. ‘ 이스’ 놀이를 할 때도 재료를 끌어 

모아서 여기는 피자가게 한다는 거 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피트놀이도 하는 애가 

있었고…. (심층면담, 2008, 7. 21)”라는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유아의 직 인 경

험을 통해 참여하며 구성한 경험은 다음에도 긴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장학습과 연 하여 역할 역을 구성해가는 유아의 경험에 한 효과 연

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 과 더불어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함께 역할 역 구성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많이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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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체 으로…. 그것만으로 제가 많이 컸구나 싶어요. 역 구성하는 

것도 그 고, 질문하는 것도 그 고요. 5세다 보니까 애들한테 질문을 간

단하게 해서 나오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질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질문할 

건지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한 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

들도 어떻게 효과 으로 질문할 건지, 유아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종이에 써주면 좋을지 이것 것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컸던 

거 같아요.

 -심층면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나올 것인지,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질문하는 것에 해 어려움이 컸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들에 해 걱정이 컸

다.

 -서술식 질문지

아기꽃별반 담임인 K 교사는 반 아이들이 만 3세라는 발달  특성으로 ‘피자가

게’의 경험을 역할 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어려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유아들이 경험한 것을 재 하기 하여 상호작용하기 이 에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그러한 숙고의 과정으로 교사 자신이 성장하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할 역 구성과정의 어려움에 한 교사의 주도성과 

유아의 주도성 사이의 균형에 한 사례를 드러내는 것이 미흡하 다. 왜냐하면, 입

학한지 얼마 안 된 4월 말부터 6월 순까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만 3세 유아가 처음 경험해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 과 연 하여 함께 역할 역을 구성하는 과정에 해 교사와 

유아의 주도권에 해 참여 찰을 통한 생생한 드러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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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nsights that teachers has 

learned through developing preschooler's classroom into field-trip-oriented 

ones with role play areas.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hich included videos, 

photos, teachers’ journal, descriptiv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records. 

The whole process of organizing role-play oriented class was composed 

of four steps: activities before the trip, activities on-the-spot, activities 

after the trip ,and its evaluation. Firstly, activities before the trip were 

making the lists of questions, deciding children who ask the questions, 

making rules on the trip,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trip. Secondly, 

on-the-spot activities included having a tour of the place and asking the 

questions. Thirdly, activities after the trip was constructing the classroom 

into small real world with various sections. This required the teachers to 

reflect the field trips, make plans how to construct, prepare for the data, 

and furnish the classroom with role-play areas.

In the process of furnishing the classroom with small real world, the field 

trips played a big role as the learning opportunities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keeping public rules. 

Key words: field trips, role play areas, constructing, 3-year-old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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