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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반의 하루 일과를 관찰하여 실내자유놀이, 실외놀이, 집단활동 및 낮잠 휴식 등의 

일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진행된 시간들을 바탕으로 하루일과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 교사의 학력 및 경력, 교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영아반의 일과유형은 ‘실내 외놀이 지향형’과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

형’ 등 2가지로 분류되었다. 일과유형별 영아의 놀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내 외놀이 지향

형’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영아의 놀이성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모감각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일과유형에 따라 교사의 학

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의 경력에서는 ‘실내 외놀이 지향형’ 학급의 교사경력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학급의 교사경력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교사의 상호작용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외놀이 지향형’ 일과의 교사가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의 일

과를 운영하는 교사보다 긍정적 지도행동과 중립적 지도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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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영유아기 적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2013년

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정부시책이 맞물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영아에게 어린이집은 가정만큼 친숙하고 중요한 미시체

계로서(Bronfenbrenner, 1979) 기능을 하게 된다. 즉 많은 영아들이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가정을 대치할 수 있는 안정감과 교육적 기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영아가 받아들이는 경험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영아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반의 하루 일과는 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여 영아의 심리 및 신체적 리듬에 맞추

어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운영해야 한다(이영자 등, 2012). 이러한 일과운영은 영아의 연령,

성, 기관의 유형, 보육기관의 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경미, 2009). 그러므로 영아반의 일

과가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영아반이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일과를 운영한다할지라도 위의 변인과 더불어 각 어린이집의 교육철학과 제반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일과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은 영아의 상호작용 대상, 활동 유

형별 경험정도 및 영유아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희진 등, 2007).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는 영유아들의 생활 그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일과에 

관한 연구는 일과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한   가지에 대해 그 특성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

을 뿐(김현주, 김영옥, 2010; 이경미, 2009; 나은숙, 양옥승, 2007; 유희진, 김희정, 김문정, 조혜

주, 2007) 일과 전체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영아반의 하루 일과를 관찰한 결과에 기초하여 일과유형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아반의 일과는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실시시간이 등·

하원 시간을 제외한 실제적 보육활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유형 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각 유형이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된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과 교사의 특성을 파악

하여 유형에 따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아의 놀이적 상호작용을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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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 중 하나는 영아의 놀이성인데 이는 내적인 성향으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즐거움

을 나타내고 다양한 환경, 맥락과 에피소드에서 놀이행동이 나타나게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

아의 놀이적 상호작용은 주로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 시간 동안 활발하게 일어나므로(이

현경, 2008; Kontos, 1999) 하루 일과에서 자유놀이 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배치되었는지는 하

루일과의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내자유놀이과 실외놀이를 많이 

하는 일과유형 학급에서는 교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영아의 놀

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놀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

유아 개인적 변인, 부모변인, 교사 및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것에(김주혜, 2008; 김희경, 유미

숙, 2010; 심숙영, 김점연, 2005; 우수경, 2008; 유미, 유미숙, 2008; 유애열, 1994; 유영의, 2006;

이연실, 2010) 집중되었을 뿐 어린이집의 일과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영아의 어린이집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의 유형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일과유형을 변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어린이집의 일과운영은 보육교사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교사의 특성이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특성 중 학력

과 교실의 질과의 관련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Pianta et al, 2005; Early, 2007).

그렇지만 교사의 경력은 영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Pianta

et al., 2005)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일과를 운영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실내자유놀이 시간 동안 교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과운영 중 실내자유놀이에 부여된 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

라 상호작용에서 교사가 보이는 정서적 표현이나 지도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아반의 경우, 분류된 일과유형에 따라 교사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교사행동이 나타나는 일과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직접 영아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하여 실내자유놀이, 실외놀이, 집

단활동 및 낮잠 휴식시간 등의 주요 요소들이 실시된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과유

형을 분류함으로써 영아반의 하루 일과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

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과 교사특성인 교사의 학력 및 경력, 영아에 대한 교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놀이성 증진 및 교사의 긍정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일과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및 중재프

로그램 개발 시 하루일과의 구성요소를 배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영

아에게 적합한 보육운영모델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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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라 교사의 학력과 경력에는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4>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라 교사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1) 어린이집의 일과 

일과란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 (Naver, 국어사전)로 정의 된다. 여기에서 ‘날

마다’의 의미가 곧 ‘일상’이므로 하루의 일과는 ‘일상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경미,

2008). 일상생활의 특성인 연속성, 규칙성 및 반복성으로 인하여 인간이 일과에 길들여지게 

되고 동시에 일상생활이 구조화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활동과 생활양식은 무의식

적이며 생활의 리듬으로 자리 잡게 되므로(일상문화 연구회, 1998)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정, 2003). 이러한 맥

락에서 볼 때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 역시 연속성, 규칙성 및 반복성과 같은 일상생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영아생활의 리듬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인의 일과가 여러 활동으로 구성되듯이 어린이집의 영아의 하루 일과 역시 영아가 등원

하여 놀이활동을 하고 오전 간식을 먹고 실외놀이를 한 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 간

식을 먹은 후 오후 실내 외 자유놀이를 하고 귀가하는 등의 활동이 유사하게 반복된다. 성인

들의 경우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활동들의 활동비가 일상생활의 질을 규정하듯이(박재환 등,

2002)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의 내용 및 시간적 양에 따라 영아가 경험하는 일과의 양상

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여 어떠한 활동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기숙, 2006).

일과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은 실내자유놀이 또는 실내자유선택활동 시간으로 

영유아가 개별적인 흥미, 욕구 및 발달 수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놀이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하는 시간을 말한다. 실외놀이 또는 실외자유놀이는 장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에게 

신체적 발달을 이루고 심리적 발산을 하도록 하며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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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영유아에게 실외놀이 공간은 필수적인데 실외놀이

를 통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Wardle, 1997). 집단

활동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단활동과 소집단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영아반의 경우 집단활동 시 연령에 따른 영아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

여 활동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낮잠 휴식은 하루 일과 중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오전의 활동으로 생긴 피로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해서 낮잠

시간을 원하지 않는 영유아들 경우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일과 구성 요소들의 실시시간을 바탕으로 일과유형을 분석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각 학급별 일일보육계획안에 배정된 주요 요소들의 시간을 비교하는 것(박찬

화, 나종혜, 권연희, 최목화, 2012)과  관찰자가 직접 학급을 방문하여 하루일과를 관찰하고 

각 요소들이 실제로 진행된 시간을 기록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일보육계획안

을 수집하여 일과 중 주요 요소들이 실시된 시간을 비교하여 일과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많은 

학급의 일일보육계획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과가 실제로 일일보육계획안대

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박찬화 등, 2012) 단점도 있다.

2) 놀이성

영유아들은 일과 중 의미있는 활동을 놀이를 통해 하게 되는데 놀이는 영유아의 모든 측면

을 발달시키게 하는 주요 매체라고 할 수 있다(Bredekamp & Copple, 1997; Isenberg &

Quisenberry, 1998). 특히 영아에게 놀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

며(Lifter & Bloom, 1989)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

상에 관해 배우고 알아가게 된다(김혜경 등, 2008). 영유아들이 다양한 맥락과 환경에서 질적

으로 높은 놀이적 상호작용하게 하는 내적 성향이 놀이성이며(Trevlas, Grammatikopoulos,

Tsigilis, & Zachopoulou, 2003) 이러한 놀이성은 놀이를 하는 성향에 있어서 개인차를 반영

하는 심리학적 구인이다(Rogers, 등, 1998). Barnett(1991)과 Lieberman(1965)는 놀이성을 놀

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양식으로 보고 놀이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한 정

도로 보았다. Mattews와 Mattews(1982)는 놀이성을 자신이 속한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

한 놀이성의 발달은 성인과의 초기 상호작용 경험에 달려있다(Barnett, 1991). 즉 놀이성은 

내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놀이적 상호작용을 이끌고, 교사와 영유아간의 질적으로 

높은 놀이적 상호작용 또한 놀이성을 예측하기도 한다(심숙영, 김점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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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rman(1965)은 놀이성의 구성요인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

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총 5가지를 들었다. Lieberman(1965)의 놀이성 개념을 기초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명순, 김길숙 그리고 박찬화(2012)에 

의하면 유아의 놀이성이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 몰입 등으로 구

성된다고 하였다. 놀이성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놀이의 특징인 자발성

과 즐거움을 공통적인 구성 요인으로 들고 있다.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Barnett(1991)의 ‘아동 놀이성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놀이성을 연

구한 남도향(2005)에 의하면 놀이성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은 월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 2세 영아의 놀이성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성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점수가 높을수록 상징놀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놀이성이 영아기에 시작되는 상징놀이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조

수영, 2010). 그리고 만 2세 영아의 놀이성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 요소 중 친사회적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은 영아가 하루 일과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영, 손수민, 2009).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0∼5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대다수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시설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숙영과 김점연(2005)에 의하면 양질

의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들이 놀이성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이 높고 ‘즐거움의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의 놀이성은 영아의 놀이행

동의 수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특성

(1) 교사의 학력과 경력

보육의 질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요소로 교사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교사의 학력과 

경력과 같은 구조적인 질(Phillipsen, Burchinal, Howes, & Cryer, 1997)과 영유아들과 상호작

용을 하고(최혜영, 2004)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인(Scott-Little &

Holloway, 1994) 과정적 질이 있다(Piant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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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구조적 질인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Pianta 등(2005)은 4년

제 대학 졸업과 자격증 소지자가 교실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아교실

환경평정척도(ECERC-R)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Early 등(2007)

은 7개의 유아교육 연구를 분석하여 교사의 학력 자체는 교실의 질이나 유아의 학업을 향상

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전문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사의 경력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 더 반응적이며 더 많은 자극을 주었고 유아교실환

경평정척도(ECERC-R)에서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ianta et al., 2005).

(2) 교사의 행동

보육의 과정적 질에 해당하는 교사의 행동 중 교사의 정서적 표현은 영유아-교사 관계를 

친밀하게 하거나 소원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반응적 행동과 비

지시적 행동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Elicker & Fortner-Wood,

1995), 교사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강압적 지도방

법을 적게 사용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행동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최혜영, 2004).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반의 경우, 일과유형에 따라 교사의 행동에

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내외 자유활동 중심형’의 일과를 운영하는 교사가 ‘집단활동 중심형’

의 일과를 보내는 교사보다 긍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고 행동지도나 교수상황에서 긍정적이

거나 중립적인 지도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실내외자유활동 중심형’의 일과가 ‘집단활동 

중심형’의 일과보다 유아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권연희, 최목화, 박찬화, 2012).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참여에 동의한  D 지역 7개 어린이집의 1～2세 영아반 26개 학급과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26명, 영아 164명이었다. 해당 학급의 교사가 2명인 경우는 경력이 더 

많은 주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학급과 교사 및 영아의 일반적 특징은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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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학급

(n=26)

학급연령

만 1세반 11(42.3)

만 2세반 14(53.8)

만 1, 2세반 1(3.8)

합계 26(100.0)

시설 유형

국공립 4(15.4)

법인 5(19.2)

민간 9(34.6)

직장 8(30.8)

합계 26(100.0)

교사

(n=26)

학력

전문대학 이하 10(40.0)

대학교 13(52.0)

대학원 이상 2(7.7)

무응답 1(3.8)

전체 26(100.0)

경력

2년 이하 4(15.4)

3-5 년 13(50.0)

6-9 년 5(19.2)

10년 이상 3(11.5)

무응답 1(3.8)

합계 26(100.0)

영아

(n=164)

성
남아 81(49.4)

여아 83(50.6)

전체 164(100.0)

학급 연령
만 1세반 72(43.9)

만 2세반 92(56.1)

합계 164(100.0)

<표 1> 영아반 학급 및 교사의 특성

연구대상 학급은 1세반이 11개(42.3%), 2세반이 14개(53.8%), 1, 2세 혼합반이 1개(3.8%)였

다. 연구대상 학급이 속한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이 4개소(15.4%) 법인이 5개소(19.2%)

민간이  9개소(34.6%), 그리고 직장이 8개소(30.8) 이었다. 영아의 연령은  평균 31.16개월로 

1세반 영아는 72명(43.9%), 2세반  영아는 92명(56.1%)이었으며 남아가 81명(49.4%), 여아가 

83명(50.6%)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16개월에서 138개월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63.68개월이

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3명(5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이하가 10

명(40%)이었으며 대학원 이상이 2명(7.7%)였다. 교육경력은 3∼5년이 13명(50%)로 가장 많

았고, 6-9년(19.2%), 2년 이하(15.4%), 10년 이상(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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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주요 일과 구성요소의 활동 시간 기록

영아반의 하루 일과를 관찰기록하기 위해 관찰자 1인이 상주하여 일과를 구성하는 주요 요

소가 실제로 실시된 시간을 기록하고 활동내용을 보육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보육일지에

는 관찰자에 의해 실제로 관찰된 주요 일과요소의 내용과 지속시간, 실내자유놀이에서 흥미

영역별 활동이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에 의해 보육일지에 기록된 일과운영시간, 실제활동시간, 실내자유놀

이시간, 실외놀이시간, 집단활동시간과 낮잠 휴식시간을 일과유형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운영시간은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을 말하여, 실제활동시간은 등원 이후 

실내자유놀이가 시작된 시간부터 귀가 준비 이전까지 시간을 의미한다. 실내자유놀이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실내에서 실시되는 자유놀이시간을 합한 시간이며, 실외놀이시간은 하루 중 

실외에서 경험하는 놀이활동시간을 말한다. 집단활동시간은 이야기 나누기, 음악활동, 율동 

및 신체활동과 같은 활동을 학급 전체 유아들이 함께 하거나 소집단으로 하는 교사중심활동

을 의미한다. 낮잠 휴식시간은 점심식사 후에 일정시간 동안 계획된 시간으로 낮잠 휴식시간 

또는 조용한 놀이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일과유형의 분석을 위해 기록된 실제활동시간 대비 실내자유놀이시간, 실외놀이시간, 집단

활동시간과 낮잠 휴식시간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2) 영아의 놀이성

영아의 놀이성 측정을 위해 Barnett(1990, 1991)의 ‘아동 놀이성 평정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자발

성  4문항, 사회적 자발성  5문항, 인지적 자발성  4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 감각  

5문항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며 총 23문항이다. 신체성 자발성은 놀이를 하는 동안 아동

이 보여주는 신체적 협응력과 운동활동 수준을 말한다(문항 예: 놀이하는 동안 활발하게 신

체를 움직인다).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 시 타인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과의 협력 

및 공유, 타인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고 주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문항 예: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으로 놀이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하는 동안 다양한 역할을 가작화하고 특별한 

게임을 창안하며 비관례적으로 사물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상상력을 나타내

는 것이다(문항 예: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잇감을 사용한다). 즐거움

의 표현은 놀이 중에 보이는 열중, 기쁨, 즐거움, 자유로움, 독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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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유머감각은 놀이에서 농담

하기, 장난기, 익살 보여주기와 타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 뿐 아니라 또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문항 예: 놀이를 할 때 장난끼가 많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

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놀이성 전체가 .94.이었고 하위영역별  

Cronbach α는 신체적 자발성이 .83, 사회적 자발성이 .87, 인지적 자발성이 .73, 즐거움의 표

현이 .84, 유머감각  .83이었다.

3) 교사행동 

자유놀이 시간 동안 교사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rnett(1989)의 ‘양육자 상호작용 척도

(Caregiver Interaction Scale)’, McWilliam, Scarborough, Bagby와 Sweeney(1998)의 ‘교사

행동 평정척도(Teaching Style Rating Scale)’를 기초로 최혜영(2004)이 개발한 ‘교사행동 평

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행동은 정서표현과 아동지도행동으로 분류되며, 정서표현행동은 

긍정적 정서표현 3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3문항이며 아동지도행동은 긍정적 지도행동 3문항,

부정적 지도행동 4문항, 중립적 지도행동 3문항과 비개입 행동 1문항이 포함된 총 17개의 행

동이 관찰되었다.

교사행동의 평정은 오전 실내자유놀이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부터 ‘자주 그렇다(5점)’가지 5단계로 이루어졌다. 교사행동의 관찰은 10분

을 1회기로 하여 관찰한 후 평정을 하였으며 총 4회기 동안 이루어졌다. 총 소요 시간은 기록

시간을 포함하여 교사 1인당 50분 정도 걸렸다. 교사행동 점수는 각 6개 하위행동별로 4회기 

합산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및 관찰자 훈련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로 본 연구대상 학급이 아닌 영아반 2개 학급의 하루 일과를 관찰

하고 녹화하여 일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진행과정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또한 관찰자 훈련을 위해 연구자가 2011년 5월에 6명의 관찰자를 대상으로 보육일지 작

성법, 일과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일과운영시간을 기록하는 방법

과 교사행동을 평정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는 총 6명의 관찰자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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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으며, 이들 관찰자간 신뢰도 산출을 위해 2명의 관찰자가 한 조를 이루어 녹화된 2개 

학급 4명의 교사행동 동영상을 보고 교사행동을 평가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인 r은 하위 변

인별로 .77에서 .97까지 분포되었다.

2) 영아반 관찰 및 교사행동 평정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어린이집 26개 학급에 훈련된 관찰자 6명을 8주에 걸쳐 파견하

여 하루일과 및 교사행동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영아반에 파견된 관찰자 1인이 해당 학급을 

2일 동안 관찰하였다. 첫째 날은 통합보육시간 외에 공식적인 정규보육 시작시간에서부터 하

원 때까지 하루 일과를 관찰하고 일과 구성 요소들이 진행된 시간을 기록하였다. 둘째 날은 

오전 실내자유놀이 시간 동안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여 ‘교사행동 평정척도’에 기록하였다.

3) 영아의 놀이성 평정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관찰자가 관찰한 1∼2세 영아반의 담임교사로 해당 학급의 영아

들 각각에 대해 ‘아동 놀이성 평정척도(CPS)’를 통해 놀이성을 평정하였다. ‘아동 놀이성 평

정척도’ 설문지는 일과 관찰 첫째 날 관찰자가 관찰대상 담임교사에게 전달하고 일과 관찰 둘

째 날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및 일과

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활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 등을 산출하였

다. 연구문제 1의 일과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

련하여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이 차이 나는지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

구문제 3과 관련하여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차이 나는지를 보기 위해 t검증

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에서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행동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 

Mann-Whitney 검증을 하였다. t검증 대신에 비모수 통계인 Mann-Whitney 검증을 사용한 

것은(이학식, 임지훈, 2009) 사례 수가 적고 Levene's Test 결과, 교사행동의 하위 변인 중 동

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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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점수범위

(분)

M

(분)

SD

(분)

주요 

구성요소의 

지속시간

(분)

운영시간 450 - 900 630.00 136.66

실제활동시간 305 - 550 433.00 78.75

실내자유놀이시간 15 - 170 94.40 38.08

실외놀이시간 0 - 150 46.40 40.19

집단활동시간 0 - 35 6.40 10.36

낮잠 및 휴식시간 60 - 220 146.20 40.19

Ⅲ. 결과 및 해석  

1. 일과 구성 요소의 실제 지속시간  

어린이집 영아반의 주요 일과 구성 요소들의 실제 지속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영아반의 하루 ‘운영시간’은 7시간 30분에서 15시간까지 분

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은 10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실제활동시간’은 5시간 5분부터 9시간 

10분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약 7시간 13분이었다. ‘실내자유놀이시간’은 15분에서 2시간 50

분까지 분포되며, 평균은 약 1시간 33분 정도 되었다. ‘실외놀이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에서부터 1시간 30분까지 그 폭이 컸으며 평균은 약 46분이었다. ‘집단활동시간’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35분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은 약 6분정도로 다른 활동에 비해 현저

히 적은 시간을 실시하였다. ‘낮잠 휴식’ 시간은 60분부터 3시간 40분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은 약 2시간 26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과 중 주요 요소 지속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N=26)

2. 관찰에 기초한 영아반의 일과유형 분류  

일과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활동시간 대비 실내자유놀이시간, 실외놀이시간, 집단활동

시간, 낮잠 휴식시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이 15개 학급(57.7%), 군집 2는 11개 학급(42.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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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

(%)

실내자유놀이

M(SD)

실외놀이

M(SD)

집단활동

M(SD)

낮잠 및 휴식 

M(SD)

군집 1 15(57.7%) .24(.06) .13(.10) .01(.02) .30(.05)

군집 2 11(42.3%) .17(.07) .05(.04) .05(.07) .38(.07)

학급 수

(%)

실내자유놀이

M(SD)

실외놀이

M(SD)

집단활동

M(SD)

낮잠 및 휴식

M(SD)

군집 1 15(57.7%) 110.00(30.88) 61.00(48.85) 2.00(5.61) 139.00(37.04)

군집 2 11(42.3%) 70.91(35.13) 22.2720.17) 20.91(28.79) 154.55(42.75)

로 군집 1에 해당되는 학급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 1에 포함된 학급 

연령을 살펴보면 1세반이 9개 학급(60%), 2세반이 6개 학급(40%)이며, 군집 2에 포함된 학

급연령은 1세반이 4개 학급(36%), 2세반이 6개 학급(55%), 1, 2세반이 1개 학급(9%)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1에는 1세반이, 군집 2에는 2세반이 약 20% 더 많이 포함되었다.

<표 4>는 일과 중 4가지 주요 요소가 실제로 실시된 시간을 의미한다.

<표 3> 군집별 실제활동시간 대비 주요 요소의 실시시간의 비율

<표 4> 군집별 주요 요소의 실시시간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하원을 제외한 실제활동시간에 대한 실내자유

놀이시간의 비율은 군집 1에서 24%, 실시시간은 1시간 50분이며, 군집 2에서는 17%, 약 1시

간 11분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시간 비율은 군집 1에서 13%, 실시시간은 1시간 1분이었으

며 군집 2에서는 5%, 약 22분만 실시되었다. 집단활동시간 비율은 군집 1에서 1%, 실시시간

은 2분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군집 2에서는 5%, 약 21분간 실시되었다. 낮잠 휴

식 시간 비율은 군집 1에서 30%, 실시시간은 2시간 19분이었으며 군집 2에서는 38%, 약 2시

간 35분 동안 실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2가지 군집에 대해 군집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군집의 상대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활동시간 대비 실내자유놀이시간, 실외놀이시간, 집단활

동시간과 낮잠 휴식시간 비율을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Z점수)로 환산한 후 

각 군집의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군집의 특성에 따른 군집 명을 부여하였다. 실시시간 비율의 

표준점수는 <표 5>와 같으며 군집 프로파일은〔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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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실내자유놀이 실외놀이 집단활동 낮잠 및 휴식

군집 1 15(57.7) .42(.84) .37(1.12) -.40(.32) -.49(.71)

군집 2 11(42.3) -.57(.98) -.51(.51) .55(.32) .67(.71)

-0.6

-0.4

-0.2

0.0

0.2

0.4

0.6

0.8

군집1(15) 군집2(11)

실내자유놀이

실외놀이

집단활동

낮잠 및 휴식

<표 5> 군집별 주요 요소의 실시시간비율의 표준점수

군집 1은 실내자유놀이시간과 실외놀이시간 비율의 표준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집단활동시

간과 낮잠 휴식시간 비율의 표준점수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실내 외놀이 지향형’으로 명

명하였다. 군집 2는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 시간 비율의 표준점수가 평균보다 낮고 낮잠

휴식시간, 집단활동시간 비율의 표준점수가 평균보다 높아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으

로 명명하였다.

〔그림 1〕 영아반의 일과유형 군집 프로파일 

3. 일과유형별 영아의 놀이성

교사가 평정한 영아의 놀이성을 일과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놀

이성 전체점수(t=2.37, p<.05)는 ‘실내 외놀이 지향형’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t=2.55, p<.05), 즐거움의 표현(t=3.72,

p<.001)과 유모 감각(t=2.58, p<.05)에서 두 일과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내

외놀이를 중요시하는 유형의 학급 영아들이 낮잠 휴식과 집단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는 유형

의 학급 영아들보다 놀이를 하는 동안 신체적 협응력과 운동활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놀이에 

열중하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더 잘 표현하며, 장난기가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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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일과유형(영아 수) M(SD) t

신체적 

자발성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95(.78)
2.55

*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3.64(.74)

사회적  

자발성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05(.83)
.08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3.04(.80)

인지적 

자발성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45(.66)
1.24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3.31(.70)

즐거움의 

표현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86(.64)
3.72

***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3.46(.74)

유머 감각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27(.76)

2.58
*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2.94(.85)

놀이성 전체
실내 외놀이 지향형(n=92) 3.50(.60)

2.37
*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n=72) 3.26(.68)

<표 6> 일과유형에 따른 영아의 놀이성                                                (N=164)

*p<.05, ***p<.001

4. 일과유형별 교사특성  

1) 교사의 학력과 경력

일과유형의 특성변인으로 교사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교사경력은 

‘실내 외놀이 지향형’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약 30개월 정도 더 길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9, p<.05). 반면에 교사의 학력은 일과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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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내·외놀이

지향형

(n=15)

낮잠․휴식/

집단활동 지향형

(n=11)

Mann

-Whitney U

Mean Rank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 14.20 11.20 57.00

부정적 정서 12.00 14.50 60.00

지도행동

긍정적 지도 16.33 8.00 25.00
**

부정적 지도 12.87 13.20 73.00

중립적 지도 16.33 8.00 25.00**

비개입 11.87 14.70 58.00

실내·외놀이
지향형
(n=15)

낮잠․휴식/
집단활동 지향형     

(n=10)
t 값

교사의 학력 2.73 2.50 .81

교사경력(개월) 73.47 43.90 2.09
*

<표 7>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 경력의 차이                                                           (N=25)

*p<.05

2) 교사행동 

일과유형별로 교사행동이 차이 나는지 살펴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행동 

중 긍정적 지도행동과 중립적 지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 지도행동에서는 

‘실내·외활동 지향형’이 16.33,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이 8.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Mann-Whitney U=25.00, p<.01). 중립적 지도행동에서는 긍정적 지도행동과 동일하게 

‘실내·외활동 지향형’이 16.33,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이 8.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Mann-Whitney U=25.00, p<.01). 반면에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지도행동과 비개입에서는 일과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행동의 차이                                              (N=2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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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반의 일과를 직접 관찰하여 일과 중 등원과 하원시간을 제외한 실제활동시

간에서 실내자유놀이시간, 실외놀이시간, 집단활동시간, 낮잠 및 휴식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일과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과 교사특성에서 어떠

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영아반의 일과유형 

영아반의 일과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개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실내 외놀이 지향형’과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으로 명명되었다. ‘실내

외놀이 지향형’은 26개 학급 중 15개 학급이(57.7%) 해당되었으며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

향형’은 11개 학급(42.3%)이었다. ‘실내 외놀이 지향형’은 ‘낮잠 휴식과 집단활동 지향형’에 

비해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유형이다. 반면 ‘낮잠 휴

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은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에 비해 낮잠 및 휴식과 집단활동에 상대

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에서 실제활동시간 중 낮잠 및 휴식시간의 비율이 각각 30%, 38%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실내자유놀이시간으로 실제활동시간의 24%와 17%이었다.

두 일과유형 모두에서 낮잠과 휴식 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을 위해 충분

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영아의 발달적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의 일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인 실내자유놀이시간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하게 보여 진다. 유희진 등(2008)의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의 실내자유놀

이 경험비율이 하루일과 중 33.1%이고 낮잠이 15.8%로 자유놀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비율을 산출한 것이고 유희진 등(2008)에서는 영아의 활동참여

에 대한 관찰 횟수를 비율로 산출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낮잠과 실내

자유놀이가 일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내자유놀이는 영아-주도적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워지는 활동으로

(Bredekamp & Copple, 1997) 이 시간 동안 영아는 자신에게 흥미있고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는 기회를 갖는 점에서 중요한 일과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아반의 실

내자유놀이는 자유롭게 탐색과 놀이를 통하여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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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 및 태도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운영된다(이영자 외, 2012). 이 시간 동안 교사는 영아

가 놀잇감을 탐색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놀잇감과 또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아반의 경우 자유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실내 외

놀이 지향형’은 영아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일과를 운영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자유놀이 시

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나 영아 개인의 활동과정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의 실외놀이시간 비율은 ‘실내 외놀이 지향형’이 실제활동 시간의 13%,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이 5%였다. 실외놀이는 영아의 신체적 요구와 대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이영자 등, 2012). 영유아들의 하루 일과 중 정서상태를 관찰한 결과 

실외놀이시간에 긍정적 정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과(유희진 등, 2008) 실외놀이의 교

육적 의의는 실내자유놀이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DeBord et al., 2002) 본 연구의 ‘낮잠 휴

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은 실외놀이 시간을 늘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활동은 ‘실내 외놀이 지향형’ 1%,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5%로 두 유형 모두 

실내자유놀이와 낮잠 및 휴식시간에 비해 집단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영아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과도한 집단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에서는 집단활동시간 비율이 실외놀이시간 비율

과 동일하게 나타난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의 집단활동 시간의 평균이 21분인 점은 영아에게 적합한 집단활동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라

는 점에서(이영자 등, 2012) 보면 과도하게 집단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집단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의집중 능력이 짧은 영아에게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많아지고 영

아가 스스로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 외놀이 지향형’의 일과운영이 ‘낮잠 휴

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의 일과운영에 비해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유형

으로 보여 진다.

2. 일과유형별 영아의 놀이성

영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놀이성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모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실 내외놀이 지향형’의 학급에 속한 영아들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에 속한 

영아들보다 놀이할 때 신체기관의 협응력이 좋고 동적이며 적극적인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감정표현이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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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끼가 많으며 익살스런 이야기에 잘 웃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외놀이시간에 영유아에게서 긍정적 정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

며(유희진 등, 2007) 유아의 정서능력이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점은(유영의, 2006) ‘실

내 외놀이 지향형’에서 놀이성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을 일부 설명해줄 수 있다. 즉 ‘실내 외

놀이 지향형’에서는 실외놀이 시간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많기 때문에 영아

들이 신체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점들로 인해 신체적 자발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정서와 관련된 즐거움의 표현이나 유머감각

을 더 많이 표현할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교사의 경력이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는(심숙영, 김점연, 2005) 본 연구에서 ‘실내 외놀이 지향

형’ 학급의 높은 교사경력으로 인해 영아들의 신체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놀이성 관련 변인은 다양하다. 유아의 정서능력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

고(유영의, 2006),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에서 차이가 났다(심숙영, 김점연, 2005). 기관적응 역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의 상관이 높았으며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교

육기관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나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문제해

결을 하는 능력을 보였다(안효진, 임연진, 2010).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

로는 교사를 들 수 있는데, 교사의 개입정도가 높은 학급에서 유아의 참여수준과 놀이수준이 

높았고 놀이의 내용이 더 풍부하였으며 놀이성의 정서적 측면인 즐거움의 표현이 더 많이 나

타났다(유애열, 1994). 이는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놀이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놀이성의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주혜,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성 관련변인은 다양한데 본 연구결과로부터 일

과유형 또한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내 외놀이 지향형’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에 비

해 유아의 놀이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실내 외놀이 지향형’

에서는 실내자유놀이시간과 실외놀이시간이 길어 영아들의 놀이참여도가 높고 교사와의 상

호작용과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유아의 놀이성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과유형별로 영아의 놀이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일과유형별 영아의 놀이행동 및 영아와 교사간의 놀이적 상호작용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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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과유형별 교사특성 

1) 교사의 학력과 경력

2가지 일과유형 별로 나타난 특성 중 교사의 학력은 일과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

사의 경력은 일과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 내외활동 지향형’의 교사경력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약 30개월 더 많았다. 이는 전체교사의 평균 경력인 약 

64개월보다 약 10개월 많은 것으로 경력이 많은 영아반 교사들이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 

시간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세반의 경력이 많은 

pre-kindergarten 교사가 자유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였다는 Pianta 등(2005)의 연구결

과에 의해 지지된다. 즉 경력이 많은 교사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반응적이고 자극을 

주며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하며 자유놀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Enz와 Christie(1997)는 경력이 많고 훈련을 받은 교사일수록 놀이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

으로 하는 반면 교육경력이 적고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고무하거

나 지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이에서는 영아가 자신의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고 교사와 영유아간의 개별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경력이 보육프로그램의 질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Howes & Smith, 1995) 경력이 많은 교사가 운영하는 교

실에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집

단활동시간보다 실내자유놀이나 실외놀이 시간에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이 많은 교사가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 학급보다 ‘실 내외놀이 지향형’

학급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교사행동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행동은 ‘실내·외놀이 지향형’이 ‘낮잠 휴식 및 집단활동 지향형’보다 

긍정적 지도행동과 중립적 지도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 즉 실내자유놀이와 실외놀

이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급의 교사는 낮잠과 집단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의 교사보다 영아의 행동이나 노력에 대해 칭찬, 인정 및 격려의 말을 하

고 긍정적 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며 부정적 행동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는 등 영아의 행동을 

강화하고 통제할 때 긍정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더불어 행동지도나 교수상황에서 

설명, 질문 및 대답과 도움을 주는 행동 등 중립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어린이집 유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행동의 차이를 본 권연희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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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권연희 등(2012)에 의하면 실내·외 자유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

정하여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가 특별활동이나 집단활동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

정하는 교사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행동지도나 교수상황에서 긍정적 지도행

동을 보이고 설명이나 질문, 대답과 같은 중립적 지도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유아와 상호작

용하지 않고 지도행동도 하지 않는 비개입적 행동도 더 많이 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표

현과 비개입을 제외한 긍정적 지도행동과 중립적 지도행동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실내·외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일과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이며 중립적 지도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

아가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사의 아동중심적 태도와 관련이 있

다는(Pianta et al., 2005) 측면에서 볼 때 자유놀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기 때문에 행동지도나 교수상황에서 긍정적 방법을 

사용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설명하기, 질문하기, 도움주기와 같은 중립적인 지도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아반에서 낮잠 및 휴식, 그리고 집단활동에 과

도하게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실내·외 자유놀이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하는 것이 교사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 지도행동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교사행동 중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 지도행동이 일과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유아반의 일과유형에 따른 교사행동을 연구한 권

연희 등(2012)의 결과와 일치하여 교사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지도행동은 일과유형과 

상관없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외부 관찰자를 의식하여 부정

적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D지역에 제한되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아반의 일과운영의 기본 틀은 유사하나 배정된 시간에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일과 구성요소의 실시시간비율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주요 구성요소의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

과유형에 따라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 동안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나 집단활동에

서 교사 주도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오전 자유놀이 시간 동

안 관찰된 교사의 행동만으로 교사의 행동을 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 회에 걸

쳐 교사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영아반의 주요 일과 

구성요소의 실시시간을 직접 관찰하여 어린이집 영아반의 일과운영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

을 분류함으로써 보육현장의 일과운영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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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유형에 따라 영아의 놀이성과 교사특성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영아반의 일과운영유형

에 따라 보육당사자인 영아 및 보육실행자인 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질적으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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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bserve and categorize daily routines of infant

classes in daycare centers based on quantity of indoor and outdoor free play, group

activities and nap/rest and explore differences in infants' play and teacher's behavior

according to daily routine types. A team of trained observer observed daily routines

and teacher's behavior of 26 infant classes from 7 daycare centers for two days and

teachers evaluated 164 infants' playfulness. As a result daily routines of infant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Indoor & Outdoor Free Play Oriented" and

"Group Activities & Rest Oriented". Infants' playfulness of "Indoor & Outdoor Free

Play Oriented" groups were higher than that of "Group Activities & Rest Oriented"

groups. Teachers from "Indoor & Outdoor Free Play Oriented" groups were found to

have more experiences in the field and also they showed more positive and neutral

guidance than the others.

▶Key Words : daily routine types, playfulness, teacher's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