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6권 제3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0.16.03.059   2020, Vol. 16, No. 3, pp. 59-77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시간의 매개역할*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 on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Play Time

이효임
1
신나리

2

Hyoim Lee
1

Nary Shin
2

*본 논문은 2018년 충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삼성SDI청주어린이집 교사

2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play

belief and their children’s playtime on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9 mothers of 6-year-old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An online self-report survey method was implemented to investigate

whether mothers appreciate the contribution of play on their children's development,

if mothers allow their children’s playtime, and to examine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

of their children. SPSS 22.0 was conduct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21.0

was used for the path analysis to investigate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sults: Mothers’ play support belief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self-determination, while young children's playtime that was also affected by their

mothers' play support belief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self-determin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earch shows that children’s self-determination can

be fostered by providing time to play when they can make decisions and demonstrate

goal directed behaviors, and by providing an atmosphere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laying in one’s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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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로, 자율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생득적인 욕구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에 해당하는 자율성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며, 이를 성취하

기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능력을 자기결

정력(self-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자기결정력은 내적 동기를 연구한 Deci와 Ryan(1985)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장유정, 2015), 능력이나 유능감의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의 동기화된 행동과 성

격을 완성시키는데 기여하는 내적 성향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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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에 걸쳐 수행해야 할 정서적 발달과업을 심리사회학적으로 고찰한 Erikson(1988)의 단계이

론에 따르면 신뢰감을 형성한 걸음마기 영아는 주양육자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발달시켜 나가고, 초보적인 형태의 자율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독립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도적인 유아로

발달하게 된다. 이같이 유아기 동안 자율적 선택 경험에 근거하여 발달이 시작되는 자기결정력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유능감으로 기능하게 된다(박근주, 2014).

그러나 그간 유아 대상의 연구는 자기결정력보다는 의사결정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유아의 의사결정력이 리더십이나 또래유능성, 문제행동 또는 놀이행동, 정서지능과 같은 사

회적 맥락에서의 유능성과 관계되는 특성으로 예측되어 왔기 때문이다(박선화, 최미숙, 2014; 박

지영, 2015; 우덕례, 2014; 전혜경, 2015; 황윤세, 2013). 개념적으로 볼 때 의사결정력은 내적 동기

에 기초한 자율성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력과 유사한 개념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소 상이한 관점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력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나 속한 집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합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박지영, 2012). 즉, 의사결정력은 개인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유능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의사결정력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기

술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Garon & Moore, 2004).

반면, 자기결정력은 문제해결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목표와 선호하는 것의 우

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성취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

하는 특성에 해당한다(박근주, 서소정, 2013; Wehmeyer, 1995). 이에 자율적 선택에 따른 자기결

정력은 유아기는 물론 생애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에 활용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자기결정력 수

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표현하는 정서가 긍정

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근주, 2014; 임지현, 류지현, 200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맥락은 수많은 결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놀이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실제성, 긍정적 정서 표현 등과 함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

놀이는 참여자인 유아로 하여금 자기결정성에 근거한 태도와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자기결정 기술을 연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놀이 중 유아는

자신이 놀고 싶은 놀잇감과 놀이 주제를 고르게 되고, 놀이의 주제와 전개방식을 선택하여 고르

게 되며, 놀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모방이나 모델링 등의 기술을 통해 소극적인 수준의 문제해결이나 선택을 하게 되나, 점

차 질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결정과 실행을 하게 된다(박근주, 2014).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안한

Ryan과 Deci(2000)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은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추구하는 생득적인 욕구

에 해당한다. 즉, 개인은 행동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 기회가 되었을 때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욕구,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자기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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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게 되는데, 놀이는 유아에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놀이가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인 맥락이 제공될

때 유아는 자기결정력을 연습해볼 기회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기결

정력의 증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Hendrick & Weissman, 2007).

한편,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유아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

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가정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표현하고, 다양한 선택을 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달성해볼 수 있는 맥락이므로, 유아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주체인 어머니가 유아의 자기결정력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방명애, 박현자, 2009; Cook, Brotherson, Weigel-Garrey, & Mize, 1996).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양육과 발달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신념

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신념은 그간 유아기 자녀 발달의 제 영역에 영역을 미치는 주요

특성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권주원, 2003; 김미정, 2001; 이은주, 민하영, 2006; 전홍주,

박은혜, 이지현, 2012; McGillicuddy-DeLisi, 1982).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양육신념보다는 특정 행

동과 관련된 양육신념이 양육행동을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배

정민, 김소향, 2016; Sigel, 1992), 다양한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유아기의 가장 중요

한 행동 특성인 놀이에 대한 신념이 자기조절력, 또래유능감,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정서조절능

력, 자아탄력성, 행복감 등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김진영,

2012; 남윤희, 김금주, 2013; 배정민, 김소향, 2016; 윤승림, 2009; 이진화, 2009; 이한별, 2008; 이현

지, 정혜욱, 2016; 최은정, 김금주, 2015).

놀이신념(play belief)은 놀이의 가치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놀이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놀이에 대해 갖

는 신념이 어떠한지는 자녀의 놀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부모가 얼

마나 자주 놀이를 허용하며, 어떤 장난감을 제공해주는지와 같은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포함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놀이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정교화할 수 있다(이기숙, 김희진, 박은혜, 2004).

놀이신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Haight, Parke 그리고 Black(1997)은 부모가 놀

이를 선호하는 정도, 그리고 놀이의 발달적 가치 및 놀이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놀이신념

으로 정의하였다. Farver와 Howes(1993)는 놀이의 중요성, 놀이의 가치 및 놀이 대상을 포함시켜

놀이신념을 설명하였다. 특히, Fogle과 Mendez(2006)는 놀이를 단순히 긍정적인 행동으로 가정하

고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정도를 놀이신념으로 보는 대신, 부모의 놀이신념을 놀이지지 신념

(play support belief)과 학습중심 신념(academic focus belief)으로 구분하여 부모가 놀이에 대해 갖

는 신념을 좀 더 다각적으로 개념화하였다. Fogle과 Mendez(2006)에 따르면 놀이지지 신념은 부

모 자신이 놀이를 즐기고, 자녀의 놀이가 발달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며, 놀이가 전인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습중심 신념은 놀이를 기본적으로 학습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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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놀이보다는 학습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놀이에 관해 부모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놀이

를 우선순위로 보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며, 자녀의 놀이 시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하지 않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

는 부모들은 놀이보다 학습지향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어 자녀의 놀이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놀이에 대해 부모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자녀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외

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Miller,

1988). 실제로 어머니가 놀이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많은 놀이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시간이 길고, 그 횟수 또한 빈번한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명순,

조항린, 박영임, 신혜영, 2013; Haight 등, 1997). 또한 부모로부터 선택권이 허용될 때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대안을 생각해 내며, 결과를 예측해보

거나 결과를 책임지고자 하는 등의 자기결정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Hendrick & Weissman, 2007;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17). 그러나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어머니

의 놀이신념이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으로(김영희, 2012;

김진영, 2012; 윤상인, 2011; 이한별, 2008), 유아의 놀이시간과 같은 놀이행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

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는 자기결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놀이는 유아기의 특성상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유아기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실제 유아기 자녀의 놀이시간에 영

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기결정력에 이르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지지되

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일수록 자기결정력이 발달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기본 욕구를

지지받는 사회적 환경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김지근, 이기학, 2011; 이민희, 정태연, 2008)를 고려해본다면, 부모가 자녀

의 놀이환경이나 놀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더불어 자녀의 주도적 놀이 활동(조인수, 기윤아, 2003) 및

놀이 중심 프로그램(강동선, 2016; 김수진, 2017; 방명애, 전수정, 2007)이 자기결정력의 영향력을

검증한 실험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볼 때, 부모의 놀이신념에 기초한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자기

결정력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세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인 학령 전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놀이신념이 자녀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로써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유아기 발달에 있

어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먼저 놀이신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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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놀이지지 신념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학습중심 신념을 놀이비지

지 신념이라는 용어로 재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반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자기결정력의 특성상 자신의 능력, 요구 및 흥미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표현이 자신의 강점 수준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Wolman,

Campeau, DuBois, Mithaug 그리고 Stolarski(1994)의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

중 4세반과 5세반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살펴본 박근주와 서소정(2013)의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5세반 유아보다 4세반 유아의 자기결정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되기보다는 자기결정

성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변별력 있게 측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5세반

유아로 연구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놀이비지지 신념이 유아기 자녀의 놀이시

간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이르는 영향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1-1.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

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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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관리 전문기관에 등록된 패널 중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5세반

에 재원 중인 어머니 2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학령

전의 유아로 연구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학령기에 비해 일정수준 놀이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5세반 재원 유아로 제한한 이유는 자기결정검사의 최소 연령이 만6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자녀 월령은 79.26개월(SD = 3.54)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전체 239명

중 남아가 54%, 여아는 46%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1.8%로 가장 많

았으며, 둘째, 외동, 셋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연령은 평균 37.84세(SD = 3.33)로 보고되었다. 최종학력은 대

졸자가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졸업(2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8%), 대학원 졸업 이상(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32.6%)과 전문직(10.4%)

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직업은 3%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보고되었다. 반면 전업주부는 52.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대가 24.7%, 400만 원대는 2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나, 500만 원대와 600만 원대 이상도 각각 18.8%와 16.7%로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200만 원대는 11.3%, 200만 원 미만은 3.8%로 그 비율이 낮았다.

특성
빈도(%) 또는

M(SD)
특성

빈도(%) 또는

M(SD)
유아 월령(개월) 79.26 (3.54) 모 직업

유아 성별 전업주부 125 (52.3)

남아 129 (54.0) 사무직 78 (32.6)

여아 110 (46.0) 전문직 23 (10.4)

유아 출생순위 관리직 2 ( .8)

외동 60 (25.1) 판매서비스직 4 ( 1.7)

첫째 100 (41.8)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1 ( .4)

둘째 75 (31.4) 기타 6 ( 2.5)

셋째 이상 4 ( 1.7) 가구 월평균 소득

모 연령(세) 37.84 (3.33) 200만원 미만 9 ( 3.8)

모 학력 200만원~300만원 미만 27 (11.3)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13.8) 300만원~400만원 미만 59 (24,7)

전문대 졸업 48 (20.1) 400만원~500만원 미만 59 (24.7)

대학교 졸업 142 (59.4) 500만원~600만원 미만 45 (18.8)

대학원 졸업 이상 16 ( 6.7) 600만원 이상 40 (16.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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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유아의 자기결정력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Wolman 등(1994)이 개발한 ‘AIR Self-determination Scale’

를 류숙렬(2003)이 타당화한 ‘자기결정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세부터 21세까지의 유아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력을 주양육자나 교사가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하

였다.

가정에서의 자기결정기회(6문항), 기관에서의 자기결정기회(6문항), 자기결정 수행능력(6문항)

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과 하위차원별 점수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기

결정기회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자기결정기회는 ‘집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다’, 기관에서의 자기결정기회는 ‘어린이

집/유치원 내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다’와 같이 구분되어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기결정 수행능력은 자기결정의 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

표 문항은 ‘자신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며,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 때때로 그렇

다, 4점 = 거의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당화 된 검사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내적합치도를 검증

한 결과, Cronbach’s α가 .93로 산출되었고, 문항이 제외되었을 때 내적합치도를 뚜렷하게 개선

하는 문항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놀이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 측정은 Fogle과 Mendez(2006)의 ‘Parent Play Beliefs Scale(PPBS)’를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를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후, 아동학 전문가 1인에 의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부모 놀이신념 척도는 놀이가 자녀에게 발달

적으로 유익하다고 믿는 놀이지지 신념 19문항과 자녀의 놀이보다 학습지향적인 활동에 더 가치

를 두는 놀이비지지 신념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성분 분석의 추출방식과 베리멕스 회전방

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와 같이 요인이 추출되어, 30개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놀이지지 신념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은 ‘놀이는 ○○이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도움

이 될 것이다’이며, 놀이비지지 신념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은 ‘나는 ○○이가 놀이를 통해 중요

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점 =

다소 동의한다, 4점 = 동의한다, 5점 =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었다. 놀이지지 신념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의 놀이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놀이비지지 신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기의 놀이는 학습에 비해 덜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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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신념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는 놀이지지 신념이 .92, 놀이비지지 신념이 .91으로 보고되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놀이시간

유아의 놀이시간 측정을 위해 유아의 생활시간에 대한 김은화(2012)의 시간 조사 문항과 도남

희, 김정숙 그리고 하민경(2013)의 ‘영유아 생활시간 조사’의 시간 조사 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자

가 개발한 설문 문항을 아동학 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확정하였다.

유아의 놀이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시간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즉, 유아가 참여하는 놀이 활동 및 기타 주요활동 별로 각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보고하여, 1주간

놀이에 참여한 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놀이 활동은 영유아의 생활조사

(도남희 등, 2013)의 결과를 기초로 놀이터 이용시간, 책읽기 시간, 예술경험놀이(미술,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등), 장난감을 갖고 놀이하는 시간 및 장난감 없이 놀이하는 시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타당한 놀이시간 측정을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기관이용시간과 기

타 학원 및 가정에서의 학습시간(학원 또는 개인교습 이용시간, 학습지 이용 시간, 기타 숙제 등

의 개별 학습 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인 어머니는 조사시점 1주 전을 기준으로 평소 생활과 가장 비슷하였던 평일과 주말

하루를 각각 선정하여, 하루 동안 각 활동을 한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단, 1주 전에 해당하

는 지난주 동안 휴가, 가정 내 경조사, 해당 자녀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평소와 다르게

생활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일반적인 1주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놀이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주중과 주말 각각 1일 놀이시간을 산출한 후, 김은화(2012)의 생활시

간 연구의 활동시간 산출 방식에 기초하여 놀이시간을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놀이시간의

산출 방식은 (평일 1일 놀이시간×5일)+(주말 1일 놀이시간×2일)로 주당 놀이시간을 산출한 후,

이를 7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이해도와 소요시간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임의 선

정된 충청북도 C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어머니 24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설문지의 분

량이 큰 문제가 없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중인 6세 자녀를 둔 어머니 3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 편성의 기준은 당해 연도 1월 1일 시점

의 만 나이이므로, 본 조사는 5세반 유아 대부분이 생일이 지난 6세가 되는 시점인 학기말로 정

하여,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보고된 놀이시간,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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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①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 1.00

②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 -.19** 1.00

③ 유아의 놀이시간 .17** -.15* 1.00

④ 유아의 자기결정력 .51*** -.03 .20** 1.00

M 3.99 2.38 255.16 3.54

SD .45 .71 86.50 .51

*p < .05, **p < .01, ***p < .001.

주1.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 및 놀이비지지 신념, 유아의 자기결정력은 5점 척도임.

주2. 유아의 놀이시간은 분 단위임.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239)

기관이용시간과 유아의 생활시간 관련 선행연구(김은화, 2012; 도남희 등, 2013)에서 보고된 해당

연령 유아의 평균 수면시간의 총합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39명(남

아 129명, 여아 1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일반

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시간 및 자기결정력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시간 및 자기결정력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놀이신념 중 놀이지지 신념의 평균은 3.99(SD

= .45)로 4점에 가깝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놀이비지지 신념의 평균은 2.38(SD = .71)

로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시간의 평균은 255.16분(SD = 86.50)

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력의 평균은 3.46(SD = .54)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놀이비지지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9, p < .01).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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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β = .17, p < .01), 유아의 자기결정력(β = .51, p < .001)과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β = -.15, p < .05),

유아의 자기결정력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놀이시간은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β = .20, p < .01).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최소 1.04에서 최대 1.06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시간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기 자녀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가정하는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χ2
/df, CFI, GFI, TLI, RMSEA 및 SRMR 지수

를 산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배경 변인인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및 기관이용시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검증을 선행한 결과, 가구소득과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df값이 1.616(p = .199)으로 산출되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

는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적합도 지수 또한 CFI = .990, GFI = .996, TLI = .928로 산출되어 .90

이상으로 높고, RMSEA과 SRMR은 각각 .051과 021로 .08보다 작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 참조).

구분 χ2 df p χ2/df CFI GFI RMSEA SRMR TLI

적합도지수 3.232 2 .199 1.616 .990 .996 .051 .021 .928

표 3. 이론적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그림 2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놀이지지 신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

이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β = .16, p < .01),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결정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3, p < .05). 즉,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

결정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자

기결정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0, p < .001). 한편, 어머니의 놀이

비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기결정력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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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모든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주2.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3. 가구소득과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됨.
**p < .01,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시간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경로 모형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시간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

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p = .018,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BC(Bias-Correlated) 신뢰구간은 .005에서 .044로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자녀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이르는 매개경로가 지지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놀이지지 신념 → 유아 놀이시간 .16** - .16**

어머니 놀이지지 신념 → 유아 자기결정력 .50*** .02* .52***

어머니 놀이비지지 신념 → 유아 놀이시간 -.07 - -.07

어머니 놀이비지지 신념 → 유아 자기결정력 .08 -.01 .07

유아 놀이시간 → 유아 자기결정력 .13* - .13*

표 4. 주요 변인의 경로별 효과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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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시간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기결정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놀이신념 중 놀이지지 신념만이 유아의 놀이시간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

력이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신념 중 놀이지지 신념이 높

을수록 유아의 놀이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놀이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놀이자료 제공과 같

이 놀이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놀이를 자주 그리고 충분히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밝힌 Haight 등(1997) 및

심미영과 이문옥(2018)의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볼 때, 놀이지지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좀 더 자주, 장시간 놀이함으로써 유아의 놀이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와 놀이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한

김명순 등(2013)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아의 놀이시간이 많을수록 자기결정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놀이가 자기결정력에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유

아가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의 주제와 방법, 자료 등을 결정하는

경험과 개인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자기조절경험이 유아의 자기결정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 박근주(2014)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다양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과정을 통해 선택

을 위한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축적된 경험을 통해 독립심과 자율성이 발달되며, 놀이 중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박지영, 최미숙, 2012). 아울

러, 놀이 과정에서 목표를 수정하거나 동기가 생길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

를 결정하기 시작하며(이성희, 2009), 이 때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면서 결정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황윤세, 2013). 즉, 유아의 자기결정력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틀 안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최적화를 위한 대안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를 통해 발달해간다(박근주, 2014). 이처럼 유아가 그들의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놀이의

주제나 내용을 정하고 놀이의 유형과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능감인 자기결정력이 증진됨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은 놀이하며 배우고 발달하는 유아를 강조하여, 유아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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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

복지부, 2020a). 물론 유아교육 및 보육 맥락에서 유아의 놀이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개

정 누리과정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중심으로 일과를 운영하거나, 누리과정

을 획일적으로 실행하는 등 유아가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를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

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b). 따라서 단순히 자유놀이시간을 일과에 배정하여 유아의 놀

이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시간이라는 놀이의 양적 측면만을 자기결정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고

려하였으나, 유아가 자신의 놀이방식을 결정하고 놀이규칙을 만드는 등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

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경험인지 여부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놀이지원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놀이 흐름을 고려한 지

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가 자기결정력에 기여하는지를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을 통해서 자기결정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주도성과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남윤희,

김금주, 2013; 윤승림, 2009), 아버지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배정민, 김소향, 2016)를 지지하는 것으로,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

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시 나타나는 특성이 자녀의 자기결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아의 놀이와 발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에서 놀이지원자의 친근하고 애정적

인 태도와 놀이자극은 필수적인 행동 특성에 해당한다(이경숙, 김수연, 신의진, 김태련,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에게 있어 최초의 놀이파트너인 어머니가 놀이의 발달적 가치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 특히 놀이를 통해 자기결정력은 단지 빈번한 선택의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취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놀이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과 조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

키고, 놀이자 간의 놀이 규칙과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적절한 문제해결과 결정 능력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맥락에서 채택과 거절을 하고, 그러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유능감 발달이 중요한데, 놀이지지 신념이 높

은 어머니는 놀이 맥락에서 이러한 유아의 여러 시도를 제한하기 보다는 수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로 이어진

다는 김지은과 신나리(2014)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력은 놀이 맥락에 국한된 협의의 양육특성이 아닌 일반적 양육특성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유아로 하여금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학습하도록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적절

한 규칙과 한계설정을 통하여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주도성 발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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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이는 부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자기결정력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는 장경문(2007)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이 자녀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자녀의 놀이에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양육에도 기여하므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중요한 놀이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자녀의 놀이를 지지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시간 및 자기결정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어머니가 놀이를 지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아기 자녀의 놀이시간

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비지지 신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놀이에 더 짧고 낮은 빈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김명순 등, 2013; 이현지,

정혜욱, 2016)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김은화

(2012)의 연구결과는 유아의 놀이시간에 대한 해석의 시사점을 준다. 김은화(2012)의 조사에 따르

면, 97.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가정에서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

니가 놀이의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유아가 가정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일과 특성

상 실제 놀이에 일정 수준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이러한 해석은 놀이비지지 신념의 정의를 고려해볼 때 좀 더 신중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놀이비지지 신념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금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중요한 기술습득이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놀이비지지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놀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비목적성이라는 놀이의 기본 특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놀이시간이 가정에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의 놀이가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근거한 진짜 놀이인지 아니면 학습을 가장한 놀이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의 학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경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이 매우 독특할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시간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과도 함께 논의가 가능하

다. 놀이비지지 신념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놀이지지 신념과 다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기술통계를 보면 표준편차가 매우 큰 변수임

을 알 수 있다. 즉, 놀이비지지 신념은 놀이지지 신념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개인차

가 상당히 큰 특성으로, 이로 인해 관련 변인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놀이비지지 신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Fogle과 Mendez(2006)의 연구에서도 놀이지지 신념과

놀이비지지 신념이 서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응답자 중에서는 놀이지지 신념 수준과 놀이비

지지 신념 수준이 모두 높은 어머니도 다수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군집분석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유형화하는 것과 같이 놀이신념의 양가적인 특성을 반영한 탐색을 실행하

는 경우,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과 유아의 자기결정력 간의 관계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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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놀이비지지 신념 측정 시에는 자녀의 책읽기를 학습지향적

인 활동에 포함한 반면, 놀이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책읽기 시간을 놀이시간에 포함하였다.

즉, 책읽기라는 유아의 행동이 연구자나 도구에 따라 놀이 또는 학습으로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대

상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편향으로 인해 변수 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교사 등을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여, 외적타당도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인인 유아의 놀이를 놀이시간으로 측정

하여, 놀이에 대한 양적인 접근에 그쳤다. 이에 놀이의 내용이나 특성, 놀이 파트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접근이나 혼합연구 방법 등을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초반 35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시간, 기관이용

시간, 평균 수면시간 등을 포함한 생활시간의 총합이 24시간을 초과하는 데이터의 클리닝 과정

에서 상당수의 데이터가 유실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일지(time diary) 형식의 연구

도구를 통해 보다 신뢰롭게 시간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놀이시간이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자기결정력 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놀이를 통하여 자기결정력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선천적

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라기보다 유아를 둘러싼 환경요인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유아가 경험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고, 유아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

과 참여를 독려하는 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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