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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d a basic model to encourage environment and outdoor play programs. The study was based 
on the analyses of actual activities performed in two child care centers in Daejeon area and the way in which the 
programs for outdoor play were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the cent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Daily 
Report of the Outdoor Play Programs: Plan and Evaluation’ paper conducted at each center performed from 2007 
to 2009. Following Mockwha Choi et al., (2007), the play observed and described by teachers was analyzed to classify 
play areas and play activities within each area. The places, equipment and, playthings using in each play period were 
also examined as well as the limitation and inspiration caused by th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Empty and unfilled space tended to generate more types of non-structural play and role-pretend play 
2)Adventurous play was rarely observed. More thoughtfully designed physical environments need to be provided for 
children to experience challenge and adventure through physical activities 3) Outdoor play environment should be suitable 
for the overall developments of infants and toddlers depending on their activities. A child care specialist should support 
the design such environment 4)  Naturally, the programs of outdoor play will not be identical for all child care centers. 
Rather, they should go along with the programmatic characters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of each center. Therefore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parents as to the importance of must realize  of outdoor play  should be further increased.

Keywords: child care center, outdoor play environment, outdoor play programs, adventurous play area, activity area

Ⅰ. 서론

영유아에게 놀이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수단이며 의미

있는 경험이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개념들

을 배운다(Pepler & Ross, 1981; Vygotsky, 1978). 즉, 

또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며, 
대·소근육의 운동기능이 증진되고(이숙재, 2004), 정서적 

만족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Landreth & Holmeyer, 
1998), 말하기와 읽기 등의 언어발달이 증진된다

(Vukelich, 1994). 특히 실외놀이는 실내놀이와는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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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주도적인 흥미를 유도

하며 놀이기구의 다양한 사용을 통해 대·소근육의 발달, 
눈과 손의 협응력, 사회적 관계, 언어발달, 과학적 지식 

획득을 강화시켜준다(Johnson et al.에서 재인용, 1999). 
영유아들에게 실외놀이는 새로운 신체적 도전, 힘과 체력 

발달, 대근육과 소근육 사용법,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기, 문제해결에 참여, 잡기, 말하기, 놀이하기, 신체

를 이용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자연을 감상하고 환경

을 보호하기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실외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도모 해주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

한 실외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즉 영유아의 연령별, 개인별 발달수준에 따라 실외

놀이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외 놀

이환경이 영유아의 발달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
리고 실외 놀이환경은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하도록 연

령별로 차별화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역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기학습의 영향 등으로 보육시설에서의 

활동은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놀이보다는 인지발달을 

위한 조기훈련, 취학준비 등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학습으로 인

해 실외 놀이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간과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과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외놀이 환경시설의 미비’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목화, 변혜령, 2010). 또

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실내놀이프로그램 및 환경 등에 

대한 정보와 연구 자료들은 비교적 많으나 실외 놀이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이현경, 2007). 보육시설에서도 실외놀이는 단순히 뛰

어다니거나, 소리 지르기, 놀이기구 타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들 또한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실외 

놀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여 교사와 아동, 아동 

또래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

이 있다(김수경, 2000). 이러한 경향은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환경 특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고 있다. 
최근 서울과 대전지역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환경 특성

을 조사한 연구(최목화, 변혜령, 2006)결과 아동수 대비 

놀이터 면적이 협소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종합놀이기구

와 시소, 그네 등 구조화된 놀이기구가 가장 많았다. 비구

조화된 놀이를 위해서는 모래놀이터, 화단, 놀이집 등이 

있어 아동에게 다양한 놀이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

인 놀이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바닥재료 또한 모래, 인조잔디, 우레탄블럭 등의 

단일재료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놀이영역구

성은 3개영역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독립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영역구성이 잘 되어있지 않았다. 이
러한 놀이환경에서 보이는 놀이행동은 주로 기능놀이와 

구성놀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를 통한 상호작

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협

소한 공간, 구조화된 놀이기구, 단일 바닥재사용, 혼잡한 

놀이 영역구성 등의 문제점으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의미한다. 
한편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인식에 관

한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프로그램으로 놀이기구 이용과 모

래놀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감각, 목공, 음률, 모험

놀이 등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

동들은 실외놀이를 매우 좋아하지만 실외놀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외놀이활동에 대해 교사

들은 안전/관리감독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한 반면 프로그

램과 교사의 참여에 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므로서 실외 놀이활동에 대한 중요성이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최목화, 변혜령, 2010). 이러한 교사

의 인식은 영유아들의 실외 놀이활동을 무의식적으로 제한

하고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영

유아들에게 교실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을 가능한 줄이고 실외놀이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에 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즉 열악한 보육시설의 실외놀

이환경이 실외놀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실외

놀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열악한 실외 놀이환경으로 인해 실

외 놀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

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위한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영유아 발달특성

에 적합한 실외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보육시

설에서 실외놀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외놀이 환경과 프

로그램에 대한 기초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최목화, 변혜령, 2008)에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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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실외 놀이환경을 분류한 유형 가운데 대전지역

에 있는 소형놀이터와 대형놀이터가 있는 보육시설 두 곳

을 대상으로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프로그램을 분석

하고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프로그램의 제한점과 촉

진원을 찾아 그 연계성을 파악하여 실외놀이환경과 프로

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영유아의 놀이는 놀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러한 놀이 환경은 크게 실내, 실외로 나눌 수 있다. 실외

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는 놀이터 면적, 흥

미영역 구성, 놀이기구 및 놀이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차

이에 따라 아동의 놀이행동이 달라진다. 1998년∼2008년

까지 영유아 실외놀이 관련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실외놀이 시설 

및 환경(27.7%), 실외놀이 환경에서 영유아의 실외놀이에

서의 행동특성(23.4%), 실외놀이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
부모의 인식(14.9%) 순 이었다(최은영, 김정원, 2008). 이 

중 실외놀이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rost, 
Shin, & Jacobs(신동주, 류진순에서 재인용, 2006)는 질적

으로 우수한 실외놀이 환경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자연적

인 요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

키고, 놀이감들이 도전감, 신기함, 복잡성 및 다양성을 제

공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지적, 사회적 놀이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최목화, 변혜령(2007)은 아동 1인당 면적이 3.5㎡ 

미만인 경우 아동의 놀이가 인지놀이에 집중되어 나타나

는 반면, 3.5㎡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놀이행동이 다양하

게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목화, 변혜령(2006)은 

실외놀이터가 협소하고 단조롭게 놀이영역 구성이 되어 

있고, 종합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기능놀이 위주의 놀이

행동이 나타나고, 단조로운 놀이 영역 구성과 협소한 공

간이 제공된 경우 공격 등의 부정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협소하고 놀이영역 구성도 단조롭고 놀이행

동을 지원해주는 놀이기구나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놀이행동이 나타난 경우는 다목적 놀이가 가능한 

빈마당이 제공되고 있었다. 신동주 외(1997)는 실외놀이

를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유아의 놀이 중 인지·사회

적 놀이의 비율이 높아지고, 비놀이행동의 발생률을 감소

시켰으며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놀이를 촉진시킨다고 하

였고, 놀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 안전함, 놀이를 지

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실외놀이 

환경은 아동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제공하고 신체운동 발

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긴장

과 격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

외놀이 환경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 아동의 놀이행동 수준

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

지만, 아동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

인 실외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외놀이 환경특성에 대한 연구, 놀이행동과의 관계

연구는 실시되고 있으나, 실외놀이 환경과 발달에 적합한 

실외 프로그램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최목화, 변혜령(2007)의 연구에서도 실외놀이 환경 및 흥

미영역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제공되어야 하고, 실외놀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외놀이 

환경이 계획될 때 가장 바람직한 실외놀이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외놀이 활

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 지침이 제시

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일반사항 

본 연구는 대전시에 위치한 대형놀이터가 있는 A어린

이집과 소형놀이터가 있는 H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

과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기초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A어린이집과 H어린이집은 놀이

중심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영유

아의 실내놀이뿐 아니라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원초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두 

사례 어린이집 모두 실외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현재 실외놀이 환경을 최

대한 수정·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A어린이집과 H어린이집은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연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어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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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A 어린이집 H 어린이집

일반

사항

개원연도 2003년 2005년

정원 51명 32명

반 구성 만1세(10명),  만2세(11명), 만3·4세(30명) 만1세(7), 만2세(8), 만3·4세(17) 

실외 

놀이터 

외관

배치도

위치 앞마당 옆마당

면적  약 643㎡ (12㎡/아동1인) 약 79m² (2㎡/아동1인)

영역 구성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놀이 기구 기차, 놀이집, 캠핑카 모래놀이터, 수도, 종합놀이대, 스프링시소, 블록, 화단

바닥재 모래, 잔디, 흙 모래, 보도블럭, 우레탄

실외놀이시간 오전, 오후 각 30~40분씩 하루 2회 오전, 오후 각 30~40분씩 하루 2회

<표 1>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일반사항 및 실외놀이터 특성

A어린이집은 실외놀이터가 건물 앞쪽에 위치하고 있

으며 면적은 아동수에 비하여 매우 넓은 편이다. 실외놀

이터의 시설로 모래놀이터, 성, 캠핑카, 수도, 놀이집, 벤
치가 있으며, 실외놀이영역으로는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으로 되어 있다. 
실외놀이는 날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지만, 원칙적

으로 하루 2번 오전과 오후 각각 30∼40분씩 전 연령에

서 실시한다. A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는 모험놀이영역이 

없어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회사 내의 정자, 연못, 축
구장 등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H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는 건물 옆쪽에 위치하고 있

으며 아동 1인당 면적이 약 2㎡로 매우 협소하다. 실외놀

이 시설로 모래놀이터, 수도, 종합놀이대, 스프링시소, 블
록, 화단이 있으며, 실외놀이영역은 신체놀이영역, 비구

조화․극화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되어 있다. 실외

놀이는 날씨를 고려하여 조절하나 원칙적으로 하루 2번 

오전과 오후 각각 30∼40분씩 전 연령에서 실시한다. 실
외놀이 공간이 협소하여 빈 공간이 부족하고 모험놀이를 

위한 시설이 없어 인근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산책, 
자연관찰, 대근육 활동, 빈 공간이 필요한 활동 등을 실시

하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A어린이집과 H어린이집의 2007년

∼2009년 ‘실외놀이프로그램 활동 계획 및 평가일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즉 영유아를 위한 실외놀이프로그램을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생활주제에 적합하게 매일 계획하

여 실시한 후 교사들이 작성한 ‘실외놀이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별로 수집된 자료를 보면, A어린이집에서는 6～8월에 실

시한 ‘실외놀이강화프로그램’ 자료와 2009년 5월에 실시

한 ‘실외놀이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였고, H어린이집에

서는 2008년～2009년의 교육계획안 중에서 실외놀이가 

가장 활발한 5월과 9월의 실외놀이 계획안을 수집하였다. 
특히 A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이후 특별한 실외놀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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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놀이영역 실외놀이 활동
영아반(만 1,2세) 유아반(만 3·4세반)

A어린이집 H어린이집 A어린이집 H어린이집

신체놀이영역 신체 10.5 28.6 17.2 20.0

비구조화/ 극화영역

역할 15.8 15.7 10.4 17.1

조형 5.3 10.7 10.4 5.7

음률 5.3 5.0 6.9 8.6

탐색1) 5.3 15.7 17.2 20.0

물모래 21.0 15.7 20.7 22.9

소계 52.7 62.8 65.6 74.3

자연탐구영역 자연탐색
2) 21.0 5.0 3.4 5.7

모험놀이영역 모험 5.3 3.6 0.0 0.0

휴식영역 휴식 10.5 0.0 13.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 여러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탐색하는 활동

2) 자연물만을 가지고 하는 탐색활동

<표 2> 실외놀이영역별 놀이활동 비율 
단위 : %

그램 없이 실외놀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7년 

‘실외놀이강화프로그램’을 그 해의 교사세미나 주제로 선

정하고 원장과 교사들이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연령

별로 만1세반은 ‘산책’, 만2세반은 ‘역할놀이’, 만3․4세

반은 ‘물놀이와 게임’의 특화된 실외놀이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은 먼저, 교육계획안에 계획된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던 연령별 실외놀이 활동들을 추출

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최목화, 변혜령, 2007)의 기준

에 따라 실외놀이터의 놀이영역을 신체놀이영역, 비구조

화 및 극화놀이영역, 휴식영역, 자연탐구영역, 모험놀이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추출된 연령별 실외놀이 활동들

을 분류된 5개의 실외놀이영역에 따라 실외놀이 활동 빈

도를 기록하고 놀이영역별로 일어나는 실외놀이 활동을 

전체 실외놀이 활동 빈도에 대한 비율을 구하였다. 그리

고 실외놀이가 일어난 장소와 놀이시설 및 놀잇감, 각 실

외놀이 활동이 이루어질 때 기존의 실외놀이 환경이 제공

하는 제한점, 촉진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은 각 어린이집별로 1인의 연구자가 1차 

분석하였고, 1차 분석결과를 연구자 3인이 함께 검토, 평
가하는 과정을 7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실외놀이 활동 자

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전반적인 실외놀이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A와 H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실외놀이 활동을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서 실외놀이영역별로 놀이 활동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놀이영역별 놀이 활동

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실시

한 실외놀이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실외놀이영역별 놀이 

활동 비율을 산출한 결과 <표 2>와 같다. 

1) A어린이집의 실외놀이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A어린이집의 영아반은 비

구조화/극화영역에서 역할, 조형, 음률, 탐색, 물·모래 등 

다양한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자연탐구

영역, 신체놀이영역과 휴식영역, 모험놀이영역의 순으로 

놀이가 일어났다. 놀이 활동별로 살펴보면, 물모래(21%), 
자연탐색(21%), 역할놀이(15.8%)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만 1세반이 ‘산책’(자연탐구영역), 만 2세반이 ‘역할놀이’
에 중점을 두고 놀이 활동을 계획하였으므로 자연탐색활

동과 역할놀이 활동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의 발달특성상 이 시기에 탐색이 많이 일어나므로 비

구조화/극화영역에서의 물·모래놀이, 자연탐구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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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 탐색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
아반의 경우에서도 비구조화/극화영역에서 다양한 활동

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 신체놀이영역, 휴식영역, 
자연탐구영역의 순으로 일어났다. 유아반은 ‘물모래놀이’
로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물모래놀이

(20.7%)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신체영역에서의 신체활

동(17.2%), 놀이감 탐색활동(19.2%), 휴식활동(13.8%)도 

많이 일어났다. 
영유아 모두에게서 물, 모래놀이 활동이 많이 일어난 

것은 A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이 모래놀이터가 매우 

넓고, 복합놀이대와 같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

구가 없을 뿐 아니라 영유아 모두 물모래를 하는 동안 긴

장감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물모래를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H어린이집의 실외놀이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H어린이집의 영아반은 비구조화/극화영역 활동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모

험놀이영역의 순으로 놀이가 일어났다. 실외놀이 활동별

로 살펴보면 신체(28.6%), 역할(15.7%), 놀이감 탐색(비
구조화/극화영역, 15.7%), 물모래(15.7%) 놀이가 가장 많

이 일어났다. 영아기는 발달특성상 신체적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실내 보다 움직임이 촉진되는 실외

에서의 신체활동이 많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

반도 비구조화/극화영역의 활동이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의 순으

로 실외놀이 활동이 일어났다. 실외놀이 활동별로는 물모

래(22.9%), 신체(20%), 놀잇감 탐색(비구조화/극화영역, 
20%), 역할(17.1%) 놀이가 가장 활발하였다. 

H어린이집 실외놀이터의 주요시설이 복합놀이대와 모

래놀이터로 되어 있어 영아와 유아 모두 모래놀이가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수도시설이 모래놀이터와 인접하여 영

유아들이 자유로이 물모래놀이를 할 수 있어 물모래놀이

에 대한 흥미도가 지속되었으며 역할놀이까지 확장되었

다. 그리고 영아와 유아 모두 휴식영역의 활동이 일어나

지 않은 것은 분석 자료로 선택한 5월과 9월은 최적의 날

씨로 실외놀이가 매우 활발한 시기여서 교사가 휴식보다 

다른 활동을 많이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실외놀이 활동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두 어린이집의 영아와 유아 모두 비구조화/극화 영역에서 

가장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물모래놀이가 가장 많았고, 역할놀이와 놀잇감 탐색활동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체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영유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모험놀이 활동이 가장 적게 나타나 

영유아들에게 모험을 통한 도전이나 스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외놀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프로그램과의 관계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실외놀이영역, 실외놀이 활동, 실외놀이프로

그램과 놀이행동, 실외놀이 환경특성을 정리하고, 실외놀

이 환경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점과 촉진원을 정리하여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1) 영아반 실외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프로그램과의 

관계

① A어린이집 영아반

A어린이집 영아반의 실외놀이프로그램과 놀이행동을 

<표 3>과 같이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놀이 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모험영역의 놀이영역별로 구분

하여 정리하였다. 
신체놀이영역은 그네, 미끄럼틀, 복합놀이대와 같은 고

정식 놀이기구가 없이 넓은 빈 공간이 제공되었으므로 영

아의 대근육 활동과 소근육 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계획 및 실시되었다.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복합놀이대에서는 단순히 반복되는 기능놀이가 주로 일

어나지만(최목화, 변혜령, 2006) 놀이기구가 없는 실외환

경에서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을 실시한 결과 자유롭

고 다양한 영아들의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공간의 제약

이 없이 신체확장이 일어나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A어린이집은 고정된 놀

이기구가 없는 대신 넓은  빈 공간이 영아들의 자유로운 

신체활동의 촉진원이 될 수 있었다. 
비구조화 및 극놀이영역은 잔디밭, 모래놀이터, 그늘진 

빈 공간, 기차, 놀이집, 수도를 제공하여 역할놀이, 조형

활동, 음률활동, 탐색활동, 물모래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만2세반은 역할놀이를 특화프로그램으

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가게 놀이, 동물가족 놀

이 등 다양한 역할놀이가 이루어졌는데, 실외놀이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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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 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신체

놀이

영역

신체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놀이]
- 깡통 발로 차기

- 내 얼굴 풍선 잡아보기

[장소]
- 잔디밭

- 모래놀이터

[놀이기구/놀잇감]
- 깡통

- 풍선

- 복합놀이대, 미끄럼틀, 그

네 등의 놀이기구가 없어 

신체놀이 활동이 제한됨

- 충분히 뛸 수 있는 

  빈 공간이 제공되어 다 

양한 신체활동이 촉진됨

- 깡통 자유롭게 차보기

- 자기 얼굴 사진이 붙어있

는 풍선 잡아보기

비구조화 

및 

극화

영역

역할

-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 낚시놀이

- 동물가족놀이 

- 여행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 잔디밭

- 기차 

- 놀이집

[놀이기구/놀잇감]
- 소꿉놀이용 소품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등)

- 이동식 수영장

- 낚시대

- 소꿉놀이 소품이 모래놀이

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음

- 모래놀이와 인접한 물놀이

가 놀이를 촉진함

- 실내자유놀이에서 만든 동

물모자를 가지고 실외놀이

에 자연스럽게 연계됨.
- 기차, 놀이집이 제공되어 

극놀이를 더욱 풍부하게 

함.  

- 모래, 찍기틀, 삽을 이용하

여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만들기

- 낚시한 물고기로 요리

- 동물 흉내내기

- 기차타고 가는 여행놀이

조형

[그리기]
- 분무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 찰흙놀이

[장소]
- 잔디밭

- 울타리

[놀이기구/놀잇감]
- 분무기

- 전지

- 찰흙

- 실외놀이에 조형놀이 세팅

이 되어 있지 않아 조형활

동이 제한됨

- 물을 사용하는 조형활동이 

잔디밭에서 이루어져놀이

를 촉진함

- 실내활동과 연결하여 지저

분해지기 쉬운 놀이를 실

외에서 마음껏 놀이가 가

능함

- 물감물이 들어있는 분무기

를 전지에 뿌려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 손가락으로 찰흙 찔러보기

음률

[신체표현]
- 나뭇잎처럼 움직여보기

[장소]
- 그늘진 잔디밭

-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돗자리

- 음률영역이 별도로 구분되

어 있지 않아 놀이가 제한

됨 

- 나무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활동을 함

- 나뭇잎이 떨어져 있어  자

연스럽게 놀이를 촉진함 
-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따라 음악에 맞춰 신

체표현하기

탐색

- 촉감상자 밟아보기

- 지퍼백 속 스팽글 탐색하

기

- 촉감상자에 있는 여러 가

지 물건을 손 또는 발로 

탐색하고 말하기

- 지퍼백 흔들어 스팽클 이 

움직이는 모습 관찰하기 

[장소]
- 잔디밭

- 모래놀이터

[놀이기구/놀잇감]
- 천막

- 촉감상자

- 지퍼백 

- 스팽글

- 촉감상자의 크기가 작았

음. 2명이상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큰 상자가 준비되

면 더 좋겠음

- 돗자리를 깔고 활동 할 수 

있는 빈공간이 놀이를 촉

진함

- 물놀이와 인접한 곳에서 

물을 계속 보충할 수 있어 

편리함

<표 3> A어린이집 영아반의 놀이 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프로그램과 환경

는 기차와 놀이집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아들의 극놀이 

에피소드가 더욱 풍부해졌다. 탐색활동, 물모래놀이와 같

은 활동은 영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활동이며 실외놀이

에서도 영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활동들은 주로 잔디밭과 모래놀이

터에서 이루어졌고 탐색활동, 음률활동, 조형활동 등 동

작이 크고 움직임이 많으며 시끄럽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활동은 넓은 빈 공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편, 물놀이대와 모래놀이터가 바로 인접해 있어 물

과 모래를 이용한 활동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영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색모래, 얼음 등의 새로운 재료

를 제공하여 물모래놀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하

지만, 실외놀이터의 영역이 보육실의 흥미영역과 같이 명

확히 구분되지 않아 음률, 조형, 역할놀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활동에 적합하게 실외놀이 환경을 재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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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 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비

구조화 

및 

극화

영역

물모래

[물놀이]
- 투명컵 분수놀이

[모래놀이]
- 모래위에 그림그리기

- 모래속에 놀이감 숨기기

- 자동차로 얼음 모래 나르

기

[장소]
- 모래놀이터

[놀이기구/놀잇감]
- 물 

- 수도시설

- 투명컵 

- 막대

- 돌맹이

- 수수깡

- 얼음

- - 모래놀이와 인접한 물놀이

- ‘색깔돌멩이’를 제공하여 

영아들의 관심이 더 집중

됨. 
- 모래놀이터가 넓어 자유롭

게 그림을 그릴수 있음

- 영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얼음과 모래놀이를 연계하

여 영아들의 호응이 매우 

높음. 

- 투명컵의 구멍으로 떨어지

는 물 관찰하기

- 막대, 돌멩이, 나뭇잎, 수

수깡으로 모래위에 그림

그리기

- 모래 파고 장난감 숨기기

고 찾아보기

- 모래에 굴린 얼음 자동차

에 실어 배달하기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색

[산책]
- 물고기관찰, 곤충관찰,
  바람 느껴보기

- 비온후 풍경 살피기

- 자연물 관찰하기, 맛있게 

간식 먹기

- 비오는 날 산책하기

[장소]
- 어린이집 옆 실외 

연못

- 어린이집 실외놀이

터

- 어린이집 근처 축

구장 산책로

- 어린이집 옆 분수

대

[놀이기구/놀잇감]
- 자연소재의 

- 물체

- 흙바닥

- 간식

- 어린이집 실외놀이터는 배

수가 잘 되지 않아 화단을 

조성하기 어려워 잔디밭 

이외의 꽃, 다양한 풀잎 

등을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주변에 나무와 

풀, 꽃 등이 많음

-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방

울토마토를 산책과 연결시

켜 먹어보니 아주 잘 먹음

-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탐

색할 수 있음

- 물고기, 개미, 잠자리 관찰

하기

- 풀잎, 장미꽃, 토마토 등에 

맺힌 빗방울 살펴보고 손

으로 만져보기

- 모래, 땅에 고인물 위를 

장화 신고 건너가기

- 간식 먹기

- 실외놀이터에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 빗방울이 떨

어지는 소리 듣기

모험

영역
모험

- 모래언덕 오르기 [장소]
- 회사 축구장

[놀이기구/놀잇감]
- 모래언덕

- 모래 언덕 등 수직운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

어 모험놀이가 제한됨  

- 축구장 모래언덕에서 오르

고 내리는 활동이 영아들

에게 도전감을 느끼게 함. - 모래 언덕 오르내리기

- 모래 언덕위에서 야호

  외치기

휴식

영역
휴식

- 조작놀이하기

- 누워서 휴식하기

[장소]
- 그늘진 잔디밭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레고블럭과 같은 

조작 놀이감

- 벤치, 파라솔과 같이 휴식

영역에 필요한 시설이 제

공되지 않아 안락한 휴식

이 되지못함

- 실외놀이터에 큰 나무 아

래와 넓은 빈공간을 활용

하여 휴식장소로 사용함

- 교실 앞 나무 데크에 돗자

리를 깔고 조작놀이를 하

기에 적합함

- 레고와 같은 조작 놀이감

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 누워서 편안하게 쉬기

<표 3 계속> 

실외놀이터도 보육실처럼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흥

미영역이 구성된다면, 실외놀이 활동이 실내놀이와 마찬

가지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해야하는 영아들에게 자

연에서 자극받고 느끼며 정서적인 순화를 하는 경험이 매

우 중요하여 만1세반은 ‘산책활동’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연탐구영역에서 탐색활동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A어린이집은 회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며 사내 조경시설인 연못과 언덕, 
울창한 나무와 꽃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 곤충 등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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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오는 날은 우산과 장화를 착용하고 어린이집 실

외놀이터 및 주변 풍경 산책을 실시하였다.  비 온 후 풀

잎에 맺힌 빗방울, 천막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 잡아보

기, 빗소리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산책활

동 시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준비하여 평소 방울토마토

를 먹지 않던 영아도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산책활동으로 편식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모험영역은 영아들이 실외놀이를 통하여 모험과 스릴

을 경험하고 새로운 놀이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A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에는 

영아들이 모험과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 

모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르고 내

리기와 같은 대근육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발달 특

성상 보육실 내에서는 제약이 되는 움직임이 큰 대근육 

활동을 위한 모험놀이영역이 실외놀이터에 구성되어야 

한다. 이 영역은 영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언

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뛸 수 있는 수준 

높은 단계의 놀이기구 설치 또는 부수거나 조립할 수 있

는 목공놀이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놀이에 도전하는 경험

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휴식영역은 그늘진 잔디밭과 교실 앞 데크를 이용하

여 활동을 계획하였다. 보육실에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나 휴식영역이 있는 것처럼 실외놀

이에서도 아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데크나 큰 나무 아래 빈 공간에 돗

자리를 깔아 공간을 제공하였다. 벤치나 파라솔, 천막 등

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 영아들의 휴식을 위해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A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활동들은 A어린이집 실외놀이 환경의 장단

점을 보완하여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잘 실시한 사례로 보

여진다. 즉 빈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활동과 비구조화

/극놀이활동, 회사내 자연물을 이용한 자연탐색활동, 협

소하지만 데크와 잔디밭을 활용한 휴식활동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지나친 안전을 고려하여 모험

활동이 거의 계획되지 않은 것은 아동에게 모험과 스릴을 

경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H어린이집 영아반

H어린이집 영아반의 실외놀이프로그램과 놀이행동을 

<표 4>와 같이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놀이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 모험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였다. 
신체놀이영역은 복합놀이대와 4인용 거북이 시소, 탈

것(자전거, 붕붕카)을 이용하여 대·소근육 발달을 돕고 

신체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독립보

행이 완전하지 않은 만1세반 영아는 교사의 손을 잡거나 

탈것을 밀며 걸어봄으로써 신발을 신고 보행을 연습하

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영아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복합놀이대의 경사로 기어오르기, 난간으로 

발 딛고 올라가기 등 몸의 균형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는 활동을 격려함으로써 영아의 신체 발달적 과

업 성취를 도와주었다. 한편 소도구를 활용하여 신체 협

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놀이를 계획하였다. 자유로이 달

리기, 경사로 경험, 철봉 매달리기, 계단 기어오르기 등 

대근육 활동은 실외놀이터가 협소하여 인근 중학교 운

동장을 이용하였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역은 화단, 수도, 모래놀이터, 

복합놀이대, 빈 공간을 제공하여 역할활동, 조형활동, 음

률활동, 탐색활동, 물모래 놀이활동을 계획하였다. 놀이

터의 벽을 이용하여 영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된 조형활

동 게시판은 영아들이 조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적었

다. 그리고 실내보다 실외놀이터에서 영아들은 물감, 색

얼음, 찰흙 등 지저분해지는 재료를 마음껏 탐색하고 표

현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

감을 이용한 감각경험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의 발달특

성으로 탐색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아들의 탐색활

동을 위해서는 발달에 적합한 놀이감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보일 수 있

도록 촉진하였다. 한편 물, 모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역할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모

래놀이에 대한 영아의 흥미에 덧붙여 다양한 그릇,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역할놀이로 연계되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도시설이 모래놀이터와 인접해 있

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모래를 이용한 통합적 놀이

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고 이는 영아의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협소한 공간의 제한

을 최소화 하고자 영아들이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 유아

용 간이의자, 접이식 간이 책상, 상자를 제공하여 역할놀

이가 더욱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자연탐구영역은 어린이집 인근 중학교 운동장을 이용

하였는데, 중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며 은행나무를 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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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 활동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신체

놀이

영역

신체

[놀이기구를 이용한 신체놀이]
- 철봉에 매달리기

- 경사로 기어오르기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의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철봉

- 오름대 

- 계단

- 철봉이 없어 신체활동이 

제한됨

- 복합놀이대의 계단에 난

간이 없어 위험함

- 학교운동장에 다양한 높

이의 철봉이 있어 영아들

이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럿이 같이 매달

려 볼 수 있었음

- 철봉에 매달리기 

- 경사, 계단 기어오르기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놀이]
- 낚시놀이

- 땅에 긁적이기

- 선생님 손잡고 걷기

- 밀며 걷기

- 매달린 풍선 치기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의 

-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낚시대

- 자전거길

- 나뭇가지

- 흙바닥

- 풍선

- 탈것을 위한 길이 독립되

어 있지 않고 통로와 함

께 사용되어 밀며 걸을 

때 영아들에게 장애물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음

- 수도시설이 가까이 있어 

활동이 지속됨

- 흙바닥은 모래놀이터와는 

다른 긁적이기 효과가 있

어 영아의 활동을 촉진함

- 낚시뜰로 물고기 건 지기

- 땅에 나뭇가지, 돌멩이로 긁

적이기

- 손 잡고 걷기

- 끌차,자전거,트럭 밀며 걷기

- 매달린 풍선 손으로, 도구로 

쳐보기

비구조화 

및 

극화

놀이

영역

역할

- 빨래놀이 

- 설거지 놀이

- 모래로 음식 만들어 소꿉놀

이하기

- 동물인형 모래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 실외놀이터의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물모래놀이 시설

- 인형옷

- 빨래줄

- 찍기틀

- 동물모형

- 넓은 탁자를 놓을 공간이 

부족함

- 빨래줄을 길게 확보할 수 

없었음

- 모래와 물 조달이 가능하

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음

- 수도시설이 가까워 물놀

이도 병행되며 지속적인 

활동 가능하였음- 인형 옷 빨기. 
- 빨래줄에 널기. 
- 설거지 흉내 내기

- 모래로 음식만들기

- 손님 초대놀이

- 동물모형 모래음식 먹여주기

<표 4> H어린이집 영아반의 놀이 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프로그램과 환경

보고, 수북이 쌓인 나뭇잎을 주워보고, 돌멩이를 담고 쏟

아보고, 꽃들을 관찰하고, 개미를 따라가 보는 등 자연탐

색활동을 하였다. 만2세반은 이러한 일상적 산책과 함께 

차로 5분 거리의 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언덕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하였다. 영아들은 산책에서 수집해 온 돌멩이, 나뭇

잎, 꽃잎 등을 실내외놀이에서 탐색하거나 놀이에 활용하

는 것을 좋아하여 산책 경험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비를 맞아 보고, 물웅덩이에서 첨벙

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영아들에게 매우 경이롭

고 흥미로운 활동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영아들은 일반적

인 현장학습보다 산책을 통한 자연탐색활동이 새로운 경

험이며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인근에 중학교와 공원

이 있는 어린이집 환경은 산책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라 할 수 있다.
모험영역은 복합놀이대의 계단과 난간이 움직임이 미

숙한 영아들에게 도전적인 모험놀이를 유발하였다. 영아

들은 난간이 없는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고 내려오거나 사

다리 형태의 2단 난간을 밟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였으

며 교사는 언제든지 잡아줄 수 있는 거리에서 혼자 과업

을 성취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휴식영역은 날씨에 민감한 영아들이 언제든지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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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 활동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비구조화 
및 

극화
놀이
영역

조형

- 찰흙놀이
- 색얼음 그림
- 물감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놀이기구/놀잇감]
- 조형놀이용 게시

판 
- 찰흙
- 종이
- 물감
- 얼음

- - 자유로운 감각적 경험을 
위해 넓은 공간과 많은 양
의 찰흙을 제공하여  감각
활동이 촉진됨

- 실외활동이라 얼음물, 물
감 등을 흘리는 것에 구애
받지 않음

- 조형영역의 게시판이 있어 
색얼음 그림그리기가 수
월함

- 찰흙 주무르기, 밟기,촉감 느
껴보기

- 색얼음으로 끼적이기  
- 물감 손에 묻혀 종이에 문지

르기

음률

- 솜방망이 두드리기
[장소]
- 실외놀이터의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복합놀이대
- 시소
- 벽
- 울타리
- 솜방망이

- 시소, 복합놀이대, 나무울
타리, 벽 등 다양한 재질
의 소리를 분별하며 두드
려봄

- 노래를 틀어주어 표현활동 
촉진됨- 솜방망이로 다양한 시설을 

리듬에 맞춰 두드려 보기 

탐색

- 깡통 굴리기
- 얼음공 놀이
- 비눗방울 놀이
- 차가운 시설 만져보기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의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잔디
- 흙
- 시멘트바닥
- 얼음공
- 비눗방울

- 영아가 깡통을 끌기에 놀
이터가 협소하였음

- 학교운동장은 잔디, 흙, 시
멘트 바닥이 다양해 각 재
질 위에서 깡통의 소리가 
다른 것을 들을 수 있음

- 깡통 끌고 걷기, 뛰기 
- 얼음공 탐색, 끌고 다니기 
- 비눗방울 눈으로 따라가기, 

손으로 잡아보기, 불어보기
- 차가운 시설을 만지고 느껴

보기

물모래

- 물조리개로 물놀이
- 스폰지로 물 짜보기
- 모래 담고 쏟기
- 모래 속에 놀이감 숨기고 찾

기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의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꽃
- 나무
- 수도시설
- 모래놀이터
- 물뿌리개
- 간이수영장
- 스폰지
- 여러가지 놀이감

- 학교운동장에서 물조리개
로 나무와 꽃에 물 뿌려주
는 활동을 할 수 있음 

- 복합놀이대를 이용하여 높
은 곳에서 물 뿌리기 좋음 

- 수도시설이 가까이 있어 
스폰지 놀이 지속됨

- 물뿌리개, 물조리개로 나무, 
꽃에 물주기 

- 떠다니는 물체 잡기
- 그릇으로 물 뜨고 쏟기 
- 스폰지로 그릇 닦기
- 다양한 그릇에 모래 담고 쏟

기
- 모래 속에 놀이감 숨겨보기, 

찾아보기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색

- 돌멩이 놀이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의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돌멩이

- 실외놀이터에는 돌멩이
가 없어 돌맹이 놀이가 
제한됨

- 학교운동장에서 다양한 크
기의 깡통에 돌멩이 주워
보기,깡통에 담기 쏟기, 
돌멩이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가 이루어 짐

- 돌멩이 담기, 쏟기, 
- 돌멩이 마라카스 만들어 음

률놀이

모험 
영역

모험

- 높은 계단 오르고 내려오기
[장소]
- 학교운동장 

[놀이기구/놀잇감]
- 높은 계단

- 콘크리트계단이라서 다
칠 위험이 있음

- 운동장 주변의 계단이 매
우 높지만 도전적인 동기
를 부여받아 열심히 오르
고 내려오기를 반복함- 계단 기어오르기, 내리기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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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프로그램
실외놀이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신체

놀이

영역

신체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 제기차기

- 종이상자 쌓고, 무너뜨리기

- 줄 넘어가기

- 빗자루로 공굴리기

[게임]
- 신문지 공 나르기(협동게임)

[장소]
- 빈공간

- 잔디밭

- 실외놀이터 천막

[놀이기구/놀잇감]
- 천막기둥

- 종이상자

- 줄

- 빗자루

- 신문지

- 공

- 놀이기구가 없어 다양

한 신체활동을 하는데 

제한적임

-  빈공간이 충분히 확보되

어 종이상자를 쌓고 무너

뜨리는 놀이 활동이 촉진

됨

- 구하기 쉬운 재료로 높이

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줄

넘기 활동 등으로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킴- 발, 판 등으로 제기차기

- 상자탑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무너뜨리기 

- 줄높이를 다양하게 넘어보기

- 빗자루를 이용하여 혼자 또는 

여러 명이 공굴리기

- 신문지를 친구와 함께 (2~4
명) 협동하여 공 나르기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역

역할

- 인형옷 빨아 말리기

- 종이상자 소꿉놀이

- 공룡흉내내기

[장소]
- 수돗가
- 잔디밭
- 모래놀이터
- 천막
- 오두막집
- 기차

[놀이기구/놀잇감]
- 물놀이대
- 모래놀이대
- 비누
- 인형옷

- 실제 비누와 물을 사용하

여 놀이하여 아동의 흥미

도가 높음

- 다양한 크기의 상자, 또한 

자신들이 색칠한 상자이

기 때문에 놀이 참여도가 

매우 높음

- 실외놀이터에 공룡머리띠

와 공룡 등뼈가 있는 소품

을 제공함

- 비누와 물로 인형옷 빨기 

- 종이상자에 물감 칠 하여 전

자렌지와 싱크 만들기 + 소꿉

놀이하기

- 실외놀이에 있는 놀이집을 이

용하여 공룡가족 놀이 하기

<표 5> A어린이집 유아반의 놀이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프로그램과 환경

쉴 수 있는 간이의자를 빈 공간에 제공하였다. 더운 여름

에는 나무그늘에 돗자리 깔아 누워보기, 이야기 듣기, 시
원한 매실차 마시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지만 본 연구 자

료에서는 실외놀이가 가장 활발한 5월, 9월의 자료를 사

용하였으므로 휴식영역에서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H어린이집의 실외놀이환경은 매우 협소하

여 다양한 놀이활동을 계획하는데 많은 제한을 갖고 있

다. 특히 움직임이 활발하고 오감을 통한 자극이 민감한 

시기인 영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 많은 제한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

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운동장

과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프

로그램을 실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2) 유아반 실외놀이프로그램과 실외놀이 환경과의 관계

① A어린이집 유아반

A어린이집 유아반의 실외놀이프로그램과 놀이활동을 

<표 5>와 같이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

역, 휴식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신체놀이영역은 빈 공간과 잔디밭, 천막을 제공하고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과 ‘게임’을 계획하였다. 영아

와는 달리 규칙있는 게임을 즐기는 유아의 발달특성에 맞

게 간단한 소도구인 ‘신문지’를 활용하여 친구와 함께 협

동하는 신체게임을 하였다. 이 활동은 신체활동 뿐 아니

라 친구와 협동하여 친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역은 모래놀이터, 기차, 놀이

집, 잔디밭, 교실 앞 데크, 수도, 모래놀이터 등을 제공하

여 역할, 조형, 음률, 물모래, 탐색활동을 계획하였다. ‘상
상하기’와 역할놀이를 즐기는 유아의 발달특성상 역할놀

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외놀이에서 역할놀이를 

활성하기 위해 소품(공룡머리띠 등)을 준비하여 유아들의 

놀이를 촉진하였다.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조형, 음률, 탐

색활동은 빈 공간(잔디밭, 모래놀이터)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물감놀이, 악기 연주하기, 물과 비누를 이용한 활동 

등 실내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실외에서 실시하니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뒷정리도 편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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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프로그램
실외놀이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역

조형

[그리기]
- 종이상자에 물감 그림그리기
- 이젤그림 그리기

[장소]
- 잔디밭

[놀이기구/놀잇감]
- 이젤
- 물감
- 종이상자

- 실외놀이에 조형놀이 세
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이젤, 전지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실외놀이터에서 물감놀이
를 하여 정리가 편리함

- 넓은 공간에서 그림그리기, 
친숙한 상자를 놀이에 이
용하여 아동의 흥미를 높
임

- 물감으로 상자에 그림그리기
- 이젤에 물감을 이용하여 다양

하게 그림 그리기 

음률

[노래부르기]
-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 장구연주하기

[장소]
- 교실 앞 데크
- 잔디밭

[놀이기구/놀잇감]
- 아동용CD 플레이

어
- 동요 CD
- 마이크
- 장구

- 음률영역이 따로 설치되
어 있지 않아 음률놀이
가 제한됨

- 탁 트인 공간에서 노래 부
르니 새로운 경험이 됨

- 실외에서 장구를 연주할 때 
소음, 공간에 제약받지 않
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
었음

- 아동용 CD플레이어에 동요 
CD를 넣고, 노래 들어보기, 
마이크로 노래 불러보기

- 장구 탐색하고 연주하기

탐색

- 얼음탐색하기
- 스폰지로 물 나르기
- 비누거품으로 솜사탕 만들기
- 색깔물에 발 담그기
[게임]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
- 모래놀이터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모래놀이터
- 물놀이대
- 쓰레기통

- 비누거품이 아동에게 매력
적이어서 활동의 호응이 
매우 높음

- 교실 앞 테크에 지붕이 있
어 햇빛을 가려 활동하기
에 좋음- 얼음과 모래 섞어 변화 관찰하기

- 스폰지에 물 적셔 나르기
- 식용색소를 거품에 넣어 색깔 

솜사탕 만들기 
- 실외놀이터에서 쓰레기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 
- 물에 발을 담가보고 변화 탐색

하기

물
모래

[물놀이]
- 수영하기
[모래놀이]
- 색모래 그림 그리기
모래성만들기
[물모래놀이]
- 모래로 물길 만들어 종이컵띄우기
- 돌멩이 씻기

 [장소]
- 모래놀이터(수도)
-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물모래놀이시설
- 다양한 블록 
- 돌멩이 풀장
- 스폰지
- 대야
- 물 

- 수도꼭지가 하나여서 아
동이 물을 가져가기 어
려움

- 물, 모래놀이가 인접하여 
위치함

- 아동이 길을 충분히 길게 
만들만큼 넓은 모래놀이터

- 빈 공터가 많아 넓은 면적
에 풀장을 설치하여 아동
이 놀이하기에 불편이 없
었음

- 여러 종류의 블록으로 모래성 쌓기
- 돌멩이 씻어 자세히 관찰하기
- 풀장에서 물놀이하기
- 압설자로 색모래를 떠서 종이

에 문지르며 그림그리기 

자연 
탐구 
영역

조형

- 낙엽베개 만들기
- 낙엽 엮어 목걸이 만들기 [놀이기구/놀잇감]

- 낙엽
- 지퍼백
- 플라스틱바늘
- 실

- 실외놀이에 조형놀이 세
팅(책상)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조형활동이 
제한됨

- 실외놀이터에 나무가 많아 
바닥에 떨어진 낙엽으로 
활동이 촉진됨- 낙엽 다양하게 탐색하기(냄새

맡기, 모양탐색)
- 낙엽을 지퍼백에 담아 베개 만

들기, 나뭇잎끼리 연결하여 목
걸이 만들기 

휴식
영역

휴식

- 그림책보기
- 이야기나누기
- 조작놀이하기
- 누워서 휴식하기

[장소]
- 그늘진 잔디밭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그림책
- 레고와 같은 조작

놀이감

- 벤치, 파라솔, 천막 등과 
같은 휴식을 위한 설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식이 잘 되지 않음

- 실외놀이터에 큰 나무와 넓
은 빈공간은 휴식하기에 
적합함

- 교실 앞 나무 데크에서 돗
자리를 깔고 조작놀이를 
하기에 적합함

- 혼자, 친구와, 교사와 그림책 보기
- 친구,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
- 조작 놀이감으로 자유롭게 만

들기
- 누워서 편안하게 쉬기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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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모래놀이에서는 정해진 모양이 없이 마음대로 형태

가 변하는 물모래의 특성으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고, 물모래놀이를 통해 유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가 해소되어 유아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3～4세반의 특

화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물

모래활동은 물놀이, 모래놀이, 물모래놀이, 게임이 다양

하게 이루어졌다. 물놀이시설과 모래놀이터가 인접해 있

어 두 놀이간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빈공간

이 많아 간이수영장을 설치하여 물놀이 등이 수월하게 이

루어졌다. 하지만, 물놀이대의 수도꼭지가 한 개 밖에 없

어 교사가 미리 수조에 물을 받아놓고 유아들이 물을 퍼

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물놀이 활동은 유아들

의 수를 고려하여 물놀이대의 수도꼭지수를 충분히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조형영

역, 음률영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활동을 하기 

전에 영역구성을 수정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경우에도, 
발달에 적합한 실외놀이 환경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영아와 유아는 발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에 

맞는 실외놀이 환경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탐구영역은 실외놀이터에 있는 큰 나무를 이용하

여 낙엽베개 만들기, 낙엽 엮어 목걸이 만들기와 같은 조

형활동을 계획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실외놀이에서 낙엽

을 주워 탐색하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

에 활동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실외놀이터에 별

도의 조형활동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돗자리를 깔고 활동

하였다. 
휴식영역은 영아반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한 유

아의 특성상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 교사 또는 또래와 이

야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유아들이 많았으며, 조용히 

책보기, 조작놀이(레고, 작은 블록 끼우기 등) 휴식하기 

등의 행동이 나타났다. 
유아반에서는 모험놀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것은 실외놀이터에 수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놀이기구 

및 모래언덕과 같은 환경이 제공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평적인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움직임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즉 

오르내리기가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어린이집 유아반은 빈 공간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과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신체놀이 기구가 없는 대

신 빈 공간에서 다양한 놀잇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계

획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직적인 움직임을 통한 

모험과 스릴, 신체적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점이라 

할 수 있다.  

② H어린이집 유아반

H어린이집 유아반의 실외놀이프로그램과 놀이활동을 

<표 6>과 같이 신체놀이영역, 비구조화 및 극놀이 영역, 
자연탐구영역, 휴식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신체놀이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활동, 소도구를 이용한 

활동, 규칙있는 게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놀이기구

를 이용한 활동은 복합놀이대, 4인용 거북이 시소, 탈 것

(1인용, 2인용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놀이행동들

이 일어났다. 소도구를 이용한 활동으로 타이어놀이는 유

아들 스스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놀이가 많고 타이어의 

무거운 특성 때문에 협동적 놀이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빈 공간이 없어 더 많은 타이어를 이용하여 길게 

굴려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없었다. 대․소근육

의 발달이 정교화 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안전한 

빈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으로 움직임이 적은 놀이로 

공 던져 주고받기, 경사로에서 굴려보기, 모래놀이터에 숨

기기, 혼자서 발로 굴려보기 등을 주로 하였다. 반면 축구

경기를 하거나 높은 농구 골대에 던지기, 멀리 차기, 큰 

공 굴리기 등 규칙있는 게임은 인근 중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규칙있는 게임을 즐기는 유아의 

발달특성에 맞춰 ‘우리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 ‘119 주사위 게임’, 민속놀이 등의 게임을 자주 

계획하였다. 새로운 게임을 배운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실

외놀이터에서 자발적으로 소그룹 게임을 자주 즐겼고, 같
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라도 실외놀이터에서

와 학교 운동장에서의 놀이행동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넓은 공간에서는 술래와의 거

리가 넓어지고 달리기 거리가 길어 활동량이 많아졌으며 

유아의 흥미도가 더 오래 지속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의 

균형적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빈 공간과 놀이시

설, 적절한 소도구가 골고루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비구조화 및 극화놀이 영역은 모래놀이터, 빈 공간, 간

이수영장 등을 이용하여 역할, 조형, 음률, 탐색, 물․모

래 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역할놀이는 

실내활동과 연결하여 이루어졌으며 동극 등의 활동이 전

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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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신체 놀이 

영역
신체

[놀이기구를 이용한 신체놀이]
- 타이어놀이

[장소]
-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복합놀이대 경사로

- 타이어

- 공간 협소로 타이어를 

이용한 모험적 놀이가 

제한됨

- 복합놀이기구의 계단이 

경사로 역할을 하여 신

체활동을 촉진함- 경사로, 평지에서 타이어 굴려보

기 

- 타이어를 식탁으로 활용한 극화

놀이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놀이]
- 공놀이

- 골대에 작은 공 던지기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다양한 종류의 공

- 곰돌이 골대

- 공간 협소로 공놀이 시 

안전사고와 분쟁 유발

됨

- 좁은 공간에서 공놀이는 

친구와 주고받기, 모래에 

숨기기, 미끄럼틀에서 굴

리기 등의 놀이가 일어

나고, 넓은 공간에서는 

던지기, 차기 활동이 주

로  일어남

- 곰돌이 골대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함

- 공 던지기, 받기, 차기

- 곰돌이 모양 골대에 볼풀공 던져

서 넣기

[게임]
- 우리집에 왜 왔니?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119찾기 게임

[장소]
- 실외놀이터

- 학교운동장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커다란 주사위

- 공간이 좁아 게임에 참

여 하지 않는 유아들이 

구경할 공간이 부족하

였음

- 학교운동장에서는  술래

와의 거리가 멀어 뛰기 

거리가 확보되어 게임이 

오래 지속됨 
- 게임규칙 이해하고 지키기 

- 달리기

- 주사위 던지기

비구조화 

및 

극화

놀이

영역

역할

- 아기 돌보기

- 손님 초대

- 아기돼지 삼형제 동극

- 떡가게 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 실외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물모래놀이시설 

- 아기 인형 

- 포대기

- 소꿉그릇

- 지푸라기

- 나무

- 벽돌

- 역할 머리띠

- 빈공간이 부족하여 아

기돼지 삼형제 세종류

의 집을 구성하기 어려

웠음

-  자전거길과 떡가게의 

위치가 혼합되어 복잡

하고 위험하였음

-  모래놀이터 안에 식탁

과 의자를 넣어주어 많

은 유아들이 역할놀이에 

참여하였음

- 복합놀이대와 간이 의자

로 역할놀이가 풍성해 

짐

- 모래놀이터와 수도시설 

근접으로 음식만 들기 

활동이 촉진됨

- 모래놀이터의 경계목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떡을 제작, 전시하여 자

연스럽게 가게가 형성됨

- 아기 인형 돌봐주는 놀이

- 모래로 손님 초대 놀이 

- 짚, 나무, 벽돌 탐색 후 집 구성

하고 동극하기

- 모래, 물 이용한 떡 만들기

조형

- 나무조각에 그림 그리기
[장소]
- 모래놀이터

- 실외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작업대

- 나무조각

- 물감

- 붓

- 작업대가 항시 설치되

어 있지 않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가 일어

나지 않음

- 책상을 작업대로 활용하

여 활동을 촉진함

- 나무조각 사포로 문지르기

- 나무 조각에 붓으로 칠하기, 그

림 그리기

음률

- 나비처럼 움직이기

- 리본막대 표현놀이
[장소]
- 실외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나비날개

- 더듬이 머리띠

- 리본막대

- CD플레이어

- 다양한 음악 CD

- 실외놀이터가 좁고 장

애물이 많아 유아들의 

표현활동을 제한함

- 나비날개 소품이 유아들

의 표현을 촉진함

-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틀어주어 표현활동을 촉

진함

- 나비날개 달고 음악 들으며 움직

여 보기. 
- 리본막대 흔들기

- 음악에 맞춰 리본막대로 표현해 

보기

<표 6> H어린이집 유아반의 놀이영역별 실외놀이 활동 프로그램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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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

영역

실외

놀이

활동

실외놀이프로그램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제한점
실외놀이 환경 및 활동의 촉진원 실외활동 모습

실외놀이행동의 예

비구조화 

및 

극화

놀이

영역

탐색

- 목공놀이

- 상자놀이

- 얼음 탐색

- 색 비누거품 놀이

- 미역놀이

[장소]
- 실외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목공놀이도구

- 작업대

- 다양한 크기의 상자

- 얼음

- 식용색소

- 비누거품

- 빨대

- 미역

- 빈 공간이 적어 큰 상자놀이 

활동에 제약이 있음

- 목공놀이를 위한 작업대가 부

족하여 기다려야 하는 유아가 

많았음

-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충분히 

제공하여 창의적인 놀이에 활

용함

- 교사가 얼음을 제공하여 얼음

놀이를 촉진함

- 못, 망치, 드라이버, 사포 사용

해 작업하기

- 탈것에 상자 싣고 배달놀이, 
상자 던져 물건 맞추기, 주사

위놀이, 상자에 물감 그림그리

기, 상자 위에서 소꿉놀이, 상

자 안에 들어가기, 상자 높이 

쌓고 무너뜨리기

- 얼음 찾아 탐색

- 빨대 불어 색비누거품 만들기, 
거품 탐색하기

- 미역 탐색, 역할놀이

물

모래

- 물에 배 띄우기

- 물,모래 웅덩이 놀이

- 물분수 놀이

- 겨울잠 자는 동물 집짓기

- 수영하기

- PVC관 사용하여 물 모래 놀이

- 색모래 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 실외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물모래놀이시설 

- 삽

- 종이배

- 모형배

- 구멍 뚫린 페트

- 동물모형

- 수영복 

- 수조

- 다양한 모양의 그릇

- PVC관(원통형,반원형)
- 식용색소

- 소꿉그릇

- 수도꼭지가 하나여서 아동이 

물을 마음껏 퍼가기 어려움

- 수영풀을 설치하면 남는 공간

이 거의 없어  다른 놀이가 

제한됨

- 모래놀이터에 물길을 만들어 

활동이 촉진됨.
- 모래놀이에 물을 조달할 수 있

는 환경이 유아의 놀이행동을 

촉진함

- 반원, 원통의 PVC관이  물길

을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되고 

물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함

- 물길 만들어 종이배 띄우기

- 물웅덩이 만들기 

- 모래 구멍 파기

- 구멍 뚫린 페트병에 물 담아 

물분수 관찰

- 모래집 만들고 동물 모형 넣어 

상상 놀이

- 수영풀에서 물놀이

- PVC관으로 물길 만들기

- 식용색소로 모래 물들이기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색

- 비 오는 날 산책

[장소]
- 모래놀이터

- 학교운동장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비옷 

- 장화

- 우산

- 실외놀이터가 좁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주변 탐색 시 

한계 있음

- 실외놀이터 공간이 좁아서 구

석구석 자세한 탐색이  이루어

짐

- 비 오는 날 학교운동장을 산책

할 때 빗속을 걷는 것과 물웅덩

이가 유아들의 흥미를 촉진함
- 우산, 우비, 장화 갖추고 비 맞

아보기 

- 물웅덩이 첨벙거리기

<표 6 계속>

실내에서의 아기돌보기 활동으로 아기와 산책하기가 

실외로 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아기돼지 삼형제’ 동
극을 실외환경에서 짚, 나무, 벽돌집을 지어보고 각 역할

의 머리띠 소품을 착용하고 동극을 해 보았다. 벽돌로 쌓

아 올린 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짚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잘 무너지는 지를 직접 실험한 유아들은 역할에 더욱 몰

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형 활동은 물감, 매직, 분

필, 스프레이, 찰흙, 색모래 등 다양한 재료로 종이, 나무 

조각, 비닐 등에 그려보는 활동이 실시되었다. 지저분한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은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의 조형 

활동은 유아들의 실험적, 도전적 놀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률활동은 나비날개, 리본막대, 동물 

꼬리 등의 소품을 제공하고 주제에 적합한 음악을 틀어

주어 유아들의 표현을 도와주었다. 목공놀이, 얼음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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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영역

놀이

활동

놀이활동  프로그램 및 환경

영아 실외놀이 환경 유아 실외놀이 환경

신체
놀이
영역

신체

[놀이기구 이용한 신체놀이]
- 복합놀이대 기어오르기
- 미끄럼틀 타기
[소도구 이용한 신체놀이]
- 깡통 발로 차기
- 내얼굴 풍선 잡아보기
- 선생님 도움 받아 세발자전거 

타기

[장소]
- 실외놀이터 빈 공간
- 인근놀이터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복합놀이대 
- 철봉
- 계단
- 풍선
- 자전거

[놀이기구 이용한 신체놀이]
- 타이어놀이
- 경사로에 공 굴리기
[소도구 이용한 신체놀이]
- 다양한 공놀이(굴리기, 던지기, 

받기, 차기, 튀기기, 골대에 던
져 넣기)

- 제기차기
- 종이상자 쌓고 무너뜨리기
[게임]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그림자 놀이
- 빗자루로 공굴리기

[장소]
- 실외놀이터 빈공간
- 인근놀이터 빈공간
- 잔디밭
- 그늘진 곳

[놀이기구/놀잇감]
- 복합놀이대
- 종이상자
- 빗자루
- 공
- 타이어
- 아동용 농구골대

비구조
화 및
극화
놀이
영역

역할

조형

음률

탐색

물
모래

- 빨래놀이 
-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 낚시놀이

[장소]
- 모래놀이터
- 그늘진 잔디밭
- 빈 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물놀이설비
- 소꿉놀이용 소품
- 이동식 수영장
- 낚시대
- 놀이집

- 인형옷, 빨래줄

- 찍기틀
- 찰흙
- 조형놀이용 책상
- 아크릴 게시판
- 돗자리
- 주방용품
- 고무줄
- 천막
- 촉감상자
- 지퍼백, 스팽글
- 수도시설
- 간이수영장
- 스폰지

- 손님 초대 놀이
- ‘아기돼지 삼형제’ 동극
- 떡가게 놀이
- 인형옷 빨아 말리기
- 종이상자 소꿉놀이
- 공룡가족놀이

[장소]
- 수돗가
- 잔디밭
- 모래놀이터
- 빈공간
- 그늘진곳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물모래놀이시설
- 놀이집
- 인형옷
- 나뭇가지
- 소꿉놀이용 책상,
- 간이의자
- 이젤, 물감, 붓
- 종이상자
- 나무조각
- 아동용CD 플레이어
- 장구
- 물놀이대
- 목공놀이도구
- 삽
- 다양한 블록 
- PVC관(원통형,반원형)
- 구멍 뚫린 페트병

- 찰흙놀이(밟고, 주무르기)
- 물감 문질러 보기, 찍어보기
- 이젤에 그림그리기

- 악기 연주하기
- 고무줄 놀이
- 주방용품 두드려보기

- 나무조각에 그림 그리기
- 종이상자에 물감 그림      

그리기
- 이젤그림 그리기- 막대로 실외놀이터 놀잇감 두

드려보기
- 물풍선 놀이
- 촉감상자 밟아보기, 만져보기
- 지퍼백 속 스팽글 탐색하기

- 색보자기로 신체표현
- 동물 음악 들으며 동물 
  표현하기
- 탬버린 치기
- 장구연주하기- 스폰지놀이

(물 짜보기, 놀잇감 씻어주기)
- 풀장에서 물놀이하기

- 목공놀이
- 얼음 탐색하기
- 스폰지로 물 나르기
- 비누거품으로 솜사탕 만들기

- 두껍이집 만들기
- PVC관 사용하여 물모래놀이
- 페트병 물분수 놀이
- 여러 종류의 블록으로     

모래성 쌓기

자연
탐구
영역

자연
탐색

- 화단에 핀 꽃 살펴보기,    떨어
진 꽃잎 만져보기

- 개미, 잠자리 관찰하기
- 바람 느껴보기
-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

기
- 비오는날 산책하기

[장소]
- 연못,나무,꽃이 있는 곳
-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자연소재의 물체
- 흙바닥

-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놀이하기

- 나무 새순 살펴보기
- 확대경으로 꽃 관찰하기
- 낙엽베개 만들기

[장소]
- 자연물이 있는 놀이터 
- 모래놀이터
- 빈공간

[놀이기구/놀잇감]
- 비옷, 장화, 우산
- 낙엽
- 지퍼백

모험
영역

모험

- 흙무덤 오르내리기, 구르기
- 언덕에서 썰매타기

[장소]
- 실외놀이터 언덕
[놀이기구/놀이감]
- 복합놀이대
- 계단
- 터널

- 타이어 계단 오르내리기
- 삼각사다리 오르내리기
- 그물망 건너기
- 통나무 놀이

[장소]
- 높낮이가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놀이감]
- 타이어
- 삼각사다리,그물망
- 통나무

휴식
영역 휴식

- 그림책보기
- 조작놀이하기
- 누워서 하늘보기
- 시원한 주스 마시기

[장소]
- 그늘진 잔디밭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레고블럭과 같은 조작 

놀이감

- 그늘에서 책보기
- 이야기나누기
- 조작놀이하기
- 유자차 마시기

[장소]
- 그늘진 잔디밭
- 교실 앞 데크

[놀이기구/놀잇감]
- 그림책
- 레고와 같은 조작놀이감

<표 7>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프로그램과 환경 기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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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거품 놀이 같은 경우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실시하였

는데 실내활동보다 실외활동에서 유아들의 놀이행동이 

더욱 자유롭게 확장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빈 공간이 협

소하여 목공놀이나 특정한 탐색활동은 임시로 작업대를 

설치하여 놀이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실외놀이터에 항

상 사용할 수 있는 목공영역이 없어 유아의 실험적 놀이

행동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물․모래놀

이는 가장 많이 일어난 활동이며 유아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놀이이다. 구멍 뚫린 페트병, 그릇, 주사기, 국자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물의 특성을 탐색하는 물놀이, 
간이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젖은 모래로 찍기, 모래웅덩이 

파기, 물길 만들기, 물웅덩이에 배 띄우기, PVC관을 사용

한 물모래 놀이, 소꿉놀이 등 물과 모래로 할 수 있는 놀

이는 매우 다양하다. 모래놀이터와 수도시설이 근접해 있

어 물 이용이 용이한 것이 물․모래놀이를 더욱 풍성하

게 한 요소가 되었으나 수도꼭지가 하나여서 수도시설 바

로 옆에 큰 수조를 놓아 유아가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자연탐구영역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주

변, 인근 학교 운동장, 공원의 자연환경(꽃과 나무, 돌, 곤
충, 하늘, 날씨...)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인근 중학교 운

동장을 수시로 산책하였고 가까운 공원을 정기적으로 방

문하여 풍부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비 

오는 날에도 우산과 우비, 장화를 준비하여 실외놀이를 

실시하였는데 요즘의 유아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각인되었다. 모험놀이영역의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설치되어 있는 복합놀이대는 유아들에게 모험적인 

놀이를 유발할 수 없었으며 학교 운동장도 넓은 빈 공간

만을 제공하여 모험적 놀이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휴식영

역은 빈 공간 부족으로 벤치나 데크를 설치할 수 없어 아

동용 낚시 의자를 활용하였는데 영유아가 들고 움직이기

에 수월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물모래 놀이, 역
할놀이, 탐색놀이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놀이하다가 

쉬고 싶은 아동은 수시로 간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H어린이집의 유아반 실외활동 프로그램은 열악한 실

외환경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인근학교 운동장과 공원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실외놀이가 계획되었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유아들의 놀이행동이 달라지고 놀

이가 확장되어지는 사례를 볼 때 현재 실외놀이 환경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 아동발달에 적

합한 실외 놀이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에서 실시한 실외놀이프로그램

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외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초 모형을 <표 7>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고, 실외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놀이 환경과 프로그램

을 연계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A어린이집은 실외놀이터는 넓지만, 구조화된 놀

이기구가 없이 빈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므로 빈 공간을 활

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즉, 놀이기구가 

제공되지 않는 이 어린이집의 제한점을 빈 공간으로 활용

하여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융통성 있게 실시하여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조화된 놀이기구 대신 비구조

화된 다양한 놀이기구에 의해 빈 공간을 흥미영역별로 재

구성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외놀이터에 복합놀이대와 

같은 구조화된 고정식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

념을 깨고 빈 공간을 활용할 때 다양한 놀이 활동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외놀이터의 면적이 협소하고 놀이기구가 설치

되어 있는 H 어린이집은 다양한 놀이 활동이 제한되어 

인근 공원이나 학교 놀이터를 활용하여 대체공간으로 이

용하여 확장된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대

부분의 보육시설 실외놀이터는 매우 협소하지만 복합놀

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데 매우 제한

되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이 

협소한 놀이터는 고정된 놀이기구를 설치하기보다 빈공

간을 제공함으로서 오히려 다양한 놀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곳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구조화 극

놀이 영역에서의 놀이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일

어나고 있었다. 특히 이 영역은 영유아의 모든 연령이 가

장 흥미를 가지는 영역이며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되므로 전체 공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정식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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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로 인하여 이 영역의 활동이 제한되어 아동의 실

외놀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

라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실외놀이 환경 

영역별 크기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두 어린이집의 사례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모험

영역의 놀이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영유아기의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실외놀이터에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모험과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모험영역이 구성되어야 하

며, 모험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의 안전

을 위해 지나치게 정적인 활동 위주로 실외놀이가 이루어

지고 있어 아동의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

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험놀이를 적극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외놀이 환경을 수직, 수평 운동

이 모두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수평적인 환경도 

아동의 움직임을 촉진하지만, 수직적인 환경은 수평적인 

환경과는 다른 측면의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해주기 때문

에 오르기, 내리기가 가능한 놀이기구, 타이어와 같은 소

품 등으로 아동의 다양한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성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모험놀이를 꺼려하는 교

사들의 인식 및 행동의 전환과 안전에 대한 지나친 두려

움, 경계를 표현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다섯째, 모든 시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아닌 각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 특성에 맞

는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각 시

설의 실외놀이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실외놀이의 제한점

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촉진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외놀이의 중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는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다양한 놀이활동을 

유도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므로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실외놀이에 대

한 중요성과 아동의 놀이활동에 대한 프로그램과 환경의 

통합적인 사고와 능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실외환경도 실내환경과 같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흥미영역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외

놀이터를 조성할 때 흥미영역별로 구성되도록 체계적으

로 계획하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움직임

을 촉진할 수 있는 다목적 빈공간과 모험과 도전,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수직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스스로 자

유롭게 놀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조화된 놀이

기구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아동의 놀이행동을 제한하는 

놀이환경과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하며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이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

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를 기초로 다양한 유형의 

실외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이 연계된 연구가 계속 되어지

므로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실외놀이 활동이 

활발하게 실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많은 보육시설에서 현재의 실외놀이 환경을 수정 

보완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

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교사와 

부모들은 실외놀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외놀이

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실외놀이 환경이 개

선되어지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보육시설, 실외놀이 환경, 실외놀이프로그램, 
모험놀이 영역, 흥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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