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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한 공연 술에 련해서 일정 기간 수행된 학문의 상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방법으로 계량서지학  기법을 활용하 으며, 연구 상은 2015년 2월까지 발행한 연구들을 심으로 
분석(학 논문 65편, 학술지 15편으로 총 80편)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에 따른 분석 결과 학 논문

에서는 2009년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술지는 2008년도와 2013년도에 3편정도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동향에서는 
질 연구보다는 양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양 연구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셋째, 연구목표와 효과성 검증
에서는 연구목표에서는 활동 심통합교육과정과 창의성에 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효과성 검증결과에서는 연
구문제에 따라 체 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료 분석방법에서는 양 분석방법에 따른 차이검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 상에서는 만 5세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한 공연 술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performing arts with a focus on early childhood play and drama
activities carried out studie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a certain period of time.
We use bibliometric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and analyze researches(65 theses, 15 academic journals total 
80)which is published by Feb, 2015 as subjec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 by 
published year says that theses is most done in 2009, academic journals is done about 3 times in 2008, 2013. Second,
quantitative study is more done than qualitative study in study trend, especially experimental study of quantitative 
study. Third, about study objective and effect verification, study about active-centered integrated curriculum and 
creativity is usually done as study objective. And effect verification is effective generally according to study problems.
Fourth, difference verification according to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is most done as data analysis method.  Fifth,
researches whose subjects are 5-year-old children is mostly done. 
So this study enabled the study of theater and the performing arts around the infant drama activities and seeks to 
provide a basis for more effective leverage 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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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연 술이란 “인간에 의해 무 에서 공연되는 형태

로 술, 음악, 연극”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  

의미로는 ”연극, 음악, 무용처럼 술가가 공연하는 
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7].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공
연 술은 빠르게 변화하 으며 공연의 산업화 속에서 

형 소비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23]. 이에 공연 술

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거름이 되었으며, 지 의 공연

술에 향을 미쳤다. 객과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마주보며 함께 호흡하는 방식이다. 이 듯 공연 술은 

시 , 사회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그
리고 공연 술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음악공연 술, 연극공연 술, 무용공연 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음악공연 술

은 목소리와 악기로 연극공연 술은 몸짓과 행동으로 무

용공연 술은 몸의 움직임으로 들과 소통을 하고 있

다. 즉, 장르에 따라 공연 술의 구성이 달라진다. 그  
본 연구에서는 “연극공연 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극은 객과 직  만나는 공연 술로 배우가 무  

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건이나 인물을 사와 동

작을 통해 객에게 보이는 종합 술이다. 다시 말해 연
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몸과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타인에게 표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과
정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34]. 
그리고 연극은 공연을 비하고 행하는 주체에 따라 성

인연극과 유아연극으로 나  수 있다. 성인연극은 극형
식 그 로 객에게 문 배우가 공연하는 것을 말하며, 
유아연극은 교육이나 수업을 해 비 되는 것으로 공

연자체보다는 교육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1]. 즉, 유아연극은 “유아들의 연극”이라는 시각해서 
바라보아야 하며, 상 차이일 뿐 연극과 같은 개념이다
[11]. 유아교육에서는 연극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동극 
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동극은 독자 인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아동의 심신

의 발달을 해 필요함을 강조하며[36], 유아에게 보다 
교육 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유아에게 동극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인 면을 두 가지로 나

어 보면 첫째, 자기 심 인 사고를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상 방의 의견을 존 하는 등 공동생활

에 필요한 사회성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친구
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 인식 능력이 진될 뿐 아니라 

타인에게 감정 이입을 잘 하고 동정심이 발달되며 응 

능력과 융통성이 증진된다[35]. 즉, 동극은 사회  역할

을 간 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래 집단 내에서 사회  역할을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유아의 주변을 둘러싼 삶을 배우는데 있어서 합한 교

수-학습방법이다[27]. 즉, 동극은 유아들에게 있어 언어, 
정서, 표 , 지식  상상력․창의력 발달 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교육의 한 방법이다[38]. 
이에 유아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으로써 

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뒷받침하면 다음과 같다. [22]
는 동극을 활용한 균형  언어활동이 읽기, 쓰기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들이 보다 쉽게 언어활동이 

향상됨을 보고하 으며, 더불어 [31] 한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맥락 안에서의 동극을 활용한 균형 인 언어

활동은 유아의 문자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 동극은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보다 쉽게 근할 수 있음을 제시

하 다[1,8,18]. 그 밖에도 동극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회
 기술 즉, 친사회 , 사회성, 창의성, 자아인식 등에도 
정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10,12,13,25,26,28,24]. 
이 듯 유아를 상으로 한 동극활동은 다양한 역에 

정 인 향이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활동의 선행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 해 우리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가장 먼  지 까지 유

아를 상으로 한 연극공연 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한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 재, 유아를 상으로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이루어진 동향 분석 연구

[5,19,21,33]은 재 400편이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유아에게 있어 연극공연 술은 가장 효과 인 교수

-학습 방법임을 강조하지만 타 연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을 통찰하고 방
향과 과제를 분석하여 조망해 보는 일이 필요하며 이는 

학문공동체가 추구하고 축 해 온 발자취를 다듬고 가꾸

어 가기 한 필수 이고도 주기 인 과제라 하겠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

으로 공연 술에 해 시 의 흐름의 악하고, 그 의미
가 차 요하게 해석되는 학문  에서 그 필요성

을 인식하여 더 나아가 유아를 한 공연 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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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천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발행연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연구유형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셋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연구목표  효과성 정결과에 따라 어떠한 경

향을 보이는가?
넷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다섯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

은 연구 상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

연 술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계량서지학  

방법을 용하 다.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은 책이나 신문기사 등의 

주제문헌의 서지를 수량학 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헌에

서 표출되는 지식의 속성과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다. 계
량서지학  방법론이 최 로 시도 된 연구는 1927년 
Gross and Gross의 연구로 이들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10년분에 실린 인용문
헌을 분석하 다[20에서 재인용]. 이에 계량서지학  방

법론은 1970년  문헌정보학,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역까지 리 용되어 

발 하게 된다[7]. 특정 학문분야의 독자 인 연구 역

과 이론을 통하여 지 까지 수행된 학문 활동의 황을 

악하는 방법으로 연구 내용을 시기별로 세분하여 분류

한 후 변화된 과정에서 일어난 상을 분석하고 앞으로

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2]. 
따라서 계량서지학  방법을 통해 유아 연극공연 술 

학문의 속성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규명하여 체

인 연구동향을 악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 으로 활

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행
연구, 연구동향, 연구목표, 자료 분석방법, 연구 상을 

심으로 객 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 다. 특히 
연구목표를 종속변수의 개념으로 궁극 으로 논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교육의 목표를 의미한다. 더불어 
효과성 정결과는 통계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질  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효과성

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련된 학술문헌은 해당 학문의 연구 활동과 지식을 기

록하여 표 한 산물로서 학술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

이다. 

2.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

연 술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해 최종 80편의 논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에 수록된 공연 술

과 련 연구 에서 “동극”, “연극”의 검색어로 검색된 
연구물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들을 심으로 1차 
조사하 다. 
둘째, 이를 다시 본 연구와 련이 없는 제목  유아

교육 련 연구의 학회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2차로 조사
하 다.
셋째, 논문 원문보기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 과 가장 

합한 연구를 심으로 3차 조사하 다. 

2.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분석 상으로 선정된 학 논문 65편, 학술지 논문 
15편 총 80편의 논문은 분석기 을 기 하여 발행연도, 
연구유형, 연구목표(종속변인)와 효과성 정결과, 자료 
분석, 연구 상으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한다.  

2.2.1 발행연도에 따른 동향

본 연구는 2015년 2월까지 발행된 석․박사 학 논

문과 등재학술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2.2. 연구유형 동향

연구유형 동향을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4,16]를 기
로 양 연구, 질 연구, 문헌연구의 3가지 범주로 이
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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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ype category detail category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Pre and Post Test, correlation, 
effectiveness verification

survey research questionnaire method, interview 
method 

observation research observation method

qualitative
research

an ethnographic 
research

participation observation 
method, intensive interview 

method
case study case study

literature research literature review

Table 1. Category according to research type

2.2.3 연구목표와 효과성판정결과 동향

연구목표(종속변인)와 효과성 정결과를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6,32]를 수정․보완한 [11]의 연구를 연구
자가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item content

research 
objective

selfawarness(self-worth, self-efficacy, confidenc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activality(language, math, science, art, etc)
self-expression
creativity
sociality
emotion
intelligence

the judgment 
result of 

effectiveness

There is sta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re is a part of sta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re is a effectiveness by qualitative method.

Table 2. research objective and the judgment result of 
effectivenes

2.2.4. 자료 분석 방법 동향
자료 분석 방법 동향을 분석하기 해 [39]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 으로 이는 Table 3과 같다.

research type category detail category

quantitative 
analysis

basic study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difference 
verification

chi verification, t-test, 
analysis verification

relation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observation record, interview, case study,
 video record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analysis

multiplexed 
analysis Use at least two analysis methods

Table 3. Data analysis method

2.2.4 연구대상 동향

연구 상 동향을 분석하기 해 만 3, 4, 5, 혼합연령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2015년 2월까지의 연구가 된 80편
을 상으로 에서 제시한 분석기 과 방법에 의해 분

류하 다. 논문의 분석과정에 있어 주 인 의견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어 분석의 일치도를 고려하 다. 분석 기
에서 표가 될 수 있는 논문 10편을 선정하여 보조연
구자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기 에 의해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발행연도, 자료 분석, 연구 상에서는 이

견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연구목표와 효과성 정결과에

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하나의 종속변인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은 따로 분류하여 두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 다. 더불어 학 논문과 학회지가 복이 되는 

경우에는 학 논문으로 한정하 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연구 목 에 의해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발행연도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발행연도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1.1 학위논문 분석

발행연도에 따른 2015년 2월까지 발행된 학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according to published year
Year number year number
1999 1 2008 6
2000 2 2009 10
2001 3 2010 7
2002 1 2011 4
2003 1 2012 4
2004 2 2013 8
2005 3 2014 6
2006 1 2015 3
2007 3 tota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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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를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한 학 논문은 1999년 처음 1편이 
발행되었으며 이어서 2000년 2편, 2001년 3편, 2002년 
1편, 2003년 1편, 2004년 2편, 2005년 3편, 2006년 1편, 
2007년 3편, 2008년 6편, 2009년 10편, 2010년 7편, 
2011년 4편, 2012년 4편, 2013년 8편, 2014년 6편, 
2015년 3편이다. 
발행연도에 따른 학 논문의 흐름을 한 에 보기 쉽

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Published yearly flow

Fig. 1을 살펴본 결과, 2009년도에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도를 기 으로 유아 연극  동극

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한 학 논문은 2010년도 
이 보다는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다. 

3.1.2 학술지 분석

발행연도에 따른 2015년 2월까지 발행된 학술지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academic journal according to published year
Year number year number
2002 2 2012 2
2004 2 2013 3
2007 1 2014 1
2008 3

total 15
2009 1

Table 5를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한 학술지는 2002년 2편, 2004년 

2편, 2007년 1편, 2008년 3편, 2009년 1편, 2012년 2편, 
2013년 3편, 2014년 1편이다.
발행연도에 따른 학술지의 흐름을 한 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Fig. 2와 같다.

Fig. 2. Published yearly journal flow

Fig. 2를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
으로 공연 술에 한 학술지는 2000년 이 에는 이루

어지 않았으며, 2008년과 2013년에 3편정도 연구가 이
루어졌다. 

3.2 연구유형

연구유형에 따른 논문 경향을 양 연구와 질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6과 같다. 

research type category N %

qual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61 76.3

survey research 1 1.3

observation research 8 10.0

quantitative
research

an ethnographic research 5 6.3

case research 5 6.3

literature research 0 0

total 80 100.0

Table 6. Theses according to research type

Table 6을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양 연구  실험연구는 61편, 조사
연구는 1편 찰연구는 8편이 이루어졌으며, 질  연구

는 문화-기술  연구 5편, 사례연구 5편가 이루어졌다. 
이에 질  연구 보다는 양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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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목표

연구목표  효과성 정 결과에 따른 논문 경향을 살

펴본 결과 다음 Table 7과 같다.

item content N %

research 
obgective

selfawareness 2 2.5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6 7.5
activity centered-integrated 
educational progress 

26 32.5

self-expression 2 2.5
creativity 15 18.8
sociality 11 13.8
intelligence 1 1.3
emotion 5 15
juvernile drama inside 
examination(effect)

12 15.0

the judgment 
result of 

effectiveness

effective 37 46.3
slightly effective 27 33.8
qualitative effective 16 20.0

total 80 100.0

Table 7. Objectivity content

Table 7을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의 연구목표에서는 자아인식은 2편, 
인 계능력은 6편, 활동 심통합교육은 26편, 자기표
력 2편, 창의성 15편, 사회성 11편, 지능 1편, 정서 5편
으로 활동 련과 창의성에 한 연구목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의 효과

성 정 결과에서는 효과 있음이 37편, 효과 일부 있음
이 27편, 질  효과 있음이 16편이로 효과성 검증에서는 
정 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3.4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에 따른 논문경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8과 같다.

research type category N %

quantitative analysis

basic study 0 0
difference 

verification 51 63.8

relation 
verification 0 0

qualitative analysis 18 22.5
literature review 0 0

multiplexed analysis 11 13.8
total 80 100.0

Table 8. Data analysis method

Table 8을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양 분석에서는 기 연구와 계검

증으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이검증 51편, 
질 분석 18편, 2가지 이상이 사용된 다 분석은 11편
으로 이루어졌다. 

3.5 연구대상 동향

연구 상에 따른 경향을 만 3, 4, 5, 혼합연령 네 집단
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9와 같다.

division N %
 3 year old 2 2.5
 4 year old 8 10.0
 5 year old 59 73.8
mixed age 11 13.8

total 80 100.0

Table 9. Study subject

Table 9를 살펴본 결과,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은 만 3세를 상으로 한 연구는 2편, 
만 4세는 8편, 만 5세는 59편, 혼합연령은 11편으로 만 
5세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 연구 동향을 분석 하 으며 이를 연구문제를 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련된 연구를 발행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학 논문에서

는 65편 정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2009년도에 10편
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학술지로는 15편정도가 이
루어졌으며, 2008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3편정도로 다
른 연도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유아를 상
으로 한 동향분석에 비하면 월등히 은 편수이다.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에서 유아를 상으로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5]의 유아
음악교육 동향에서는 1945년부터 2009년까지 382편이 
연구되었다. [19]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유
아 수학교육과 련된 학  논문만 427편이 연구되었다. 
한, [21]도 유아 언어 교육 분야에서 1990년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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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 15년 동안 526편이 연구되었다. 즉 유아를 
상으로 한 공연 술 분야인 연극과 동극은 자기 심

이고 물활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에게 꼭 필요

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연 술과 련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11] 한 국내 

아동 상 연구교육의 동향분석에서도 32편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제시하며 본 연구와 일치한다. 더불어 1999년도에 
[14]의 동극과 역할놀이가 유아 도덕  추론에 미치는 

향 연구를 처음으로 제시하 다고 봤을 때 연구 한 

많이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련된 연구방법에서는 질 연구 보다는 양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유아
교육분야에 있어 실험연구가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결과

는 [5,16]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한 [9]도 질  연구보

다는 양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본 연구 결과에 뒷받

침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를 상으로 한 공연 술분야

에 있어 연구 상의 60%이상이 양 연구  실험연구

인 것을 제시하는바 많은 연구들이 로그램에 의한 효

과검증 이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내 연
구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양 연구가 질 연구나 

문헌연구 보다 우세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연구에 지나치게 편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의 편
리성과 근성  분석방법의 용이함이 반 된 것이며

[4], 한 유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발달 특성상 

연구에 있어 한계 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는 많은 심이 있음에 정

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한 편으로는 양 인 증가로 

인해 잘못된 단을 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 유아를 상

으로 한 공연 술에 있어 양 연구와 질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련된 연구를 연구목표와 효과성 검증으로 살펴본 결

과. 연구목표에서는 활동 심통합교육과정(언어, 수학, 
과학, 조형, 어 등)과 연 되었거나, 창의성과 연 된 

연구가 많았다. 효과성 검증에서는 체 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을 상으로 한 [11]의 
동향분석에서는 자아인식, 인 계능력, 언어능력이 많

이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연구와 일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에 따라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활동 심교육과정은 유아의 흥미를 심으로 하나의 주

제를 여러 놀이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조직한 교

육과정을 말하는 것[29]으로 유아들에게 한 개념(감
각교육, 개별성, 창의성, 책임감, 자아존 , 개념발달, 상
호작용의 요성)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 
장에 용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통합교
육과정은 유아 발달의 통합  의미를 고려하는 교육과정

형태이며, 유아의 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발달은 다른 측
면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유아를 상
으로 한 공연 술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3]. 이는 2013년도 만 3-5세 연령별 리과정의 
술경험 역에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통

술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으로 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교육의 기

가 되는 유아기부터 창의성 발   증진을 한 노력

이 필요하다[15]. 유아는 본질 으로 창의  존재로 바

라봤을 때 굉장히 개방 이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에 
유아의 창의성을 하여 술 역에서의 창의성 신장을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술이 창의성 발달 정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17].
연구목표에 따른 효과성 검증에서는 양 연구에서 실

험연구가 60%이상 차지한 것으로 그에 따른 효과성 검
증은 당연한 결과가 할 수 있다. 즉, 부분의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임으로서 공연 술을 통해서 유

아들의 다양한 심리사회  측면들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에 

련된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양 분석방법이 많이 이루

어졌으며, 그  차이검증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수량화하고 통계검
증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인 양 연구를 가장 선호

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내 아동을 상
으로 한 [3,11]도 같은 결과는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
와 일치한다. 한, 유아를 상으로 한 동향분석연구
[5,19,21,33]에서도 자료 분석결과 양 분석방법이 가장 

다 지고 있음을 제시하 다.
다섯째,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공연 술

에 련된 연구 상에서는 만 5세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33]의 창의성에 련된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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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가 주로 연구 상이었으며, 만 3, 4세는 거의 제
시하지 않았다. 유아기는 아이디어나 감정이 풍부하게 
창조되는 시기로서 언어  표상능력이 부족한 유아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술매체(음악, 미술, 춤, 연
극 등)들을 심으로 표 하는 표상의 형태가 나타난다

[40]. 특히, 만 5세를 후하여 유아가 술의 창작자, 실
행자, 객으로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한 발달을 형

성하는데 가장 요한 시기”라고 하 다[28에서 재인
용]. 즉, 다양한 연령 의 유아의 참여가 극히 제한 이

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와 다양한 조건의 유
아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이에 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유아 연극  동극활동을 심으로 

한 공연 술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효

과 으로 활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상에서 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실 때

문에 은 편으로 제시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연구논문들을 취합
하여 유아를 상으로 한 공연 술의 시행을 한 보다 

객 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들을 심으로 살펴

보았으나, 공연 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까지 

분석 상을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 활동 뿐 아니라 자유선택활동에서 유아

들끼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찰해 으로

써 심도 있게 살펴보는 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넷째, 유아를 상으로 한 동극  연극 활동에서 만 

5세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음으로 만 3, 4세로 확
하여 다양한 연령  성별을 상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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