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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luster types according to

the playfulness factors of young children and to predict the character strengths

of young children which have an influence on the types of children's playfulness.

Methods: Playfulness and character strength tests were administered to 237 young

children. The playfulness groups were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used to find the character strengths of young children

that have a effect on the types of children's playfulness.

Results: First, the children’s playfulness groups were divided into a high playfulness

group and a low playfulness group.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racter strengths according to the children’s playfulness cluster, and the high

playfulness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 in all character strengths. Third,

the children’s character strengths influencing the high playfulness group were vitality

and positivity, self-regulation, self-esteem, and sensibility.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supporting these

character strengths was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playfulness of children

in the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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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로 교육분야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식중심

의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식 전달에서 지식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차원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곽영순, 2015; 임종헌, 유경

훈, 김병찬, 2017).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Dougherty는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을 통하여

학습결과물을 가시화하는 놀이경험을 강조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창작하

는 놀이와 일이 통합된 일련의 과정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밝혔다(Halverson & Sheridan, 2014).

MIT대학교 교수인 Resnick(2018)도 AI시대에 새로운 교육과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생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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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lifelong kindergarten)처럼 유아교육의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인 놀이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이들은 창의적 학습, 열정, 협력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놀이성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강조되는 놀이성은 끊임없이 배움을 즐기는 자세, 배우는 과정에서의 긍정경험

을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놀이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놀이와 학습의 과정에서

의 역동적 관계를 의미하는 팅커링(Tinkering)은 단기간에 끊임없이 시도하는 반복행동이 단순히

물체를 탐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심화 확장되어 유아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

고 체화하도록 돕는 방법이다(Blikstein, 2013). 이처럼 놀이성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교

육의 교수학습원리로 강조됨에 따라 놀이시간의 충분성, 놀이공간의 범위, 교사 및 유아 간 놀이

주도성, 놀이권력의 긴장감 등 다양한 놀이담론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진짜 의미있는 놀이를 찾

아주기 위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경화, 2019). 교사가 계획하는 놀이활동, 교과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된 놀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면서(임부연, 2017) 교사가 계획한 놀이,

규격화되고 분절된 놀이에서 벗어나 놀이의 자유, 움직임, 자발성이 놀이담론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정선아, 김희연, 2011)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놀이

의 가치를 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놀이 실행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놀이-학습-몰입의 선순환적 경험과 학습자의 능동성

이 강조되고 있다(임부연, 손연주, 2019; 탁정화, 2019).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하

여 최적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며, 능동적인 놀이학습상황과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놀이와 학습의

통합을 강조한다(Elkind, 2001). 놀이는 다양한 사고형성을 지원하고 삶-앎을 연결짓는 발현적 교

육과정의 운영을 돕고, 유아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부

미, 2001; 임부연, 2017; 정선아, 김희연, 2011). 이러한 놀이 속성은 유아교육의 주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과정의 배움과 역동적 창조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연령의 유아라도 놀이성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성은 놀이의 충만함을 뜻하

는 놀이성(playfulness)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놀이성은 놀이를 즐기는 잠재된 개인성향을

뜻하며(Boyer, 1997) 놀이하는 힘과 성향을 의미한다(Lieberman, 1965). 유아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한 Barnett(1990)는 놀이성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을 갖고 즐거운 정서

를 표현하며 유머적 특성을 갖는다고 개념화하였다. 놀이성은 교육과정의 차이생성에 주요역할

을 하며(임부연, 손연주, 2019)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강민정, 2015).

유아 놀이성의 주요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유영의, 2006; 지성애, 김승희, 2010; Barnett, 1990)

에 따르면,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상상력과 유머가 뛰어나며, 정서표현 활용빈도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정서능력, 사회적 능력, 리더십,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데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윤, 안라리, 2006; Singer, 2013). 이

처럼 놀이성의 효과를 살펴본 최근 연구(이승하, 2019; 최지영, 박유영, 2012)에 따르면, 놀이성은

유아의 긍정적 사회관계유지, 정서능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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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증진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도덕적 가치는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행복교육

을 증진하기 위한 성격강점 구성요인과 유사성을 갖는다. 성격강점은 자신의 내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길러 인성교육에서 요구하는 성격강점, 긍정

정서, 사회관계, 인지적 지혜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참된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Shoshani & Slone,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살펴보며 유아 놀

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놀이성과 사회도덕적 가

치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보장하고, 웰빙을 통한 행복플로리시 증진을 돕는

건강성 향상을 위해 출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에서는 건강을 단

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정신적 요소가 균형감 있게 안녕의 상태(state of well-being)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긍

정심리학자(권석만, 2009; Biswas-Diener, 2010; Peterson & Seligman, 2004)들은 조화로운 안녕의

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강점(strengths)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 뒤, 성격강점의 증

진을 통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점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정신문제를 예방하고 발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긍정특질(positive trait)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Lopez & Snyder, 2003).

강점의 중요성에 주목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사회문화적 적합성, 발달적 적합성을 고

려하여 VIA분류체계를 조직한 뒤, 24가지 성격강점으로 긍정특질을 규명하였다. 긍정심리학 분

야의 성격강점은 미덕을 추구하는 윤리적 측면과 행복한 삶을 이끄는 요인으로 강점을 강조한

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에서 수행된 성격강점 연구에서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Brdar & Kashdan, 2010; Zhang & Chen, 2018). 성격강점

중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강점은 낙관성, 활력, 감사, 사랑, 호기심으로 밝혀졌으며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낙관성, 활력, 사랑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을, 부정정서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Littman-Ovadia & Lavy, 2012; Martinez-Marti & Ruch, 2014; Shoshani & Slone,

2013). 이렇듯, 성격강점은 개인건강 유지 및 행복교육을 위한 주요한 인성덕목이자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역할을 한다.

유아의 안녕상태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포괄하는 유아강

점연구(신현정, 2019; 탁정화, 2017; 탁정화, 황해익, 2019; 황해익, 제희선, 채혜경, 2019; 황해익,

탁정화, 2016)가 수행되어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유아강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육분야에

서의 강점이 가진 위치성은 최소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는 강점의 경제적 측면이기 보다는

개인이 가진 내적 자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탁정화, 황해익, 2019). 즉, 유아강점은 학습상황

에서 작동하는 학습자의 능력이자 긍정적 관계 및 성숙한 사회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특성이라

는 가정에 바탕으로 두고 유아강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애발달에 있어 강점증진 교육은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바탕으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용, 청소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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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으로 성격강점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영, 2019; Zhang & Chen, 2018). 그 결과, 성격강점의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갤럽은 Clifton Strengths Finder 2.0, Strengths Quest, Strengths Explorer를 개발

하여 성인과 대학생의 강점을 측정하여 심리적 변인간의 관련성과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Lopez & Snyder, 2003; Magyar-Moe, 2009). 성인용 VIA-IS, 청소년용 VIA-Youth이 개발된 이후

로, 한국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CST(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CST-A(권석

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아동성격강점검사(김광수 등, 2015)는 아동, 청소년, 성인분야의 성격

강점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성격강점의 예측정도를 밝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성격

강점은 끈기로 나타났으며 끈기, 자기조절이 대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김지영, 2019; Park & Peterson, 200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절성, 시민의식

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사랑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Gillham et

al., 2011). 이렇듯 강점은 학습자의 학업성장, 우울증,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

며, 성격강점은 단순히 심리적 변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발달과정에서 긍정

적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탁정화와 황해익(2019)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적합성, 연령 적합성을 고려하여 일상재구성법,

유아그림분석법 등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관찰가능한 유아강점 구성개념을 도

출한 뒤, 유아대표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유아강점척

도는 유아의 긍정적 내적신념, 학습활동,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유아기 고유

한 생애발달적 특성,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강점은 유아

개인 내 평가를 지향하며, 유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측면과 긍정적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

였다.

유아기는 발달속도가 빠르며, 학습능력과 밀접한 성격특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Steinberg,

Vandell, & Bornstein, 2010) 유아의 긍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강점, 자원, 가치가 유아의 어떠한

점을 예측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

아의 놀이성에 주목하며,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학적으로 형성된 군집

을 확인한 뒤,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놀이성 하위요인의 특정 양상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연관성을 살피고,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

점의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처럼, 유아 놀이성의 유형을 구분하

여 성격강점 간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유아 놀이성 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살펴 궁극적으로 유아기 전인발달과 강점에 기반한 행복교육을 지원하기 위

한 실천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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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경상북도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총 13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250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 23명(교사

경력 5년 이상, 교사 1인당 5∼15명 유아행동 평정실시)에게 설문지 250부를 배포한 뒤, 23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4.8%였으며 미응답설문지를 확인한 뒤,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남아(N = 126, 53.2%)가 여아(N = 111, 46.8%)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5세(N = 123, 51.9%)가 4세(N = 114, 48.1%)보다 높았다. 또한 유아가 재원하는 기관은 어린이집(N

= 137, 57.8%)이 유치원(N = 100, 4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분 내용 빈도(N) 비율(%)

성별 남 126 53.2

여 111 46.8

연령 4세 114 48.1

5세 123 51.9

재원기관 어린이집 137 57.8

유치원 100 42.2

합계 237 100.0

표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1) 유아 놀이성

유아 놀이성은 Lieberman(1965)이 제안한 놀이성 요인에 따라 Barnett(1990)가 개발한 유아 놀

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유아 놀이성 척도는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뒤, 평정하여 유아놀이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과 문항수를 살펴보면 신

체적 자발성 4문항, 사회성 자발성 5문항, 인지적 자발성 6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감각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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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신체적 자발성
놀이할 때 신체기관의 협응이 잘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

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
4 .86

사회적 자발성
놀이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친구를

쉽게 사귀고 놀잇감을 함께 나누는 성향
5 .91

인지적 자발성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인 성향
6 .88

즐거움의 표현
놀이를 할 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하며 기운차고

즐거워하며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성향
5 .86

유머감각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익살스러

우며 우스꽝스런 이야기에 잘 웃는 성향
5 .88

놀이성 25 .89

표 2. 유아 놀이성 척도 및 신뢰도

2) 유아 성격강점

유아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탁정화와 황해익(2019)이 개발한 유아강점척도를 활용하였다.

유아강점척도는 하루일과 중 유아행동을 교사가 관찰하여 측정하는 도구로, 성격강점, 학습강점,

생활강점의 3가지 요인, 1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유아강점척도 중 성격강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격강점은 세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긍정적

특성인 품성강점으로, 6가지 하위요인, 3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문항마다 단서형과 관찰형을 제시하여 유아관찰행동의 객관성과 타당도를 높였다.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자존감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것 5 .90

자기조절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이를 조절하는 것 5 .90

활력 및 긍정성
열의, 긍정적 에너지, 적극성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6 .89

탄력성
끈기, 인내, 도전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는 것
4 .91

심미감 다양한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를 향유하고자 하는 것 5 .87

관계성

친절, 배려, 나눔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필

요한 능력을 알고 실천하며 집단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

12 .96

유아성격강점 37 .90

표 3. 유아 성격강점 척도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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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제작, 예비조사, 본조사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유아의 놀이성, 성격강점에 관련

된 국내외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도구의 적절

성을 검토하였는데, 2018년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담임교사 3인을 대상으로 유아를 3명씩

관찰한 뒤, 놀이성과 성격강점 평정의 적절성, 문항의 해석가능성, 설문지응답시간 등에 대한 검토

를 실시하였다. 성격강점 평정기준에 대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본조사를 실시

하기 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본연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안내를 한 뒤, 놀이성과 성격강점 평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유아성격강점 관찰척도의 평정기준(관찰형, 단서형)에 대한 교육을

30분정도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평정의 객관성유지를 위해 최소 1주일이상 유아를 심층적으로 관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다(평정자간 일치도 95.3%). 본조사는 B광역시와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19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담당교사 23명(교사 1인당 5∼15명 평정실시)이 평정한 결과를 최종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Window용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자료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 성격강점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을 분석하

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람중심의 변인특성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은 유아 놀이성

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군집 내의 동질성과 군집 간의 이질성을 최대화하여 군집을 도출하며,

본 연구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군집분석으로 유아 놀이성의 군집을 유형화하였다. Hair와

Black(2000)이 제시한 군집분석 방법에 따라 Wards방법의 위계적 군집분석, K-means방법의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에 영향을 미친 개인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성별, 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 놀이성 군

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 분석을 위해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놀이성 군집에 따른 유아의 성격강점의 차이성을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범

주형 종속변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유아 놀이성 군집유

형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인식

유아교사 평정방식을 통한 유아의 놀이성과 성격강점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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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자발성 2.25 5.00 4.07 .80

사회적 자발성 1.00 5.00 3.94 .71

인지적 자발성 2.00 5.00 3.62 .77

즐거움의 표현 2.60 5.00 4.23 .66

유머감각 1.67 5.00 3.69 .71

놀이성 2.59 5.00 3.91 .61

자존감 2.20 5.00 3.88 .62

자기조절 1.40 5.00 3.75 .69

활력 및 긍정성 2.00 5.00 3.54 .64

탄력성 1.50 5.00 3.66 .79

심미감 1.80 5.00 3.47 .73

관계성 1.64 5.00 3.65 .70

성격강점 2.03 4.94 3.66 .57

표 4.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 (N=237)

유아 놀이성의 평균점수는 3.91(SD = .6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즐거움의 표현(M = 4.23, SD = .66), 신체적 자발성(M = 4.07, SD = .80),

사회적 자발성(M = 3.94, SD = .71), 유머감각(M = 3.69, SD = .71), 인지적 자발성(M = 3.62, SD =

.77)의 순으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는 놀이를 할 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

하며 자유롭게 감정표현 하는 즐거움의 표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협응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신체적 자발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놀이상황에

서 유아가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의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독창적인 성향

을 의미하는 인지적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유아의 성격강점을 살펴보면, 3.66(SD = .57)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성격강점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자존감(M = 3.88, SD = .62), 자기조절(M = 3.75, SD = .69), 탄력성(M = 3.66, SD =

.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 및 긍정성(M = 3.54, SD = .64), 심미감(M = 3.47, SD = .73)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성격강점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자존감 및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에 대한 성격강점이 높았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를 향유하는 심미

감,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열정적인 특성인 활력 및 긍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유아

성격강점으로 나타났다.

2.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 분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아 놀이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4가지 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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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성된 유아 놀이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석가능성, 군집

유형에 분포하는 사례수 등을 고려하여 유아 놀이성은 2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되었다. 최종적으

로 나타난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전체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 군집1을 놀이성이 낮은 집단으로 규명하며 “놀이

성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전체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 군집2는 놀이성이 높은 집단으로 규명하며 “놀이성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특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5와 같다.

구분 군집1 군집2

신체적 자발성 -.76 .61

사회적 자발성 -.79 .63

인지적 자발성 -.81 .65

즐거움의 표현 -.83 .66

유머감각 -.71 .57

사례수 105 132

표 5.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 (N=237)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의 개인적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연령, 기관, 성별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놀이성 군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χ2
= 8.05, p < .01), 연령(χ2

= .17, p > .05),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유형(χ2
=

3.14, p > .05)에 따른 놀이성 군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놀이성 하집단 놀이성 상집단 전체 χ2

성별 남 45(19.0%) 81(34.2%) 126(53.2%)
8.05**

여 60(25.3%) 51(21.5%) 111(46.8%)

연령 만4세 51(21.5%) 63(26.6%) 114(48.1%)
.17

만5세 54(22.8%) 69(29.1%) 123(51.9%)

기관

유형

어린이집 54(22.8%) 83(35.0%) 137(57.8%)
3.14

유치원 51(21.5%) 49(20.7%) 100(4.2%)

전체 105(44.3%) 132(55.7%) 237(100.0%)

**p < . 01

표 6.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 빈도(%) (N=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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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 분석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와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을 결정짓는 성격강

점의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연구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 집단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는 표 7과 같다. 유아의 성격강점은 놀이성 하집단보다 놀이성 상집단이 높았으며,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1.31, p < .001).

구분 군집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존감 놀이성 하집단 105 3.48 .56
-10.99***

놀이성 상집단 132 4.20 .45

자기조절 놀이성 하집단 105 3.34 .64
-9.38***

놀이성 상집단 132 4.07 .54

활력 및 긍정성 놀이성 하집단 105 3.08 .47
-12.48***

놀이성 상집단 132 3.90 .52

탄력성 놀이성 하집단 105 3.34 .76
-5.95***

놀이성 상집단 132 3.91 .72

심미감 놀이성 하집단 105 3.20 .67
-5.40***

놀이성 상집단 132 3.69 .70

관계성 놀이성 하집단 105 3.23 .55
-9.68***

놀이성 상집단 132 3.98 .63

성격강점 놀이성 하집단 105 3.28 .46
-11.31***

놀이성 상집단 132 3.96 .45

***p < .001

표 7.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정도 (N=237)

성격강점 하위요인에 따른 놀이성 군집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놀이성 상집

단은 놀이성 하집단과 비교하여 자존감(t = -10.99, p < .001), 자기조절(t = -9.38, p < .001), 활력 및

긍정성(t = -12.48, p < .001), 탄력성(t = -5.95, p < .001), 심미감(t = -5.40, p < .001), 관계성(t = -9.68,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놀이성 상집단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존감

이 높았으며, 놀이성 상집단이 자기조절이 높았다. 또한, 놀이성 상집단이 놀이성 하집단에 비하

여 활력 및 긍정성,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탄력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감, 긍정적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예측요인 분석

유아 성격강점을 독립변수로, 유아 놀이성 2가지 군집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뒤,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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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유아 놀이성 집단분류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놀이성 하집단과 놀이성

상집단의 군집유형에 따른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2LL값

과 χ2 값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2LL값은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χ2 값은 기초모

형과 이론모형의 차이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정도를 살펴보며 예측요인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모형에 포함된 성격강점 중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LL값과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이는 모든 독립변수의 회

귀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규명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 집단의 정확도는 84.0%로 분류되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놀이성 하집단과 놀이성 상집단의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놀이성 하

집단은 82.9%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놀이성 상집단은 84.8%의 정확도를 보였다.

유아 놀이성 군집 유형

놀이성 하집단 놀이성 상집단 전체 정확도

유형

놀이성 하집단 87 18 105 82.9

놀이성 상집단 20 112 132 84.8

전체 107 130 237 84.0

-2LL= 176.95, χ2 (절편모형-이론모형)= 148.04(df= 6, p= .000), Nagelkerke R2 = .62

표 8.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 (N=237)

군집 유형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B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식의 기울기를 뜻하며 EXP(B)는 승산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승산비를 성격강점은 자존감, 자기조절, 활력 및 긍정성, 탄력성으로 나타났으며 놀

이성 군집 그룹에 속할 확률의 비율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자존감(B = 4.02, p < .05), 자기조절(B = 1.22, p < .05), 활력 및 긍정성(B = 2.83, p <

.001), 탄력성이 높을수록(B = .82, p < .05)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미감과

관계성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회귀계수(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EXP(B)

자존감 4.02 .52 3.87 1 2.78*

자기조절 1.22 .54 5.14 1 3.40*

활력 및 긍정성 2.83 .60 22.86 1 17.49***

탄력성 .82 .37 4.81 1 .44*

심미감 -.70 .37 3.50 1 .50

관계성 .72 .50 2.06 1 2.05

상수항 -15.35 2.08 54.47 1 .00

표 9.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이 성격강점 설명력 (N=237)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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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은 자존감이 1점 높아지면 2.78배 증가하고(p < .05), 자기조절이 1점

높아지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3.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또한, 활력

및 긍정성이 1점 높아지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17.49배 증가하였으며(p < .001), 탄력성

이 1점 증가하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놀이성

상집단에 속하는 성격강점의 설명력은 활력 및 긍정성, 자기조절, 자존감, 탄력성의 순으로 예측

되었다.

Ⅳ.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의 놀이성에 주목하며, 유아의 놀이성 하위

요인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군집특성을 확인하고, 유아 놀이성 군집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에 대

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유아 놀이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

강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으로 즐거움의 표현, 신체적 자발성이

높았으며,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재

미와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매체, 자연, 이야기, 주변세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감

정을 해소한다(교육부ž보건복지부, 2019).이처럼 놀이가 가진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여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놀이를 할 때 유아는 몰입하고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특성은 나은숙(2018)과 탁정화(2019)의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긍정정서는 문제해결능력향상, 사회적 자원구축, 회복탄력성과 낙관주의

증대를 통한 심리적 자원마련 등 사고기능과 행동양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므로(Biswas-Diener,

2010; Fredrickson, 2001)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경험한 기쁨, 만족, 관심, 자부심은 유아의 성장과

배움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

체적 자발성인 높게 나타났는데,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적 성향이 유아기 고유한 놀이

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힌 연구(김정운, 2006; 이부미, 2001; 임부연, 손연주, 2019)와 유사한

맥락이다. 김겸섭(2008)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통한 놀이의 양상은 ‘흥분놀이’와 유사한데, 유아

들 중 숨이 차도록 달리거나 빙글빙글 도는 신체움직임, 비탈길달리기 등의 신체적 유희는 유아

가 선호하는 놀이형태 중의 하나라는 점과 일치한다. 몸의 움직임을 통한 탐색과 지각현상에 대

한 주의를 기울이는 놀이중심 교육은 유아가 능동적으로 대상과 소통하는 주체임을 인정하여(이

화도, 2016; 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교실수업에서 상상과 내러티브 등이 충만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유아 놀이성 중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자발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5세 유아는 사회극놀이, 협동놀이 등으로 놀이가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지성애, 김승희,

2010), 하나의 놀이주제가 활동간 통합, 영역간 통합으로 심화되어 다양한 역할 및 놀이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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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킨다. 경험의 재구성과 상상적 놀이를 즐기

는 유아는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놀이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 창조적 존재이므로(Barnett,

1990; Boyer, 1997)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놀이문화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따라

서 유아의 놀이성에 기반한 배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역할가작과 사물가작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치~인 것 같은’

허구적인 상황과 환상놀이 및 규칙없는 놀이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놀이의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이문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놀이성은 유아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삶으로

자유, 움직임, 자발성 등이 놀이핵심으로 여겨짐에 따라(이경화, 2019; 탁정화, 2019) 유아교육과

정 운영의 계획, 실행, 평가의 순환적 과정에서 놀이본질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 성격강점 하위요인 중 자존감, 자기조절력, 탄력성의 순으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 및 긍정성, 심미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강점이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유아는 각

환경체계와 호혜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달을 촉진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동심원적으로 넓혀 나간다(Bronfenbrenner, 1992; Steinberg, 2010).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중 자

기이해, 자기조절, 탄력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라는 유기체를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사회관계 형성에 기초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자기이해에 대한 성격강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존감과 자기조

절력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연결되므로(권석만, 2009; Hooper, 2012), 고등정신능력을 길러 상호작용능력, 문제해결,

정서지능, 사회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인측면의 성격강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심미감은 유아성격 강점 중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난 성

격강점이었는데, 상상력과 환상놀이를 즐기는 4세 시기를 지나 이성과 논리성을 배워나가는 5세

의 발달특성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성인과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Peterson & Seligman, 2006)에 따르면,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이해하는

심미안은 청소년보다 성인이 높았으며, 한국 성인의 성격강점을 비교한 김지영(2019)의 연구에서

도 심미안은 24개 성격강점 중 13위를 차지하며 심미감이 중위권을 차지한 성격강점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자연의 아름다움 탐색, 예술과 문화에 대한 향유 및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개념을 포함하는 심미감은 교육공간, 교수학습방법, 교수매체 등 교육상황에

서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가져와 감각의 정서를 지각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임

부연, 2015; 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의 상상력, 감성 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성(친절, 사랑, 사회지능, 유머), 낙관성 및 활력, 학구열은 유아기에

빈번하게 도출되는 성격강점이며 공정성, 영성, 용서, 지혜 등은 유아기에 관찰하기 어렵다는 탁

정화와 황해익(2019)의 연구와 유사하게 김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생의

초월적 차원을 나타내는 성격강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애발달적 차원에서

유아강점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2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유아 놀이성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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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형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과 놀이성이 낮은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유아 놀이성은 사회정서변

인에 비하여 2가지의 단순한 군집양상을 보였으며, 군집분석은 놀이성 하위요소 간의 거리를 측

정하여 유사성을 파악하는 통계분석으로 대부분의 유아 놀이성은 유사한 군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 상집단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이 놀이성 하집단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놀이성은

유아의 리더십, 정서조절,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고, 상상력과 유머가 있는 말놀이를 통한 언어

유희를 즐기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양보, 배려, 공감 등의 사회적 능력의 성숙

을 돕는다고 보고한 연구(최지영, 박유영, 2012; 허혜경, 2013; Singer, 2013)와 맥을 같이한다. 또

한 놀이성은 유아의 기관적응을 돕고(강민정, 2015) 정서인식과 정서조절능력을 증진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유영의, 2006) 사회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이승하, 2019)와 사회적 기술을 증

진시켜(최명선, 김지혜, 2006) 또래유능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최지

영, 박유영, 2012)를 지지한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놀이성은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됨에 따라(김정운, 2006; 이부미, 2001)

유아기부터 개인의 고유한 놀이성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

히, 지속적으로 궁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재검토하는 순환적 과정인 놀이 속 팅커링의 과정은 유

아가 가진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등 놀이를 통한 배움과 배움을 통한 놀이

의 역동적 측면을 강화하며(Halverson & Sheridan, 2014),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이 바로 역량중심

교육,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곽영순, 2015; 임종헌 등, 2017).

따라서 상상, 실험하는 놀이의 과정이 유아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

아기부터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령, 성별,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놀이성 군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과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에 따른 놀이성 군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자발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는 연구(허혜경, 2013) 및 남아보다 여아가 놀이상황에서 사

회적 기술을 더 잘 사용한다는 연구(최명선, 2006; Steinberg et al.,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유아의 놀이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야기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놀이성 증

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 집단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격강점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는 활력 및 긍정성, 자기조절, 자존감, 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활력, 긍정적 에너지, 재미있는 행동, 생활 속의 재미발견, 부정적

부분보다는 긍정적 부분 발견하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강조하는 활력 및 긍정성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유아 놀이성이 높은 집단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

았으며, 상황에 따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성향,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인 자기조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적 상황에서

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탄력성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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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활력 및 긍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 밝혀졌

다. 75개국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세계분포경향 제시한 자료(McGrath, 2014)에서도 유아기는 낙관

성(optimism), 희망(hope)이 높게 나타났는데, 유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소망하는 일이 미

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희망적 태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놀이성 상집단은 놀이성 하집

단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태도를 갖는 것(Peterson

& Seligman, 2004)이 놀이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복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Ben-Shahar, 2007; Biswas-Diener, 2010)으로 활력증진하기, 유머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낙관성

기르기 등이 제안된 것처럼 활력과 긍정성은 행복을 이끄는 중요한 성격특질임을 시사한다. 다

시 말해, 활력 및 긍정성의 강점이 유아놀이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적극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향인 ‘활력 및

긍정성’은 부정적 생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며, 유아가 자신이 가진 최고

의 역량을 발휘하는데(권석만, 2009) 긍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놀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미있는 놀이내용 등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낙관성이 유아의 놀이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 밝혀졌다. ‘자기조

절’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내적통제소재에 기반을 두어 조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놀이상황에 중요한 성격특질로 작용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은 정서조절(정서인식, 정서억제, 대

처하기) 및 인지조절(계획하기, 평가하기)을 포함하는데, 자기조절은 명령과 지시가 아닌 자발적

내적 기준에 따른 행동이다(권석만, 2009; Katherine et al., 2007). 유아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해 볼래요”, “할 수 있어요”라고 표현하는 과정 및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놀이방식을 결정하고 놀이규칙을 만드는 경험(교육부, 보건

복지부, 2019)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놀이의 지

속시간, 놀이가 심화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돕고, 유아의 만족지연, 유혹에 대

한 저항, 놀이상황에서 목표로 설정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인내하는 감정과 행동을 높여 궁극

적으로 유아놀이의 목적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탄력성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실패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적 귀인개념을 갖고 있다

(Hooper, 2012). 실패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행동귀인양

식은 유아가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놀이상황에서는 실수에 대해 허용적이며 이

해될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아는 실패를 하였음에도 목표를 성취하

고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다시말해, 실패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놀이상황에서 허용되는 역경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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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아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성격강

점의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유아들을 표집하여 유아 놀이성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아

놀이성의 특성의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집분석을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표본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운영 및 지역, 교사, 유아교육기관의 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교사평정용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교사의

유아 성격강점에 대한 개인적 편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면담, 부모면담,

유아면담 등 다면적 유아강점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살펴

보는 후속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 놀이성 상집단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밝혀

성격강점 증진을 통한 유아 놀이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상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놀이성의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유아의 성

격강점 특성을 밝히고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개인 놀이성의 차이가 성격강

점과 어떻게 관련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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