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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others understand children's play and play support at home through the 
interview method. The interviewees were 33 mothers who are raising aged 3 to 5 years old,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s a result, data from the interview were interpreted into three 
categories with meaning of children's play, difficulties in supporting play at home and need for play 
support at home, and 12 theme like play as happiness itself, lack of play time and physical limitation, 
need for a helper, etc.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rovement to encourage support for children's play at 
hom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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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놀이는 유아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아

는 놀이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경험하고 탐색하

면서(Van Hoorn et al., 2010),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 또한 

놀이는 유아들이 또래나 성인, 주변 사물이나 자

연환경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규칙

과 기술을 실행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놀이는 유아에게 삶 그 자체이며 발달적, 교육적

으로 유아기의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가수준 공통 유아교육

과정으로 2019년 7월 개정·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교

육과정을 지향한다.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은 유아

의 놀이가 그 자체로 목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의

미와 배움(학습)의 놀이성(playfulness)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Lee, 2019). 이를 위해 유

아교육현장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진행

하고 놀이공간이나 놀잇감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등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실행해야 한다. 놀이중심을 표방하는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정 실행의 방향 변화와 함

께 교사 역할의 전환을 요구한다(Yoo, 2020). 교

사가 미리 교육 활동을 계획·수립 후 평가하기보

다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환경 구성, 상호작용, 놀이의 지원을 계

획·실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Yun and 
Lee, 2020).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교수전문가로서 유아교사에 대한 기대가 유아의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2.2.34.1.163&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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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 기반을 둔 전문성, 즉 ‘놀이전문성’을 갖

춘 놀이지원의 전문가(Lim, 2022)로 전환된 것이

다. 
이렇게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놀이지원자로

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유아, 교

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을 또한 지향한다. 즉 유아교육기

관과 가정이 놀이 지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제안

한다. 놀이 실행에 대한 정보를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공유하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등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

는 것이다(Yun and Lee, 2020). 교육기관에서 유

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의 

놀권리와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여 유아가 주도적으로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해야 한

다. 
한편, 2019년 발병하여 2022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

스는 사회 전반의 모습을 변화시켜놓았을 뿐 아

니라, 유아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다. 코로나

19의 심각 단계에 따라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

고, 또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휴원이

나 가정보육, 원격교육 등이 권고되면서 유아들

이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다.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대부분의 가정에

서 유아의 놀이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며(Bae, 
2020), 이에 따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집콕놀

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하는 등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에 관한 정보나 관련 자료들이 요구되고 또 

공유되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Joo(2020)는 어머니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

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아이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인식

과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영상매체를 보여주

는 시간이 많아 죄책감이 든다는 부정적인 인식

을 보고하는 한편,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문

화 형성과 이를 위해 부모-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함을 주장한다.  
가정은 놀이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환경으로, 

유아 놀이는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놀이공간, 놀잇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가정에서의 놀이가 유아의 언어나 표상행동, 
부모와의 애착이나 사회성 발달 등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hnson et al.; Shin and 
Yoo, 2015). 이렇듯 가정은 유아의 놀이가 펼쳐지

는 중요한 장이며, 이때 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

가 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즉 부모가 놀이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유아

와의 놀이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Heo, 
2002; Kim, 2012; Lee, 2019), 부모가 놀이에 참여

할수록 유아가 느끼는 행복감은 높아지며(Kim, 
2020; Lee and Jung, 2016), 부모의 놀이 참여 수

준이 높고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자기 조

절 능력과 행동 억제가 높다(Choi and Kim, 2011)
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그 예다. 그뿐만 아

니라, 부모의 놀이 이해 정도나 놀이 개입의 적

절성에 따라 유아가 선택하는 놀이, 또래 상호작

용의 모습, 놀이의 참여도, 유아의 놀이성 등 유

아의 잠재력과 유능함이 달라진다는 것(Sim, 
2017)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아와 많은 시간 

유아의 놀이 상대자가 되어 주면서 놀이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 크다(Lee and Nam, 2016)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가 공통으로 놀이 환경으로서 가정이 

갖는 의미와 놀이에 미치는 부모의 인식이나 놀

이 지원의 영향력을 보고하는바, 부모는 유아의 

놀이 상대자로서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

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Moon and Shim, 2019)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즉 

부모는 유아에게 있어 중요한 놀이지원자가 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놀이지원자가 되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유아들의 놀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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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고 부모의 놀이 지원이 더욱더 중요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놀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펼쳐지는 놀이를 지

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아 놀이에 관

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유아의 가정에서 놀

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

요한 부모의 놀이 이해 및 지원과 관련된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의 모델이자 주요한 놀이 상대로서 

유아의 놀이나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Chung et al., 2015; Lim and Hong, 2016)는 

점에서,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놀이 지원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

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놀이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

이를 지원하는데 경험하는 어려움과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개별 면담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

다.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 지원에 대한 교육 실

천적 시사점을 얻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유아 놀이의 의미

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가정에서의 놀이 

지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놀이 지원과 관련

된 요구는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유아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가정에서

의 놀이 지원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3명을 개별 면담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mother age
child(ren)

age sex affiliation 
01 35 3 girl A daycare center
02 39 5 girl A daycare center
03 40 5 boy A daycare center
04 39 3 girl A daycare center

05 40
5 girl

A daycare center
3 girl

06 39
4 girl

B daycare center
4 boy

07 40
5 boy

A kindergarten
3 boy

08 39 5 boy C daycare center
09 44 5 boy B kindergarten
10 41 3 girl C kindergarten
11 36 5 girl D kindergarten
12 37 4 boy D daycare center

13 38
5 girl

E daycare center
3 girl

14 38 3 boy E kindergarten
15 39 4 girl F kindergarten

16 29
5 boy

F daycare center
3 girl

17 35 5 girl F daycare center
18 39 4 girl F daycare center
19 36 3 girl M kindergarten
20 36 4 boy F daycare center
21 36 3 boy F daycare center
22 38 4 boy G kindergarten
23 38 5 girl G daycare center
24 38 5 boy H kindergarten
25 33 3 boy I kindergarten
26 42 4 boy J kindergarten
27 36 3 boy K kindergarten

28 44
5 girl

A daycare center
3 girl

29 39 4 girl L kindergarten
30 31 4 boy M kindergarten
31 38 3 girl H daycare center
32 39 3 boy I daycare center
33 38 5 girl F daycare center

<Table 1>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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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표집한 부산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2개

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

부모를 1-2명 추천받았다. 이들 중 9개 어린이집

의 19명 학부모와 13개 유치원의 14명 학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함으로써, 전체 33명의 학부모

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 동의를 구할 

때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King and Horrocks, 
2010), 면담 과정의 모든 내용이 녹음되며 전사를 

거쳐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연구

의 목적과 내용, 자료처리 및 연구 보고, 참여 철

회 등에 관해 안내한 후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

였다(<Table 1> 참조). 

2. 자료수집

자료 수집 당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전화 면담의 한계, 
즉 연구자가 면담 상황을 통제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Seidman, 2006)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면담 질문을 안내하고 면담

일 및 시간을 정하였으며, 사전에 안내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한 

질문(<Table 2> 참조) 외에 응답 상황에 따라 참

여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하거나 보완 설명을 요

청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

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 개별로 이루어진 면담은 2020년 11월부

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1인당 

최소 15분에서 30분까지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

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최대한 

빠르게 한글문서로 전사하였는데, 전체 전사된 

내용은 A4 용지의 기본 편집양식으로 총 77장의 

분량이었다. 

3. 자료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분석에 의

area questions

Child 
play

Meaning ·Could you please tell me the 
meaning of play in your opinion?

Worth

·Do you think child's play is 
worthwhile? If play is worth 
it, in what ways do you think 
it is? If not, why? 

Play 
supports 
at home

Anecdote 
of 

supporting 
play

·Could you tell me about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you played with 
your child recently? 

Difficulties 
of 

supporting 
play

·Do you find it difficult to play 
with or help your child(ren)’s 
paly at home? What difficulties 
do you face the most? 

Needs 
related to 

play 
supports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do at home to play with or help 
your child play?
·What would you like the country, 
local government, or daycare 
center/kindergarten to do for 
families to support play at home? 

<Table 2> Interview protocol 

해 전사된 자료를 읽고 반복되는 개념과 의미를 

찾기 위해 추론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단어를 요

약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특징화하

였다(Kim, 2013). 
먼저, 전사된 자료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부

분을 찾아내고자 전체적으로 읽으며 의미나 요지

가 잘 드러나는 문장이나 단어를 찾아 밑줄을 그

었다. 반복적으로 다시 읽어가면서 면담에서 반

복되는 내용 중 중심이 되는 단어나 주제어를 찾

아 메모하고, 주제어를 기반으로 다시 읽으며 비

슷한 의미의 주제끼리 유목화하였다. 다음으로, 
유목화한 단어와 주제어들끼리 분류하면서 공통

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으며, 개념적으로 분류

한 자료를 토대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연구자료 분석 과정에서 분석의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성 준거

(Kim, 2013)를 고려하였다. 어머니들과 전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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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면담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자세히 기

술하였으며, 면담 자료가 전사된 후에도 해석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자료의 통합과정을 거쳐 전사 

자료와 녹음 자료를 다시 들으며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질문지 자료와 면담 자료를 통

합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전사된 자료를 바탕

으로 의미 도출과 분석 과정에 왜곡이나 의미의 

변질이 없었는지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하였는지 

평가를 위해 유아교육전공 교수 1인과 함께 생성

된 범주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면서 연구문제, 관점, 범주 추출, 연구결

과의 분석에서 해석의 논리성에 대해 검토하였으

며, 반성적 연구자 저널쓰기를 통해 연구문제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작성하고 반

성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미 주

제 및 주제어는 <Table 3>과 같다. 

themes examples of key words from responses (id)

Meanings 
of play

Play is happiness 
itself

pleasure (01, 08, 11, 14, 27), things to like (27), happiness (20), healing 
(09), stress relief (10, 30), vitality (24), friends (26), free activities (29), 
child's life(12, 31, 33)

Self-learning play 
indirect social experience (02, 17), power to think (05, 06), resource (07), 
voluntary learning (28), making social relationship (11, 13), inquiry (21), 
imagination (19, 21, 22), creative activity(29), nurturing dreams (19), 

Play for academic 
achievements 

concentration (03, 08, 19, 30), learning (05, 07, 28), linking school learning 
(07), learning time (27) 

Play as an indicator 
of development

identification of interest (14, 23, 28), expression of thoughts (05, 21, 29, 
31), behavioral discovery (32), Indicators of development (18, 23) 

Play as a time to 
connect with mother 

empathy (15, 16), confirmation of affection (04, 25), connecting with mother 
(18), interacting with parents (32), time with mother (23) 

Difficulties 
in 

supporting 
play 

Lack of play time 
and physical 
limitations 

lots of chores (04), lack of stamina (01, 12, 16, 21, 32), tiredness (15, 21, 
26), I need my own time (04) 

Lack of understanding 
of how to play 

It's not fun (03, 25, 29), it's hard to play creative (09, 14)
I don't know how to play (13, 15), I can't adjust to my child play (20), 
My child doesn't do what I want (27) 

Difficulties in 
mediating and coping 

conflict 

Siblings’ conflicts because of different needs (03, 06, 21, 28), difficulties in 
coping with child's stubbornness and irritability (07, 10, 18) 

Repeat play child wants to keep playing (02, 05, 32), keeping play over and over again (11, 19)

Needs 
related play 

support

Need for a play 
helper 

I wish the play teacher would come and teach me how to play (01, 06, 13, 29), 
a person who will take the place of a mother (22, 33), a person who will take 
care of siblings (10, 17), a play partner to come and play (04, 20, 29, 30) 

Guidance and 
materials for play 

programs such as play manuals(09, 13, 19, 24, 27), information about how to 
play (01, 05, 11, 18, 21, 25), information about the temperament of a child (32) 

play materials (04, 11), toys (23), play kits (09, 14, 18, 21, 25, 31, 32), 
provision of workbooks (05, 26), books (14), money (22, 23) 

Provision of play 
space and programs 

information on play programs (03, 33), library (07), playground (13, 16, 20), 
various activity programs at the childcare support center (10, 15, 17, 19) 

<Table 3> Inter-subjective themes and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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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유아 놀이의 의미

가. 그 자체로 행복인 놀이

연구참여자들은 유아에게 놀이는 즐거움, 행복

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놀이 자체를 목적으로 보

고 유아에게 놀이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놀이는 유아가 당연히 누려야 하며 

즐거움을 주는 활동, 행복한 것, 스트레스 해소, 
활력소, 재충전 등으로 표현되었다. 

행복이오. <중략>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부분

을 차지하기도 하고 가장 행복해하기도 하고 놀이

가 없으면 애나 어른이나 삶이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id 20, 2020. 12. 3) 

시훈이1)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중략> 시훈이가 즐겁다고 느끼면 놀

이고, 놀이로 받아들이면 재미있어한다는 거죠.

                            (id 27, 2020. 12. 11)

하윤이한테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놀 

때 모습을 보면 엄청 신나고 평소 집에서 보지 못

하는 그런 아이의 눈빛이라든지, 말하는 것도 약간 

업이 되어 있고.             (id 30, 2020. 12. 29)

놀이 행위 자체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엄마랑 아빠랑 그냥 웃고 떠들고 하면서 

놀이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도 가치가 있는 일이

고……                      (id 16, 2020. 11. 26)

놀이는 무조건 매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잠깐

의 틈만 나면 하려고 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 

계속하거든요.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바로 놀자. 

놀아줘 하기도 하고 못 노는 날이 있으면 울 정도

로… 중요한 거 같아요.         (id 33, 2021. 1. 5)

‘즐겁다고 느끼면 놀이’라는 시훈이 어머니나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참

여자의 목소리는 유아가 즐겁고 자발적이며 흥미

에 집중하는 놀이가 ‘좋은 놀이’라는 연구자들

(Lim and Lim, 2020)의 표현과 상통한다. 또 어머

니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웃음’이 가

1) 면담의 발췌본에 등장하는 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장 중요하고 웃음이 없으면 가짜 놀이라는 

Pyun(2013)의 주장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유아에

게 놀이가 삶 자체이며 놀이를 통해 기쁨과 행복

을 느끼는 것을 부모가 지각하고 있다(Chae and 
Park, 2016)는 것 또한 일부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즐

거움, 자발성, 자유, 반복과 같은 놀이성의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스스로 배움이 되는 놀이

놀이와 학습은 별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놀이는 지식만이 아닌 행위와 사건의 사

유가 함께 묶여있는 경험론적 성격을 지닌다(Lim 
and Shon, 2019).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놀이 기

억이나 자녀의 놀이 상황을 소환하면서 이러한 

놀이의 성격을 말해 준다. 

자기들이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애들이 놀면서 엄마아빠 

놀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네들도 역할을 배우

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상황극을 통

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id 28, 2020. 12. 17)

놀면서 친구를 사귄다거나 사회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친구일 수도 있고, 위아래 

언니 동생일 수도 있는 관계 형성요.

                            (id 13, 2020. 11. 24)

즐겁게, 자유롭게,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것 같아요. 수 세기나 이런 것을 놀이를 통해서

‘누나 몇 개 가지고, 나도 몇 개 가지고’할 때 

배우고. 놀이를 하면서 이름을 써야 하니깐 ‘누나 

뭐 이거 아냐?’ 하고 글자를 알더라고요. 

                            (id 12, 2020. 11. 16.)

놀이는 탐구다! <중략> 어른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배워 가는데 초등학교 전까지는 가정에서나 유치

원에서 놀이를 하면서 규칙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d 21, 2020. 12. 4)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유아가 놀이하면서 자연

스럽게 사회 역할을 익히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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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언어나 수, 규칙을 습득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놀이 자체가 배움의 과정임을 부모들이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학습을 위한 놀이

일부 참여자들은 ‘노는 것’과‘공부하는 것’(Lee, 
2019)을 구분 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놀이는 

학습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의미가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놀이를 통하여 집중력이

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초등학교 학습의 준비

과정으로 놀이를 의미화하는 참여자들은 일종의 

‘놀이처럼 즐거운 학습’(Kang and Shon, 2018)에 

중점을 두고 놀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굳이 비유하자면 집중하는 것 같고 의미를 부여하

자면 놀다가도 그 시간만큼은 여기에 집중을 하니

까, ‘놀아’라고 하는 건데 공부 쪽으로 봤을 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id 03, 2020. 11. 06)

놀이는 집중력이다! 왜냐하면 놀이하고 있는 동안

에는 우리 아들과 오목을 많이 해서 집중하게 되

는 거예요.                  (id 08, 2020. 11. 13)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에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나중

에 학교하고 학습에 연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선생님하

고 수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좋게 준

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id 07, 2020. 11. 13)

라. 발달의 지표가 되는 놀이

연구참여자들은 놀이하는 유아의 모습을 관찰

하면서 유아의 발달 정도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

다. 즉 유아가 놀이 중에 나타내는 언어적·신체

적·예술적 표현으로써 발달을 가늠하는 도구로 

놀이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

라고 생각해요. 제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제가 전문

적으로 누군가의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주위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알아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이런 식으로 놀 수 있구

나’라고 생각해요.          (id 18, 2020. 11. 30)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되면 지수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id 23, 2020. 12. 9)

놀이를 통해서 솔직히 일부 어린이집에서 못 보던 

그런 생활도 놀면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발

달상황이라든지 행동에서 얘가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인가 하고 놀라운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id 32, 2021. 1. 5)

놀이에는 유아의 다양한 감정이나 지식, 기술

이 반영되어 있다(Hong and Kim, 2020). 몇몇 참

여자들은 이처럼 유아의 변화와 성장을 들여다보

는 창으로써 놀이가 갖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

다. 

마. 엄마와 교감하는 시간으로서의 놀이

연구참여자들 일부는 아이와의 애정을 확인하

는 시간,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으로서 놀이가 갖

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유

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취

업모들은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애정을 확인시키

고 부재에 대한 보상으로서 놀이를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이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엄마가 놀아주므로 해서‘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id 04, 2020. 11. 7)

같은 공간에서 공감하며 같이 있어 주는 것이요. 

같이 있어 주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렵

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봐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

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id 15, 2020. 11. 25)

놀이는 공감이에요. 왜냐하면 소통하기 때문이죠. 

놀다가 놀이를 한다고 해서 입을 꼭 닫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같이 놀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하니

까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id 1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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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놀이하면서 자녀를 지지하고 긍정

적인 태도로 상호작용하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Frost 
et al., 2012; Sung, 2021)는 점을 상기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교감의 시간으로서 놀이

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2. 가정에서의 놀이 지원의 어려움

가. 놀이 시간과 체력의 한계

연구참여자들 중 비전업주부들은 유아와 함께 

놀이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서의 놀이 지원의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일부 어

머니들은 직장에서 퇴근 후 유아와 함께 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보고하였는

데, 유아의 하루 평균 놀이시간에 대한 연구(Lee, 
2019)에서 발표한 2시간 28분과 비교하면 가정에

서의 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전업주부 

가정의 자녀에 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

랜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

정에서의 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따른 어려움이라 할 수 있

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요리하는 거 듣고 하면서 놀이 

시간이 짧아요. 평일에는 30분 정도 돼요. <중략>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해

요. 말로 대화 상대를 해주는 건데. 

                             (id 04, 2020. 11. 7)

퇴근하고 수영이와 수민이가 놀이하는 시간은 1시

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랑 30분, 아빠와 30분

이지만 아이는 늘‘엄마는 왜 안 놀아줘?’라는 

표현을 해요.                  (id 05, 2020. 11. 7)

Han(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게,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에서의 놀이 시간 이 

부족하며, 집안일과 육아,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해 

고단함과 유아에게 놀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

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들로부터 놀이 지원의 체력적인 부담과 어머니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유시간이 필요한

데 집안일하고 애 놀아주고, 밥하고, 치우고, 씻기

고 내 시간이 없는 게 너무 길어요. 놀이 시간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만하고 엄마 집안

일 이제 해야 해.’하면 또 엄마를 찾으니까… 칭

얼거리고 혼자 노는 게 별로 없으니까 혼자 길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id 04, 2020. 11. 7)

힘들어요. <중략> 솔직히 그것도 조금 힘들고 저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체력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쉬고 싶은데 놀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id 32, 2021. 1. 5)

나. 놀이 방법의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놀이 시간이나 체력적인 문제

와 함께 유아와 놀이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유아

의 놀이 방법이 어려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

르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역할놀이 하자고 나에게 역할을 

맡겼을 때, 뭐 하자 하자 이러면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다 창의잖아요. 다 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웃음) 계속 만들어서 대답을 해

야 되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id 09, 2020. 11. 13)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은데 나는 어른이니

까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순수하게 애가 만약에 

목소리 변조해서 살갑게 하면 예전에는 조금씩 따

라줬던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맞추는 게 어렵죠.  (id 29, 2020. 12. 29)

저는 애들이랑 잘 못 놀아주니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이 어려워요.

                            (id 13, 2020. 11. 24)

아이가 커가면서 놀이 수준이 안 맞다 하나? 아이

가 크는데 아이의 눈높이에 많이 못 맞춰주는 것

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코멘트나 대답이 

있었을 것인데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니 아이가

‘그런 게 아니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id 20,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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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유아의 상상놀이와 

역할놀이에 부모의 참여도가 소극적이며(Hwang, 
2014), 놀이 지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방법과 놀잇감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Hong, 2021; Kim, 2020; Won 
and Hyun, 2017)는 연구 보고를 상기시킨다. 유아

의 놀이 세계에 빠져들거나 놀이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어머니 자신의 놀

이성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놀이성은 심

리학적 성격특성으로서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성

향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Barnett, 2007),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이 가진 자발성과 재미, 유머감

각, 상상력, 창의성 등 다양한 성격 요인이다. 부

모의 놀이성은 자녀의 놀이를 지원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놀이지원의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다. 갈등 중재 및 대처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 중 형제나 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놀이하면서 자녀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는 응답도 나타났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놀

이하면서 보이는 유아의 고집이나 문제행동 또는 

기질적 문제로 놀이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둘이 요구 사항이 달라요. 연년생이고 여자, 남자

이다 보니 각자 다 엄마랑 놀고 싶어 하는데 은지

는 악당을 해 달라하고 동생은 그림을 그려 달라

고 하니, 정신도 없고 피곤하네요.

                             (id 21, 2020. 12. 4)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거요. 중재할 때 그러면 여

진이가 자기가 어리니까 자기가 더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언니한테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언

니는 양보를 못 하겠다 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id 28, 2020. 12. 17)

놀 때 도와주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킥보드를 

타는데 주변 큰 애들이 험하게 타면서 놀면 재이

는 위험한 곳에서 여기서 놀겠다고…조율하고 설

득하는 게 힘들어요.         (id 10, 2020. 11. 16)

아이들도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다가도 

한 번씩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

게 구슬려야 되지 그러다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흡한 것 같아서요. <중략> 찾아봐도 대처 방법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 이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고, 오은영 박사님 이런 것을 들어야 하

나 하는 생각이 다 들죠.      (id 18, 2020. 11. 30)

놀이하며 겪게 되는 갈등은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증진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Johnson et al.,  2004),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갈등 중재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놀이 중에 마주치게 되는 

자녀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

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놀이

유아의 놀이는 차이를 가진 반복적 행위다(Ban 
and Lee, 2019). 한번 시작한 놀이를 유아가 즐겁

고 재미있다 느끼면서 반복을 통해 놀이의 확장

과 변형, 성장을 경험한다(Kim, 2019). 이렇게 놀

이는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지만, 그러한 놀이

를 따라가는 것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면담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가끔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게 되

는데 끝없이 하자고 할 때 힘들어요. 두, 세 번 끝

내고 싶은데… 또 해 또 해라고 해서 결국은 울다

가 끝나잖아요.                (id 02, 2020. 11. 6)

언제까지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어

요.                           (id 05, 2020. 11. 7)

계속하려는 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하자고 

하는 거? (id 19, 2020. 12. 2)

정말 틈 만나면 그리고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하는 

거요. 제가 놀아줘야지 하고 준비하고 놀면 다하고 

나서 아이는 ‘이제 됐지? 엄마 이제 놀아줘’하

거든요. 나는 여태 놀아 준 건데 아이는 논 게 아

니어서…                      (id 33, 2021. 1. 5)

유아의 놀이는 개별자로 고정되어 있거나 단속

적으로 시작과 종료의 단위가 구분되는, 예측 가

능한 ‘놀이-이기(being)’가 아니라, 차이를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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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복잡하고 다층

적인 ‘놀이-되기(becoming)’의 행위다(Ban and 
Lee, 2019; Oh, 2019). 그리고 유아는 이러한 놀이

되기의 과정에 몰입하는 내재적 힘을 지닌, 놀이

의 욕망을 지닌 존재다(Lim and Lee, 2020; Oh 
and Lim, 2019).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놀이의 

반복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시간과 체력의 한계에

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유아 놀이의 특성과 유

아의 놀이하는 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놀이 지원 관련 요구

가. 놀이도우미의 지원

어머니들은 놀이 지원의 어려움을 토대로, 요

구 사항을 이야기하였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직

장 및 집안일 그리고 양육을 함께해야 하는 상황

에서 양육이나 놀이 지원을 분담해 줄 도움 인력

을 필요로 하였다. 

언니를 봐줄 사람. 내가 재이에게 집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재이에게 집중하려면 언니가

‘엄마’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커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id 10, 2020. 11. 16)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동생 때문에 못 해서 동

생을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동

생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집중적으로 놀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id 15, 2020. 11. 26)

엄마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집안일도 많으니 집안일 하고 동생이랑 같이 뒷정

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쉬고 싶

은데 쉽지가 않네요.            (id 33, 2021. 1. 5)

옆에서 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d 06, 2020. 11. 10)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놀이 방법이나 놀이의 수

준을 맞추거나, 놀이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나. 놀이 지침 및 자료의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유아와의 놀이에 대한 지침서

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아의 놀

이를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이를 해야 유아가 재미있어하

고, 어머니가 쉽게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거 있죠. 왜 책을 보지 않지만 지침서 같은 

거 이런 놀이 하면 좋다. 이런 놀이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좋은데 이런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

어요. 내 머리에서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조를 할 수 있잖아요. 

                            (id 09, 2020. 11. 13)

놀이하는 방법이나 어떤 놀이를 해야 하는지 스킬

이나 애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서여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d 13, 2020. 11. 24)

커리큘럼 같은 거 있잖아요. 재료를 준비되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설명이랑 이렇게 해주는 게 좋

아요. 이런 방법으로 같이 놀아주세요. 이런 것 같

은 거요.                    (id 18, 2020. 11. 30)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놀이 정보나 지침서 등의 

자료와 함께 실제 유아와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

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

원 및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보

육전달체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놀이꾸러미(놀
이키트)와 같이 손쉽게 놀이할 수 있는 형태의 

놀이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때 어린이집에

서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보내줬어요. 그런 거 보

내주고 물감도 보내주고 간단히 할 수 있는걸. 주

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같이해주고 하니깐. 

그런 게 있으면 잠깐 시간 내서 해보자 할 수 있

으니 그런 걸 지원해주면 좋죠.

                            (id 09, 2020. 11. 13)

활동교구 지원요. 놀이키트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주마다 책이랑 장난감 

대여하는 게 좋았거든요. 2주 동안 집중해서 놀고 

반납하고 1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월

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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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21, 2020. 12. 4)

다.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

리하는 놀이 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외

에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시설에 대한 정

보와 함께 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면담을 

통해 들려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놀이나 어디 장소에

서 하는 놀이의 정보를 몰라서 잘 못 하는 것 같

아요. 엄마들끼리의 정보나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

아보고 가는 거예요.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요. 아

파트에 공고를 붙여놓거나 하면 좋을 텐데… 아이

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엄마

들이 찾아보고 하게 돼요.      (id 01, 2020. 11. 6)

무료 도서관이라던지, 동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엄

마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렇게 실내도 괜찮

고 약간 숲 활동도 좋을 것 같고. 시에서 몇 세부

터 몇 세 아동 대상으로 부모와 하천 걷기, 무슨 

산 등반 이러던지 무료로 해주고 진행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서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라

든 지 그런 걸 간단히 남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행사 진행하는 사람의 비용이 드니까 엄마들이 참

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id 07, 2020. 11. 13)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민공원처럼 그런 장소나 프

로그램 같은 게 많이 준비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곳. 작년에 엘지 과학관 다녀왔는데 엄마도 

좋지만 아이도 좋아 했거든요. 그런 곳이 생기거나 

프로그램 같은 정보를 모아서 매달 알려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가 많은 거 같아요.             (id 33, 2021. 1. 5)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집은 

한정적이니까. 자연적인 공간이 없더라고요. 

                             (id 20, 2020. 12. 3)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 놀

이 지원에 대한 정보를 바라는 것과 함께 유아를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머니들

의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었다. 

Ⅳ. 논 의

가정은 유아가 처음 만나는 놀이 환경이고 부

모는 유아가 처음 만나는 놀이 친구다. 본 연구

에서는 3-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33명의 어머

니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어

머니들이 인식하는 유아 놀이의 의미와 가정에서

의 놀이 지원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 보

고자 한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아 놀이의 

의미는 다섯 가지의 주제로 해석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에게 놀이는 즐거움이고 행복 그 

자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배움과 관련하여서는 

스스로 놀이와 배움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인식하

는 한편, 이후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놀이를 바

라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 놀이가 유아의 관

심이나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는 관

점과 유아와 교감하고 애정을 확인해 주는 시간

으로서 놀이가 갖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연구참여

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는 유아의 놀이가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놀이 그 자

체가 유아에게 행복이며 배움/학습의 행위이고, 
놀이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

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유아교육 분야의 전통

적 담론이자 최근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에서 바

라보는 놀이에 대한 관점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아는 놀이를 좋아하고 놀이를 하

면서 가장 잘 배우며,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의 

유능함은 타고난 것이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

해 성장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개정 누리과정의 

기조를 유아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



김의경ㆍ이경화

- 174 -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속

에 유아의‘놀권리’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놀이를 유아의 권리로 인식하

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Lee and Nam, 2016)
를 상기시키는 결과다.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

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하고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

약 제31조는 충분히 쉬고 놀이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 활동에 참여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아들이 스스로 

주도하면서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

아야 하는 놀권리의 의미(Yoo and Kim, 2019)가 

내포된 것이다. 유아는 가정에서나 교육기관에서

나 놀이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것이 곧 성인들이 지켜주어야 할 유아기의 권리

이다. 따라서 가정의 부모나 기관의 교사는 모두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권리로 이해하면서, 유

아의 권리인 놀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

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부모

들이 놀이가 갖는 여러 가치와 더불어 놀이가 곧 

유아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이나 사회에서 이

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에 권리로서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담론화함으로써 놀이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시사 받을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에 권리로서 

놀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놀이의 특성, 이를테면 

자유로움, 주도성, 즐거움, 몰입, 상상력 등과 같

은 놀이의 주요 특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부모의 지원에 대해 경험을 나누어보는 등의 방

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유아의 놀

이를 지원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놀이 시간

의 부족과 체력의 한계를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고,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

을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놀이 중에 발생하는 자녀들 간의 다툼이나 자녀

와 부모 간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있었

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놀이에 대해 난처함을 드

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가

정에서의 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놀이나 육아를 지원해 줄 

인력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놀이자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 줄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집을 벗어

나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러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가정에서

의 놀이 지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연결 지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

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호소하는 어머니

의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

는 가정에 놀이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안정적 지

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2
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

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서, 시간제(기본

형, 종합형)와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사

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연

계 서비스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다. 서비스의 유

형이나 이용 가정의 상황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

는 비용의 범위와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건강

가정지원센터나 YWCA/YMCA, 여성인력새로일하

기센터 등에서 80시간의 교육을 거쳐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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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되고 있다. 영유아의 발달이나 교육, 놀이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80시간 교육

만으로는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

추기 어렵다.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고 보다 양질의 놀이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적정화하면서 놀이전문성을 갖춘 아이돌

보미의 양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전문

성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어머니들이 어려워하고 

또 필요로 하는 놀이방법이나 갈등 중재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에서 좋은 놀이자로 역할 할 수 있

다면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 지원이 더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자

료에 대한 요구나 가정 이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나 이용 기

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보육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지원과 더

불어 가정양육 지원의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 및 시·도, 
구·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가정 양육지원 사업

의 하나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비롯하

여 부모상담,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및 체험, 육아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상황

으로, 가정의 놀이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놀이 

지원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언제든지 쉽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담당자, 수요자가 

모두 편리하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주장한 Kim(2021)의 주장에 동의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의 영유아 양육

과 놀이 지원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위치성을 

정립하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화 면담을 통해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수렴한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의 해석이 한정

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는 대면 면담과 

관찰 등의 방법론적 보완과 함께, 가정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어머니 외 놀이지원자에게도 초

점을 맞추어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의 양상을 탐

색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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