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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순
(연세대아동가족학과교수)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인아이의놀이

& 양육자역할



언제까지(몇살) 자녀를양육해야
한다고생각하십니까?

그때자녀가어떤특성을지닌사람이었으면하나요?

하루, 일주일을돌이켜보았을때, 내가한행동중그특성을

키우기위해주로강조했던것, 아이에게하라고했던것?

그런자녀로키우기위해꼭지키고자하는신념이나실천방식?



아이가적합하게 양육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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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양육

영유아
=
성장

미래사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부분이
같을것인가?”

난어떤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배웠는가?
“내가중요하다고생각하여습득해온것”

어떻게성장? “아이에게개인적, 시대적으로중요한것의습득”

난아이에게무엇을
가장강조하고있었나?
미래에적합한가?



자녀양육이란 쉽지않은역할!!
그러나무엇이가장중요할까요?



양육이란, 
양육자-자녀두사람의건강한입장을

고려한친밀한관계지속 :

빠르게변하는아이의성장과제, 속도에따라
부모양육의질적내용/초점도변해가야하는

지속적, 복잡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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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의46차(2016년 1월) 의제로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

2016. 4                 2018. 4

1,2차산업혁명 : 증기를이용한기계화 + 
전기를이용한산업화 = 인간의노동을대체/ 

사물의대량생산

3차산업혁명: 컴퓨터와인터넷, 지식정보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로인해
현재진행중인

사회내 4차산업혁명
움직임을더빠르게
가속화시키고있음. 



미래사회에적합한인재에대한패러다임변화가시급하다

어린영유아, 아동이 … 이렇게변화하는시대에
잘적응하고기능하는인재로자라도록이끌어주는것이란?

“불행히도 2050년의 세상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100년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그전에도 인간은 미래를 결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전에 없이 더 어려워졌다.”

-Harari, 21세기를위한 21가지제언 389쪽에서-

철학적, 발달적, 사회적기초 + 기술적영향부분추가



바이러스는결국 어떤 식으로든패배 할 것이며… 
문제는바이러스가지나가고난 세상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

2020년 세계를멈추게한 코로나는제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큰
충격을몰고 왔다. 세상은 결코 이전으로돌아가지못하며, 이제
완전히다른 세상을위한 새로운질서가만들어질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5-10년 앞당겨진미래의모습…(책소개)

(p110-131) 하늘을 채운 드론, 로봇배송, 생명공학기술, 가상교실과
온라인교육, 원격근무, 디지털화된 플랫폼, 무인소매점, 

비접촉배달서비스, 코딩이 필요없는 노코드 웸(WEM),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뇌(인간)-컴퓨터

신경인터페이스 연결…

박영숙･제롬글렌
(2020. 6월)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포스트코로나시대
앞당겨진미래, 
당신의생존전략을
재점검하라.



21세기를위한 21가지제언: 더나은오늘은어떻게가능한가. 
유발하라리(218). 김영사 . (388-400쪽 )

인류는지금전례없는혁명기에직면했다. ..이토록전례없는변혁과
뿌리째흔들리는불확실성의세계에서우리자신과아이들을
어떻게준비시켜야할까?

… 앞으로의세상에서교사가학생들에게전수해야할교육내용과가장거리가
먼것이바로 ‘더많은정보’다.…

… 21세기 중반이 되면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수명까지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모델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21세기에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계속 쇄신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술이 나에게 봉사하기보다 내가 기술에 봉사하게 되지 않도록.. 



인간에게는성장하면서다음의 4가지가형성됨

지식

기술
성향

태도

ㅎㅎ



지식

기술

성향

태도

？

마음의 습관 (habits
of mind)＂으로 호
기심 등처럼 모든
상황 에 반응하는
습관적 특성. 내적
동기나 흥미, 행동
포함.

인공지능
지적노동

기계
노동대신

주도적놀이를
즐김으로써
놀이에서
얻어지는힘,
재미와 도전, 
상상, 반복을
통해발달

앞으로의 시대에서 양육방향은 다르다?놀이를하면서영유아가습득하는것은다른부분이다!!!



양육관은어떤성향을지닌아이로키울것인가에
초점을맞추어야함

부모의양육관이나철학, 신념은흔들리지않아야함
자녀의연령이달라지면서변화하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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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앞으로어떤특성의인간을원하는가?
놀이는인간성에대한시각과깊이관련있음

2021-12-07

Vs.
깨끗/정돈
질서/규칙
열심/새로운것
성공/성적
지식습득
아동의본분
똑똑/우수

수동적
관리/지시에 따름

의존적
규칙준수

무한경쟁/비교
성인의가르침/개입이많음

지저분/자연스런
위험스런
열심/흥미로운
도전
다른성향을습득
아동의본분
유연성과문제해결력

능동적
스스로선택

주도적
도전/시도
즐거움/협응

친구의존재/소통이많음



미래사회에서필요한인간의조건

2021-12-07

EBS 놀이의힘(2020) 3편놀이는경쟁력이다

-협업능력

-창의력

-비판적사고력
-다양하게문제해결하는

의사소통능력



놀이하다 Play

해야할일수행
/지식습득

나/영유아

시도, 도전,
발산, 추론
융통

놀이의 힘 – 스스로
발산하고 조직화

조기학습
체험

What질문
정답

특별활동
계획대로진행
선행학습
경쟁/똑똑

수동적인
정보/지식
소비자

반복/끝없는반복
왜, 어떻게 질문
흥미로 시작

좋아하는 것 도전
높은 놀이성
스스로 몰입

즐거움/창의적 생각

능동적인
지식창조자

놀
이

배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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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할때나타나는놀이특징행동

- 능동적으로아동스스로하고자
하는자발성

- 긍정적정서가드러나항시
재미있고즐거움

- 실패에대한두려움없이자유
롭게변형하는융통성

- 비사실적이고비현실적이어서
상상적 (사물/행동/맥락가작화)  
요소가많이나타남

- 아동이주도적이끔(계획, 중간에
그만둠, 끝냄, 또시도)

- 계속적반복성
- 외부에서부과된규칙에구속받지
않는무목적성

- 진지하게참여하고몰두

- 미리다른사람이
계획-수동적이행

- 칭찬이나성취중요
- 실패나실수에대한
두려움으로새로운
도전피함

- 외부에서부과된
스케줄에따라
움직임

- 흥미롭고즐겁지
않음-또하고싶은
참여가어려움

- 누군가의획인과
관리요구



Yan Krukov from Pexels

아이들은 놀고 있나?
왜 그런지/않은지 설명은?

Allan Mas from Pexels

• 자발적으로아이들이시작한것인가?
• 놀이를이끌어가는과정에서아이의
주도적인과정에대한증거가있는가?

• 환경이나자료, 공간에대한사용에있어
융통성, 선택권등이있는가?

• 아이들이스스로생각하고정신적표상
과정을통해표현한부분이많이있는가?

• 즐거움이나몰입등이보이는가?
• 성인이환경, 자료, 공간에대한지원을
아낌없이하여놀이의확장에애썼는가?

• 성인이놀이의전체진행과정을잘알고
있으면서상황에적절한지원을하는가?

https://www.pexels.com/@yankrukov?utm_content=attributionCopyText&utm_medium=referral&utm_source=pexels
https://www.pexels.com/photo/children-painting-with-water-colors-8612967/?utm_content=attributionCopyText&utm_medium=referral&utm_source=pexels
https://www.pexels.com/@allan-mas?utm_content=attributionCopyText&utm_medium=referral&utm_source=pexels
https://www.pexels.com/photo/little-kid-putting-sand-in-toy-car-using-little-shovel-5623738/?utm_content=attributionCopyText&utm_medium=referral&utm_source=pexels


 바퀴회전(즐거움에의해추진)처럼자발적이고자기조절이발현되는것

놀이는복잡해지고협조적이면서풍부해지고연속되고, 계속몰두하게됨

2021-12-07

과거 미래

그림: 발현적과정으로서의놀이

출처: Eberle, S. G.  (2014), p.230

기대

놀람균형

힘/열정 즐거움

이해

놀
이

놀이수준높아짐, 몰입길어짐



Eberle, S. G. (2014). The elements of play: Toward a philosophy and a definition of play. 
American Jl. of Play, 6(2), 214-233.

-놀이는발현적 과정/ 적응적가변성있음
(정해진방향대로가지않음)

- 놀이에 대한 기대가즐거움을유발하고, 놀이를 하면서 흡족하고, 만족,
기쁨, 신남,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 놀이를
연속시키는힘이됨
- 다른 사람과 놀기 위해서는 상호성/ 다른 사람의 의도에 민감해짐
 함께노는법을터득하게되어협력과공감이늘어남
- 놀이하면서점차숙달과통제가잘되면, 신체적심리적힘이생기고
이힘이추진력과열정이됨

- 놀이를하면서점차균형이얻어지게되고몰입이되며자발성이더
증가하게되고다시놀이를지속하고싶은기대를하게됨

놀이는자기조직화
과정이다. 



놀이성(Playfulness)이란

정신적으로즐거움의 수준을 높여서, 지루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환경을 즐거운 환경으로 바꾸는

아동의 능력과 성향으로정의 (Barnett & Owens, 2015)

Playfulness is defined by the ability and inclination of children …



놀이하고 싶은 것, 내용,  놀이 방법, 순서, 시간, 

놀이자료, 공간, 또래 등을 아동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시도를 성인이 지원할 때

놀이의 중요 특성인 놀이성이높아짐

주요한 방향 – 놀이성이 높은 아이로 기르는 것



영아기(빨간색), 유아기(파란색), 초등저학년시기(보라색) 모두놀이의
유형은다르지만다양한놀이가매우활발히발달하는시기

탐색
규칙이있는게임
감각운동/기능놀이/반복놀이
구성/ 쌓기놀이
상징게임
상상/역할놀이

Doris, B. (1988). Play as a Medium for Learning Development.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영아와유아의놀이시 공통행동 & 성인의행동 1

• 자기가좋아하는/흥미가있는/내적동기를유발하는사물, 사람등
에시선을보낸다. 아이의시선을성인이뺏지 X

성인이그시선을따라가준다.  
무엇에관심이있는가를파악한다
아이의흥미를유지시키는말을
(아이의집중이흩어지지않을정도로부드럽고조용히) 한다.
(와!! 흔들흔들하네? )



영아와유아의놀이시 공통행동 & 성인의행동 2

• 아이가시도/또시도/ 끊임없이어떤사물에집중하거나어떤행위를
하려할때 / 무엇인가를어렵게시도하려고할때

성인이긍정적시선, 비언어적지원, 표현으로계속바라봐준다.  
어려운상황이더라도기다려준다
꼭필요한부분에서지원해준다
환경을지원/ 추가/ 정리해준다
다끝낸후에다른친구들과소통할기회를갖는다



영아와유아의놀이시 공통행동 & 성인의행동 3

• 실내와실외에서의놀이는매우다르기때문에/ 실
외놀이는놀이의질을높이며, 아이들에게매우좋
은성향을발달시키기때문에실외놀이에깊게빠지
게한다

교사는실외놀이터의질적수준이높은곳인가를확인한다.  
루즈파츠를많이활용한다
실외놀이시간을충분히준다
덥고추움, 더러움, 어지럽힘, 시끄러움보다즐거움과도전,
거친신체놀이, 위험감수놀이의 중요성에 집중한다
획일적인기구만있는장소/ 자꾸바뀌는장소보다는친숙
하고매일가는곳이지만융통적,다양한행동을이끄는장소
에서길게놀도록한다.

모래와물이반드시있는곳으로한다

자연물들은영유아의행동을
다양하게유발하고, 쉽게접근
및정돈이가능해서좋다





감옥(1), 황야(2), 온실(3),  좋은환경(4), 
• 다양한환경은그환경에서아동이더많이움직이고놀이하

도록동기를주고더행동유발가능성높임

사회문화적
맥락이영향 -
사회규범, 성인기대, 
사전경험, 외적규칙, 

문화

행동유발



물모래놀이영역, 동적영역과개방공간이잘갖추어진곳
다양한지형의놀이터(지형변화–언덕중요성), 바닥재질다양
루즈파트유무, 유동적재료유입
다양한놀이가이루어지는곳

(상상놀이, 사회적놀이, 구성놀이, 다양한
신체놀이, 물모래놀이등)

연령적합한놀이터구분
위험감수놀이및도전적인놀이

(빠른속도와중강도움직임이있는)
놀이터로가는접근성과놀이터안전

좋은놀이터의조건 - 아동의놀이가활발히일어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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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실외놀이터에서
실외놀이를많이하면아이에게

미치는영향



좋은실외놀이터에서
실외놀이를많이하면아이에게 미

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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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놀이를많이하면아이에게

미치는영향



좋은실외놀이터에서
실외놀이를많이하면아이에게

미치는영향



출처: Herrington, S., Lesmeister, C.,Nicholls, J.& Stefiuk, 
K.(2007). Seven Cs: An informational guide to young 
children’s outdoor play spaces. Westcoast Child Care 
Resource Centre & Consortium for Health, Intervention, 
Learning and Development (CHILD),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Child Care Canada. 

5년간 Vancouver에서 16개 놀이터를 연구 – 연구자, 교사, 정부부처, 전문가 공동연구

전체 관찰했던 시간 중 87%는 값비싼 비용을
들였던 놀이 기구들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13%만 사용되고 있었음.  오히려 loose
parts와 함께 노는 아이들 많음



모래나 loose parts 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개방적 자료들이 있을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무한정 자극하며,
다양한 놀이 기회를 주고
자기 나름의 놀이 아이디어를 발달시킴



특히, 모래는…
 다른 재료가 줄 수 없는 모래 만의 독특한 촉감 경험을 주고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선호되는 놀이감

 다른 재료에서는 파생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함 (아이들의 힘으로도

쉽게 파고, 묻고, 길을 내고, 산처럼 쌓고, 구멍파고, 고운 채로 치는 등)

 또래간 상호작용 & 상상놀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

 물과 섞였을 때 끝없는 창의적 놀이가 확대됨

 단을 높였을 때 휠체어 타고 접근이 가장 가능하여 놀이에 오래

몰두할 수 있는 영역



Ginsbe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19, 182–190.

Frost, J., Brown, P., Sutterby, J. A., & Thornton, C. D. (2004). The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grounds. Olney, MD: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자유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모래놀이, 주변의
loose parts가지고 맘대로 하는)  아동이 스트레스
를 잘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을 지니도록 돕고, 사회 , 
정서, 인지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높임말복사되었습니다.즐겨찾기에 추가되었습니다.

◦ 체력을기르는데도움을줄수있다.
집중력과집중력발달에도움을준다.
자신감과자부심을높일수있다.
신체발달을위한아주훌륭한대근육활동이다.
아이들이몸과마음이더유연해지도록도울수있다.
뇌에더복잡한신경망을형성한다.
탄력적인＂내가할수있다＂는태도를발전시키는데도움된다.
문제를해결하는사람이되도록돕는다.
나무등반은자신과의더나은관계를발전시키는데도움을준다.
아이에게풍부한감각경험을제공한다.
스스로생각하고자신이한선택에대해자신감을느끼도록한다
강한공간적추리능력을발달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다.
마음과의지를다지는좋은방법이다.
우리가자연과연결되도록도와준다.
멋진경치를볼수있다!

◦ https://rhythmsofplay.com/get-outside-connect-climb-a-tree/

나무오르기를하면서아이들이배우는것



위험감수놀이의이익과장점도잘알고있어야함



모래놀이의 한국적 이슈

vs. 더러움, 질병, 깨끗함

• Louv (2008): ‘자연 결핍 장애 nature deficient disorder’라는 용어 사용.
아동이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 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

• Ginsbeurg(2007): 아동이 자유롭게 노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

모래에서
놀면
안되는
이유?



YTN  ‘2021 팬데믹이후의미래‘ 2020. 12. 31.방송

2021년(만3세)

2051년(만33세)

“코로나19이후의 미래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놀이기회
높을때

수많은연구결과종합 –놀이많이한아동특성
미래에적합한아이들의성향은놀이로길러짐

친사회성, 협력 잘함

회복탄력성 증진

상징놀이타인조망
능력, 공감능력, 감정
조절능력높음

몰입능력과자기조절

창의성 & 상상력 & 확산적 사고능력 높음

신체능력증진& 
신체활동성높임



배움
(투입)

놀이
(확산)

생활
습관

이요소들은 습득하기위한접근방식이모두달라야한다. 

생활습관 -일관성유지, 예측대로진행, 서서히, 단호, 보상-> 자기조절
배움 -사전경험과연결, 발견적질문, 추측과예측질문, 관찰력칭찬
놀이 - 시간/공간-특히실외/빈도최대허락, 반복, 교사/또래참여

영유아의생활습관, 학습과놀이몰입에접근을다르게해야함

환경
마련



2021-12-07

√무관심(시선,표정,언어,몸짓,집중도,참여..)

수동적의존적아동/ 관리된아동 능동적주도적아동/ 창의적아동

교사주도

관찰
안됨

영유아
민감

(관찰)
영유아주도



놀이의특성 놀이가아닌특성
즐거움,집중,진지함,가벼움,휴식,개별적
흥미,자유로운선택,반복성,자유로운
자기표현,긴장완화,무계획성,상징,두려
움없음,과정이확실치않음,자유로운변
형,비현실적,비사실적,규칙에대한구속
이적음,과정중심,융통성,호기심과협력,
무목적성, 언어적유희, 의인화, 각성수
준,신체적도전,모험,행동유발,타인조망,
계속적시도,흥미확장,실패두려움없음

지루함, 탐색, 답하기, 일, 대집단으로
하는획일적활동,누군가시킨것,체
험,공부,경쟁,부정적정서,실패에대
한두려움,타인의식,결과중심,현실
적, 사실적, 외부규칙 준수, 반복보다
새로움 선택, 폐쇄적,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려 애씀, 계획적, 목적성, 행동
절제와 통제, 안전 추구, 자기중심성,
단편적시도,흥미단절

출처: 김명순 (2019). 놀이에 대한부정적 오해와긍정적 편견: 미래사회변화에서 ‘교육과정놀이’에대한
재개념화방향과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기조강연자료집, 48쪽, 가천대학교, 경기도. 



Thank You !
놀이는계획된, 획일적
행사나체험이아니라

아이들의
즐거운일상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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