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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부  유아의 동작교육 

1  동작의 정의

 동작이란 몸이나 손발의 움직임 또는 몸 전체 또는 부분별로 위치가 변하거나 자세

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작은 유아에게 삶의 전부이고 성장과 발달의 원동

력이 된다. 만일 유아가 제대로 동작을 못한다거나 동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유아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

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도 아이에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 목표 및 내용
01 동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익힌다.

 유아에게 동작이 왜 필요할까? 

02 동작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동작의 구성 요소란 무엇인가? 

03 동작 요소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유아가 동작 요소를 왜 인식해야 하는가? 

그림 1.1

유아와 동작

동작 :

動(움직일 동)

作(지을 작)

의사

소통

동작은

수단이다

건강 유지

증진

지적

발달

창의력

발달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교육적

발달

생각, 

감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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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유아는 늘 움직인다.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

하려는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건강한 유아일수록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유아에게 동작은 건강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은 전인적 발달의 수단이 된다. 그러므

로 유아기에 동작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동작의 구성 요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아가 동작을 신속하

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는 동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습

득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컴퓨터 작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

자. 컴퓨터로 PPT 작업을 하기 위해 전원 키를 누르면 컴퓨터는 켜지지만 최고의 

PPT 작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PPT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작업과 관련된 기능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작업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전

원을 누르면 세탁과 탈수만 되는 세탁기와 다양한 기능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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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의 기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

작 역시 동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

는 유아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아의 동작은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즉, 동작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유아의 동작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동작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인 루돌프 

본 라반(Rudolf von Laban, 1879~1958)은 동작을 기

능적인 동작과 표현적인 동작으로 구분하였다. 기능

적인 동작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쓰이는 동작

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동작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이영, 1995).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같은 짊을 나르는 사람들이 동작을 얼마나 

빠르게 했는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실적이 다른 이유가 동작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즉, 기능적인 동작은 같은 일이나 운동이 

같은 일이나 동작을 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

는 것이다.

표현적인 동작은 의사 표현 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쓰이는 동작으로 언어 발달

이 미숙한 유아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음식이 먹기 싫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돌리는 동작을 한다든지, 어딘가를 가

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무작정 앞으로 걸어간다든지, 장난감이 맘에 안 든다는 표

현을 할 때 말보다는 장난감을 던져버리거나 싫다는 표현으로 발버둥을 치는 등, 

유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주로 동작으로 표현하고 동작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유아가 기능적으로 또는 표현적으로 동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 동작교육학자들은 동작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

금까지 동작의 구성 요소는 동작의 틀(movement framework), 동작 개념(movement 

동작 요소에 대한 지식

을 갖고 있는 유아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동작은 차이가 

있다.

동작의 구성 요소는 동

작의 틀, 동작 개념, 동

작 변인, 동작 인식 등

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동작은 기능적 동작과 

표현적 동작으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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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작의 개념   7

concept), 동작 변인(movement variability), 동작 인식(movement awareness)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은심 외, 2010). 동작의 구성 요소 역시 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body), 노력(effort), 공간(space), 관계

(relationship)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그림 1.2).

유아에게 동작의 구성 요소에 따른 동작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유아는 동작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동작교육

을 담당하는 동작교육지도자는 동작의 구성 요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

고, 유아와 동작교육을 하는 동안 동작의 구성 요소에 대한 관찰 능력이 필수적이

다. 왜냐하면 유아의 동작을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동작의 구성 요

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즉, 동작 요소에 대한 지도자의 관심은 양

질의 동작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지금부터 동작의 

구성 요소로 신체, 공간, 노력,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2

동작의 구성 요소

표 1.1  동작의 구성 요소

학자 동작의 구성 요소

Gilliom(1970) 공간, 신체 인식, 힘, 시간, 흐름

North(1973) 시간, 힘, 무게, 공간, 흐름

Pica(1995) 공간, 형태, 시간, 힘, 흐름, 리듬

Purcell(1994) 신체, 공간, 노력, 관계

Slater(1993) 신체, 공간, 노력, 관계

공간

(where the body moves?)

신체

(what can you move?)

노력

(how the body moves?)

관계

(who, what to moves?)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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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유아는 신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한 동작 한 동작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신체에 대한 기능을 알게 되고 신체의 각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신체 요소는 신체 전체, 신체 부분, 신체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 전체를  

주제로 하는 동작 프로그램은 동작은 몸 전체가 움직이는 동작으로 대부분의 동작

이 포함된다.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은 이동성 동작들은 몸 전체를 공간 속에서 다

른 공간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이동 동작을 할 때 유아들에게 동작의 명칭과 

함께 동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유아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신체 부분을 주제로 하는 동작 프로그램에서는 유아가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

게 신체 부분별 명칭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신체 부위별로 동작이 강조되는 동

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신체 부분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체 부분 동작 프로그램에서는 신체의 한 부분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은 동작

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주로 제자리에서 하는 동작으로 

신체 한 부분의 동작을 하기 위한 몸의 중심 

또는 균형 유지를 위한 동작 지식이 습득될 

수 있다. 

신체 모양 동작은 유아가 몸으로 직선 모

양, 곡선, 꼬인 모양 등으로 동작을 하면서 신

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

게 할 수 있다. 신체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알

게 된 유아는 스스로 새로운 신체 모양으로 

동작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다. 유아들에게 신체를 알게 해 주기 위한 학

습 주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표 1.2와 같이 

구분된다.

유아기의 다양한 동작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

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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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작의 개념   9

2) 공간

유아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방향, 높낮이, 장소, 범위, 진로 등과 같이 공간과 관련된 지식을 유아가 갖고 있지 

않다면 유아는 동작을 하는 동안 잦은 충돌을 할 수 있고 공간 속에서 신체의 높낮

이를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동작을 경험하면서 공간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면 친구와 함께 자

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이나 다른 물체와 함께 여러 공간 속에서 쉽

게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Hoffman et al., 1981). 이와 같이 

동작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습득

해야 하는 것은 자기 공간과 일반 공간이다.

자기 공간은 다른 친구들의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자신의 몸 주변의 공간

을 알게 해 주는 것으로는 터널 속에서 걸어가는 동작이나 높이가 낮은 고깔 사다

표 1.2  신체 인식을 위한 주제와 개념(Gilliom, 1970)

요소 주제 개념

신체

신체 부분 

머리/목/어깨/가슴/허리/배

엉덩이/다리/팔/등/척추

팔꿈치/손목/손가락/손/발

발가락/발꿈치/발목/무릎/넓적다리

신체 표면 앞/뒤/옆

신체 형태 둥근 곳/좁고 곧은 곳/꼬인 곳

유아가 공간 지식이 없

으면 충돌 가능성이 높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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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부  유아의 동작교육 

리 아래를 기어가는 동작 활동 등이 적합하다.

일반 공간은 (벽을 제외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소로서 유아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공간의 높고 낮음, 넓이, 범위 등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 

동작은 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공간과 관련된 동작 프로그램이 제

공되어야 한다. 유아에게 알려 줘야 할 공간에 대한 주제는 표 1.3과 같다.

3) 노력

노력 요소는 동작의 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힘, 시간, 흐름 요소 등으로 

표 1.3  공간 인식을 위한 주제(Gilliom, 1970)

요소 주제 개념

공간

구간 자기 공간/일반 공간

방향 앞으로/뒤로/옆으로/위로/아래로

높이 높게/보통으로/낮게

범위 크게/보통으로/작게

바닥 똑바로/곡선으로/지그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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