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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초대의 글

존경하는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장 이연승입니다.
유아교육학문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회원님들, 참가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학문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는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포스트 디지털 시대, 구성주의교육 다시 생각하기 Ⅱ”라는 주제로 온라
인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지 못하는 아
쉬움은 있으나, 이런 온라인 형식의 학회도 상당한 장점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석
학인 메리언 울프 교수님(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을 모시고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도 온라인 학술대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춘계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해주신 메리언 울프 교수님(UCLA)의 ‘딥리딩’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히 그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여,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초대 회장이신 이경우 교수님(전 이화여대)을 모시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공존하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공감과 창안의 딥리딩(Deep Reading)으로 이끌어
주기’에 대한 기조강연과 ㈜티아이에듀 대표이사이신 박건령 박사님(University of Georgia, Early Childhood
Education, 철학박사)의 ‘포스트 시대, 구성주의 유아교육의 실천 : 이분법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의 미
래’에 대한 주제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중앙대학교 김민진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 책 읽는 아이들: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림책 읽기 활동’
과 서울개일초등학교 이현아 선생님의 ‘디지털 시대, 책 읽는 아이들: 유·초연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
례발표를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 구성주의교육 다시 생각하기Ⅱ’ 주제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 주제발표,
사례발표, 논문발표를 준비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학술대회의 운영을 위해 참여해 주신 사회자, 분과발표 좌장
분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증진되고, 더욱 많은 학문적 교
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만나 뵙는 날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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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일 정

내 용

09:00~09:20

등 록

09:20~09:30

개회사 이연승(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장, 경성대)

09:30~09:40

축 사 정정희(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경북대)

사회:유희정(한신대)

[기조강연]
09:40~10:30

百年之大計 : 공감과 창안의 딥리딩(Deep Reading)으로 리드(Lead)하기
이경우(이화여대 명예교수)

기조강연 Q & A

10:30~10:40
[주제발표]

포스트 시대, 구성주의 유아교육의 실천
: 이분법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의 미래

10:40~11:30

박건령( (주)티아이에듀 대표)

주제발표 Q & A

11:30~11:40

임시총회 및 점심시간

11:40~12:10

사회 : 김정준(총신대)
[사례발표1]

12:10~12:50

사회 : 권이정(공주대)

디지털 시대, 책 읽는 아이들: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림책 읽기 활동
김민진(중앙대)

사례발표1 Q & A

12:50~13:00
[사례발표2]
13:00~13:40

디지털 시대, 책 읽는 아이들: 유·초연계를 중심으로
이현아(서울`개일초)

사례발표2 Q & A

13:40~13:50

종합대전역 대전1호선토론

13:50~14:10

임수진(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장, 동신대)

구두발표 및 토론
14:10~15:10

15:10

Session 1
유아교육과정

Session 2
놀이와
교사지원

Session 3
유아
융합교육
폐회

Session 4
부모변인
연구

Session 5
기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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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기조강연】
세부 일정

주제

유아교육과정

놀이와 교사지원

유아융합교육

부모변인 연구

기타 연구

좌장

성소영(안양대)

현혜정(대구과학대)

김근혜(위덕대)

유선영(호원대)

이보람(부산경상대)

14:10
~
14:30

예비
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유아의
자유놀이 속
배움을 위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자기연구

이미진(경성대)

다움반 유아들의 코로나19 상황 속
애플리케이션을 영유아 어머니의
활용한
양육스트레스 및
음악적 경험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한 연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유미
고진영(한국교원대)
(표선초병설유치원) 이지영(한국교원대)
김영림
조부경(한국교원대) 김경철(한국교원대) (해피아이숲 어린이집)

유아교사의
그림책과 스마트
놀이중심
놀이지원역량과
디바이스를
교육과정으로
개정누리과정실행
활용한
학교현장
간의 관계에서
유아 STEAM
실습을 마친
교사–유아
프로그램 개발
14:30 예비유아교사들의
‘놀이지원자’ 역할
상호작용의
~
실행에
대한
매개효과
14:50
김래은(유원대)
경험의 의미
안혜정(제주관광대)
임수정(제주관광대)

통합교육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학위논문
14:50 중심으로 살펴 본
~
장애유아통합
15:10
중재프로그램
고찰
유희정(한신대)
15:10

보육교사의
사회적지지와
직업정체성,
이직의도와의
관계

양 루이송(경북대)

영유아기 자녀를
교실에서
둔 어머니의
일어나는 유아 간
페르소나가
갈등 유형과
행복감 및
교사 개입 전략
양육 스트레스에
탐색
미치는 영향

윤미승(경성대)

현혜정(대구과학대)
전유정(유원대)
송민서(서영대)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연구

유아교사의
유아교사와
그림책에 나타난
인공지능(AI)을 부모 협력에 관한
작가의
활용한 교육과정
동향분석
놀이정신과
운영 경험
교육적 의미

안영혜(창신대)

이종만(공주대)
권이정(공주대)

폐회

※ 분과별 접속 링크는 사전등록자 이메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구현정(창원대)
김민정(창원대)

박정미(경성대)
정지현(경성대)

정경미(총신대)
김정준(총신대)

정대련(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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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기조강연】
약력 소개

이경우

강연자는

미국 Bryn Mawr College 석사, 미국 Temple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보로냐 뉴미디어 국제심
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초대 회장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총체적 언어: 칼데콧 그림책 깊이 읽기 놀이>, <그룹 게임: 코딩과 컴퓨팅
사고 놀이> 등이 있다.

박건령

강연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학사, Harvard University, Arts in Education 석사 그
리고 University of Georgia, Early Childhood Education 철학박사를 받았다. Harvard Lab for
Developmental Studies, Snedeker Lab, RA 역임하였다. 현재 ㈜티아이에듀 벤처기업 대표이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편집부, 한국유아교육학회 국제학술부 이사를 맡고 있으며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민진

강연자는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사 및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 교육학과 철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린이
문학교육학회 회장 및 PECERA Associate Editor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유아문학교육>,
공저로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주요 논문으로는 <그림책 읽기에 기초한 학습 도구어 교육
활동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학습 도구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련 정보그림책에 묘사된
한국문화의 진정성에 관한 연구 : 미국 내 출판된 정보 그림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현아

강연자는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 학사 및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개일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며, 2018 학교독서교육 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2018 제5회 미래교육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미술교과서 및 지도서>, <그림책 한 권의 힘>,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 등이 있으
며, <그림책 디자인 도서관>, <위대한 깨달음>, <눈이 바쁜 아이> 등 다수의 그림책을 번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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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Ⅰ
유아교육과정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Ⅰ : 유아교육과정>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이미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299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운영실제 신념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비교적 놀이 운영 실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 및 학년, 실습경험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가치를 흥미, 배움, 창의성, 주도성이라는 키워드로 인식하였다. 또한 범주화 해본 결과, ‘긍정적
정서’, 유아 주도와 자율성,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는
놀이운영실제에 대한 신념이 높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가치에 대해 유아주도와 배움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극간을 좁힐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 및 교사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Key words) : 예비유아교사(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놀이운영실제 신념(belief on
play management practice), 놀이중심 교육과정 인식(recognition on play-oriented
curriculum)

Ⅰ. 서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놀이중심을 특징으로 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유아교육은
기본적으로 유아중심을 주창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 sat10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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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낯설지 않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놀이를 강조하였지만(박선혜, 2014)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교사가 계획하고 이끄는 대로 진행되어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임부연, 2017), 더욱이 국가수준 교육과
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들
은 생활주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김희진, 박은혜, 신은수, 이지현, 2010), 교육과정은 용어로
만 존재하여 실천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였다(성원경, 이춘자, 조인경, 2010). 이런 맥락
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와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것이다.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계획하지 않고 유아가 전개한 놀이에서도 교육과정의
성취가 나타나 교사는 유아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김순환, 오현주,
2019) 여전히 유아교사들은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낮고,
자신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민아, 2019). 그러나
실행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과정 신념을 실험하고 성찰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 안착되고 있다. 결국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신념이 어떻게 작
용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신념이 형성되는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비유아교사를 백지 상태로 보고 양성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을 들여다보다 이를 스스로 드러내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비교사들은 이미 학교교육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한 존
재로 다양한 교육적 맥락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들로 인해 자신의 교사로서의 역할의 일정한 틀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한 요
소인 ‘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놀이운영 실제 신념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예비유아교사
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인식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문항에 대해 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관점 내에서 연구대상자의 인식이 원활히 나타난
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서술식 문항도 포함하여 좀더 깊이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
교육 혹은 초임교사 지원 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문제1: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신념 실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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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및 근교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하고 있
는 예비유아교사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혹은 보육실
습, 3학기 이상의 참관 및 봉사 경험이 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적용할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유아교사의 놀이
운영 실제 신념,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인식이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학년), 실습기관 유형으로 구성하
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놀이 운영 실제 신념은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2004)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도구는 Cronbach’s α 계수가
.74이고, 놀이자료 및 환경을 구성하는 등 놀이운영실제에 대한 10문항, 놀이의 주도자인 학습자
로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의 실제 운영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N =299

<표 1> 놀이운영실체 신념 문항
문 항
1. 나는 교사가 유아의 독립심(자립심)과 자기표현을 격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2. 나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 활동 전이를 지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3. 나는 만약 유아가 교실에서의 규칙이 불공평하다고 하면 그 규칙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4. 나는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일과를 창조해야 하며, 이것은 책임감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믿는다.
5. 나는 유아들에게 자신의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면 유치원 생활
에서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6. 나는 유아들이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믿는다.
7. 나는 유아들의 감정과 의사결정과정은 항상 정당하고 타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8. 나는 유아놀이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그들 스스로 자신의 활동 내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9. 나는 만약 유아가 교실 규칙이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유아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수정
할 것이다.
10. 나는 유아들에게 교사에 의해 조직된 일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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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유아들이 교사가 지시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활동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믿
는다.
12. 나는 유아들이 활동의 주제와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13. 나는 유아들에게 각 활동의 시간을 말하고, 나의 계획에 맞추도록 한다.
14. 나는 유아들에게 활동을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15. 나는 친구에 대한 예절(친절, 정중, 존경)은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
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인식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설
정해두었다. 예비 연구 및 전문가 검토 진행 후 연구대상자에게 전화 혹은 대면으로 통해 연구목
적을 설명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서면과 google form으로 제작된 URL을 활용하
여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통계프로그램과 Excell 20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문항의 신
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유아교사의 놀이 운영 신념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응답을 Excell 파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읽어 내용을 중심으로 범
주화하였다.
놀이운영실제 신념에 따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인식하는 것의 차이를 보기 위해 집단
을 구분하였다. 놀이운영실제 신념이 높은 상집단과 낮은 하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규준기준평
균에 근거하여(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2005; Kelly, 1939) 유효 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집단
27%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를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놀이운영실제 신념에 따라 상집
단과 하집단으로 나눈 결과 표 2와 같이 상집단은 평균 4.33(SD=0.25)였고, 하집단은 평균
3.44(SD=0.18)이었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299

<표 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
놀이운영실제 신념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

92

4.33

0.25

하집단

81

3.4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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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은 평균 3.90(SD=.5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N =299

<표 3>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
문항

응 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200(49.5)

4.63

.57

54(13.4)

25(6.2)

2.97

.97

52(12.9)

142(35.1)

77(19.1)

3.88

.93

22(5.4)

68(16.8)

121(30.0)

88(21.8)

3.92

.90

1(0.2)

10(2.5)

52(12.9)

131(32.4)

105(26.0)

4.10

.83

6

0(0.0)

0.0(0.0)

16(4.0)

85(21.0)

198(49.0)

4.61

.59

7

1(0.2)

13(3.2)

29(7.2)

130(32.2)

126(31.2)

4.23

.82

8

0(0.0)

19(4.7)

73(18.1)

134(33.2)

73(18.1)

3.87

.85

9

0(0.0)

5(1.2)

37(9.2)

150(37.1)

107(26.5)

4.20

.71

10

7(1.7)

27(6.7)

107(26.5)

121(30.0)

37(9.2)

3.52

.91

11

0(0.0)

2(0.5)

50(12.4)

168(41.6)

79(19.6)

4.08

.67

12

0(0.0)

13(3.2)

64(15.8)

139(34.4)

83(20.5)

3.98

.82

13

23(5.7)

119(29.5)

106(26.2)

37(9.2)

14(3.5)

2.67

.95

14

6(1.5)

34(8.4)

110(27.2)

120(29.7)

29(7.2)

3.44

.89

15

0(0.0)

15(3.7)

50(12.4)

119(29.5)

115(28.5)

4.12

.86

3.90

.53

매우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비동의

1

0(.0)

0(0.0)

13(3.2)

86(21.3)

2

8(2.0)

96(23.8)

116(13.4)

3

4(1.0)

24(5.9)

4

0(0.0)

5

합계

또한 표 4와 같이 학교유형에 따른 놀이운영실제 신념은 3년제는 3.83(SD =0.44), 4년제는
3.93(SD =0.37)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1.41). 실습경험에 따른 놀이운영실제 신념은
교·보육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3(SD =0.40), 참관 및 봉사 경험만 한 경우는 3.93(SD =0.36)
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1.54).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학년을 대상
으로 하여 학년은 2, 3, 4학년으로 구성되었고 각 학년별로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F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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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놀이운영실제 신념의 차이
구
학교유형

실습경험

학년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3년제

80

3.83

0.44

4년제

217

3.90

0.37

교·보육실습

212

3.86

0.40

참관 및 봉사

87

3.93

0.36

2학년

56

3.85

0.37

3학년

198

3.89

0.41

4학년

45

3.88

0.34

t/F
-1.41

-1.54

0.21

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1)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운영실제 신념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키워드
분석
예비유아교사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
고. 기술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
시된 것처럼 흥미(39회), 배움(37회), 자율성(28회), 창의성(24회), 학습(22회), 스스로(19회), 행
복(19회), 즐거움(17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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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집단으로 분류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흥미(13회)로 가장 높
았고, 배움(10회), 창의성(9회), 스스로와 학습(8회) 순으로 나타났다. 하집단에서는 배움과 흥미
(11회)가 가장 높았고, 자율성과 창의성(10회), 스스로(8회), 경험(6회) 순으로 나타났다. 하집단
의 경우에는 빈도를 워드클라우드로 정리한 것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상집단

하집단

[그림 2] 상집단과 하집단의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기술한 내용을 의미를 중심으로 범주화한 결과, ‘긍정적 정서’, ‘유아주도 및 유아의 자율성’ 그
리고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긍정적 정서
대표적으로 즐거움, 재미,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유아가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몰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예비유아교사 1)

(2) 유아주도 및 유아의 자율성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아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진적한 유아중심, 유아주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서 유아의 자율성이 증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놀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
각됩니다(예비유아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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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를 통한 배움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통해서 필요한 발달을 이루고,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하며, 정서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도 습득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즉, 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확장된 놀이를 이끌어서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이 이루어진다(예비유아교사 3).
-유아가 놀이를 통해 스스로 깨달고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며 자신감, 자존감
이 향상되고 유아가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치롭습니다(예비유아교사 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운영실제 신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은 이상적인 유아교사의 역할 및 교육과정 운영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 초반 낮은 효능감을 보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
이다. 둘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놀이운
영실제 신념의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순위는 달랐지만 흥미와 배움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상집단은 창의성과 스스로가, 하집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념의 수준은 다르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롭게 생
각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실제 놀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신념에는 차이가 있어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을 염려에 둘 필요가 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 유아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유아주도 및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
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놀이를 통한 배움은 개정 누리과정에
서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특성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이론과
실제의 다름을 경험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므로 이러한 극간을 좁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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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Ⅰ : 유아교육과정>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들의 ‘놀이지원자’ 역할 실행에 대한
경험의 의미
안혜정*, 임수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서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분석하여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고찰하여 교사의 놀이지원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개의 상위범주와 각 2~3개의
하위범주로 추출되었다. 분석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서 놀이지원자 역할을
실행하는데 있어 놀이계획, 심화, 확장에 따른 교사의 개입여부, 놀이에서 찾는 교육적 의미부여,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실습기관과 지도교사와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 전 놀이교수효능감의 증진,
공동놀이자로서 상호작용의 기술, 놀이지원을 위한 유연한 사고력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놀이지원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와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Key words) : 놀이중심교육과정(Play-centered curriculum), 학교현장실습(school field practice),
예비유아교사(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놀이지원자(Play supporter)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 crystalp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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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 개정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 안에서 몰입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율성, 창의성 신장과
전인적 발달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이다(교육부, 보건복
지부, 2019) 유아 스스로 주도하여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놀이중심으로 일과를 편성하여 유아가 주도하
는 놀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에게 ‘놀이지원자’ 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
하고 있다(윤성운, 성은영, 2021).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
가수준의 기준과 지침을 기반으로 각 학급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고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경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방안을 계획· 실행하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1).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유아의 놀이 흐름을 들여다보고, 유아의 놀이의 의미를 파악하여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 교사의 놀이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직교사가 되어 유아들
의 놀이를 지원할 때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윤향미, 장영희, 2013).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는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직교사와 같
이 놀이지원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실습 기간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방향인 놀이
중심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학교현장실습이 이루
어지도록 실습기간 동안의 놀이지원자의 역할에 대한 질적인 논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학교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분석해봄으로써 추후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놀이지원자 역할 수
행에 따른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가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놀이지
원자’ 역할 실행에 대한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가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놀이지
원자’ 역할 실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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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J 특별자치도 J시에 소재한 K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들이다. 2학년과정 중 현장연구 교과목을 통해 부속유치원과 부속어린이집에서 15주차 동안 놀
이중심교육과정을 들여다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다. 이들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서 4주
간의 교육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 10명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5명씩 2그룹으로 나누어 3회 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개정누
리과정 운영에 대한 실습일지 및 저널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은 필요시에 개별면담도 시
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6월 10일 부터 9월 2일 까지 약 3개월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K 대학의 학과장과 조교수이며, 3학년 예비유아교사의 사전·사후 실습관련 전반을 담
당하였고, 3학년 1학기에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
명하고 연구 참여자를 선별할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로는 저널, 집단면담자료, 이메일, SNS 등
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현장실습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의 원
인을 분석하고 유아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수행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지원요
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 질문문항은 연구참여자가 놀이 실행 속 겪은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비구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야기 공유를 망설이거나 잘 표현
하지 못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Creswell, 2015). 그 외 면담 질문 문항에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과 면접 일
시와 장소 등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공간과 연구참여자의 응답과 이에 대한 연
구자의 자기반영(Self–reflection)을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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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는 학교현장실습 기관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어려움
으로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도 놀이지원자 역할에 대한 딜레마인 놀이계획,
심화, 확장에 따른 교사의 개입여부와 놀이에서 찾아야 하는 교육적 의미와 실습기관과 지도교
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습기간동안 유아들의
놀이주제가 매우 다양하여 물리적 놀이지원적 측면에서 놀이지원에서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요구로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놀이교수효능감 증진, 공동놀이자로서 상호작용, 다양한 매체활용과 교사의 유연한 사고력
증진에 대한 사전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경험
속에서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우선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다양한 교과목
을 통해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배운 바 있으며, 놀이지원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고 있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속 교사의 놀이지원자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4주 동안의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아들
의 놀이에 필요한 활동을 계획하고, 놀이의 심화와 확장을 돕는데 필요한 수업을 실행해 보았지
만,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의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이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이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교사의 개입이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확장시켜 놀이
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조예나(2021)
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유아의 놀이주제를 바라보면서 교사의 놀이지원을 유아의 입장에
서 생각하게 되고, 유아의 놀이를 교사 주도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놀
이가 유아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조운주, 2020). 따라서 놀이중심교
육과정의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가 양질의 지원을 위해서는 놀이지원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에서 찾아야하는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나타냈다. 이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시 교사가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살펴봄
으로써 진짜놀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임선아(2020), 오채선(2019)의 연구결과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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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놀이중심교육과정 속 실습생 입장에서 경험했던 고민과 불안감은 교
사가 되어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
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에 따른 교사의 책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이 가능한 교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예비유아교사가 놀이자료에 대
해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실습 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놀이지원에 대
한 관점을 물리적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윤성운, 성은영(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으며, 교사가 바라보는 놀이에 대한 관
점에 따라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실행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물리적 지원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놀이자료 지원의 한계, 지도교사와의 가치관 차이, 놀이에 대한 딜레마 등의 어려움
을 호소하였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에게 놀이자료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원장의 가치관과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이성희(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예비유아교
사들이 경험을 하면서 유아들의 놀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주어야 하
는지, 유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또한 더 즐겁게 놀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지원할
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임명희, 2021) 아직 예비유아교사들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
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가치관과 의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현장실습을 마친 후 서로
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점과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회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 경험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부터 교사의 놀이지원자 역할
에 대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지원자로서의 성공적 실습을 위해 풍부한 현
장경험을 통한 놀이교수효능감 증진, 공동놀이자로서 상호작용의 기술 습득, 다양한 매체 활용
과 더불어 교사의 유연한 사고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놀이상황에서 자신의 교수행
동이 유아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하고,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고 믿는 놀이교수효능감
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의미 있는
놀이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전략 및 상호작용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교수효능감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
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일지작성이나 계획안 작성
등 수업을 위한 준비보다도 유아의 놀이지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유아들이 직접 놀이하는 과정을 본 적이 없고, 상황에 따라 매 번 달라지는 유아의 놀이를 미루
어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아의 놀이는 미리 계획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므로 지원의
차원에서도 난감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놀이지원에 앞서 교사 스스로 놀이방법을 알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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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도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아들의 놀이를 심화, 확장시켜주기 위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다양한 교과목 속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속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도방향에 대해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 교육에서 실제 유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유아의 놀이를 실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
요가 있음을 나타낸다(이선경, 송미정, 2020). 실습을 나가기 전, 놀이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해 유
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며, 만약 모의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더
라도 다양한 집단형태와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통한 놀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 시연을 통해 유아 주도성을 높이고 교사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유아 놀이중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권혜진(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놀이공동자로서 함께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고, 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보다 놀이 속 유아들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하는데 실습생들은
놀이 도중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가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교사가 놀이시간에 놀이공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기술을 습
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힘과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
다(윤민아, 2019). 왜냐하면 진정한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을 실천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가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놀이의
질이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곽향림, 2009).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들이 놀이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놀이 속 행동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유아
행동 관찰을 통해 유아의 놀이 속 유아들이 경험하는 것과 스스로 배우는 점 등을 파악한 뒤 그
단서들을 통해 놀이가 심화 및 확장되도록 상호작용을 해주고 적절히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조운주, 2020: Hyun & Marshall, 2003). 하지만 단기간에 이 역
량을 갖추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성을 반영하여 유아들의 놀이 영상이나 직접적인 현장방문
을 통해 놀이관찰 및 기록, 분석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의 수업 속에서 유아의 놀이를 이론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유아 놀이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더욱 그러하다. 학교현장실습은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유아들과의 구체적 실제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실습기관과 교사양성교
육 과정에서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간극을 예비유아교
사들이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실습 현장과 교원양성기관에서 함께 지원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임미선, 김현자, 서화니(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매체활용 능력과 매체를 대하는 교사의 유연한 사고력을 갖춘 예비유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놀이개입, 놀이참여, 놀이지도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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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관찰과 기록방법, 놀이의 의미 파악, 놀이 상황에 따른 개입방법과 상호작용 전략 및 놀이개
입의 적기 등 다양한 놀이지원에 따른 전문적인 실천적 지식을 축적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지원으로써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매체에 대한 유연한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놀이지원방안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모의수업 시
연의 과정도 놀이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놀이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갖기 위한 현장과 밀
접한 학기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놀이지원에는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가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격려, 미소, 공감의 표정을 보이거나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정서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 놀이를 관찰하다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이나 제안을 건네 보는 등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언어적 지원과 공간구성을 바꾸어주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환경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행력이 높은 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
과 교원양성과정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직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놀이지원자로서 교사
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아의 놀이 흐름을 읽고, 유아 놀이의 의미를 파악하여 놀이를 지원하는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윤성운, 성은영, 2021),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현장
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현장성을 반영한 수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개정 누리과
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놀이지원자’로 강조됨에 따라 현장에 있는 지도교사들도 실행에 있어 많
은 혼란과 막연함, 불분명한 기준제시, 불안감을 보이기 때문에(김대옥, 2021: 김영옥, 2020: 이
양숙, 하양승, 전홍주, 2020) 예비유아교사들은 보다 더 체계적인 현장 반영의 경험이 필요하다.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주체로서의 교사는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변함없
이 똑같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평범한
일상과 유아의 놀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사의 새로운 시각은 교실 영역
에 대해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거나 항상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놀이가 아닌 새로운 놀
이가 창조되거나 그 동안 함께 보고 읽었던 그림책이 어느 순간 새로운 놀잇감으로 변신(김지성,
김경철, 2021)하게 한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사
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고력이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유아들에게 커다란 변화
를 불러올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현장실습 경험을 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보육실습
에 대한 경험을 다룬 논문은 아직 부족하다. 보육실습기관인 어린이집은 2019 개정 누리과정으
로 만 3~5세에 해당하는 연령반은 적용이 되었으나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시점은 2020년
3월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만 0~2세 연령에 따른 놀이중심교육과정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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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바라보는 놀이지원자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예비유아교사들이 시간이 흐른 뒤 교사가 되어서도 놀이지원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셋째,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들의 어려움과 고찰을 토대로 향후 교
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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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Ⅰ : 유아교육과정>

통합교육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학위논문 중심으로 살펴 본
장애유아통합 중재프로그램 고찰
유희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학위논문 중심으로 장애 유아 통합 중재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07년부터 2021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장애 유아 통합교육, 통합
프로그램, 중재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본 연구에 부합한 논문 93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기술통계치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장애 유아 통합 중재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 수가 많다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보였다. 그러나 치료중심 중재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중재 프로그램은 교육 중심, 활동 중심,
치료중심으로 나누어 독립변인을 살펴본 결과 활동 중심 중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활동이
독립변인으로 적용되었다. 종속변인은 교육 중심 중재에서는 장애아 이해와 수용 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활동 중심 중재에서는 사회성과 관련된 변인이, 치료중심 중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행과정에서 대상은 만5세아 대상이 많았으며 실행 기간은
16회~20회기 적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설계는 비교집단에서는 t-검증으로 자료
분석을, 단일짐단에서는 중다 기초선 설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성으로는 비장애아와 교사,
학부모는 장애아 이해와 수용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장애아는 사회적 관계, 언어능력, 자기 표현력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통합교육 현장에
실행됨으로써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 장애 유아 통합(Integr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중재 프로그램(Arbitration
program), 연구동향(Research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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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2007년 5월 25일 제정되고 2008년 5월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으로 0∼만2세 무상교육과 만3세∼5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통합시설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장애 유아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장 상황에서 질적 향상은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교사들은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의 통합학급 운영에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으며(정경화, 2022), 실제로 교사
뿐 만 아니라 비장애 유아, 장애 유아에게도 통합교육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기
관에서는 이러한 만성적 문제행동 예방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장애 유아 통합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현재 존
재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유희정,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장
애 유아 통합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동향,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동향, 프로그램 실행과정, 연구설계, 효과성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추후 이를 통해 향후 심도
있는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애 유아 통합학급에 중재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실행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 연도별 연구 경향은 어떠한가?
장애 유아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장애 유아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장애 유아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 연구설계 및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논문 선정기준과 절차
첫째, 검색용어로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 ‘중재 프로그램’를 검색하였다. 둘째, 장애 유아 통
합교육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연령인 0~만 5세로 설정하여 그들의 중재 프로그램을 일차적으
로 선별하였다. 셋째,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중재 프로그램이 유아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아에
게 도움을 주려는 교사,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이라면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93편의 연
구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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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장애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박지윤(2018)의 자폐성 장애 영유아 관련 실험연구 동향 분석연구
와 이지연(2012)의 장애 이해 교육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관련 문헌 분석 논문의 준거를 수정,
보완하여 본 논문의 분석 기준틀을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예비분석을 한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가 87.5%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아 통
합 중재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에 게재된 논문의 동향 분석은 기술통계치인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위논문 연도별 동향
2007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각각 22편(23.6%)으로 총 93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013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논문 학위
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논문은 82(88.2%)이고 박사학위논문은 11편(11.8%)으로 석사
학위논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유형과 그에 따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동향
1) 프로그램 유형별 연구 동향
활동 중심 중재 프로그램이 61편(65.6%)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중
심 중재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편, 25.8%). 치료중심 프로그램은 8편으로 8.6%에
그쳤다. 치료 중심프로그램은 2007~2012년까지는 한편도 나오지 않았다가 2013년부터 꾸준히
발표되었다.

2)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분석
독립변인의 다양성은 활동 중심 중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독
립변인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협동할 수 있는 독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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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시되었다. 교육 중심 중재에서 종속변인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장애아 이해와 수용 태도
(14편)였으며, 활동 중심 중재에서는 사회성 관련 종속변인이 37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치
료중심 중재의 종속변인은 친사회적 행동(3편), 자기표현력(2편), 눈과 손의 협응력(2편) 순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실행과정
1) 연구 대상 분석
장애 유아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 연구대상을 단일대상과 복합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단일대
상 유아는 연령별로 나누었다. 그 결과 만 5세 대상 논문이 59편(63.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
다. 반면 학부모 대상과 복합대상 연구는 각각 1편(1.1%)에 불과했다

2) 프로그램 실행 기간
프로그램 실행 기간은 총 10회에서 20회 이상까지 폭넓은 기간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20회가 33편(3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회 이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은 20편
(21.5%)이 있었다.

4. 프로그램 연구설계 및 효과성
1) 프로그램 연구설계 및 자료 분석
교육 중심 중재는 비교집단으로 실행한 논문이 17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활동 중심 중
재는 단일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중심 중재는 단일집단 설계로 연구한 연구만
있었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교육 중심 중재는 비교집단에서는 t-검증으로 자료를 분석한 논문
이(14편), 단일집단에서는 기술통계치 자료 분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편). 치료중심 중재에
서는 기술통계치와 사례분석을 함께 분석한 연구가 7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효과성
장애아의 이해와 수용 태도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살핀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심 중재에서 장애아 또는 통합학급
에서 실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중심 중재를 실시한
장애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뿐 만 아니라 자기표현, 눈과 손의 협응력이 향상되는 효과성이 나타
났다. 효과성의 연구는 연구를 실행한 후 2~3주 후에도 효과성이 유지되었는지 연구한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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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유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살펴본 결과, 연도별 동향은 2013년을 기점으로 연구 수가 줄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치료 중심 중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독립변인 동향은 교육 중심 중재에서 장애
에 대한 이해를 위한 변인이 많았으나 가정연계, 협력 교수 프로그램 및 행동지도와 같은 독립변
인 연구도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은 대부분 장애 이해 및 수용태도에 대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
는 아직도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다. 다음으로 실행과정에서 연구 대상은 만5세 대상 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교사, 학부모
대상은 각각 1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중재 프로그램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비교집단으로 실행
한 논문의 대부분에서는 t-검증으로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단일집단에서는 기
술통계치 자료분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자면 점차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유아가 미래사회로 갈수록 많
아지고 있으므로 통합학급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통합학급
에서 유아기는 발달상 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올바르게 표현하며 협동하며 놀이할 수 있
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유아 대상 뿐 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유아 통합의 올바른
이해와 지원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적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
후 중재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와 함께 관찰, 사례분석 등 질적 평가가
균형 있게 사용되기를 요구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방향성 설정과 현장적용에 있아사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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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Ⅱ : 놀이와 교사지원>

유아의 자유놀이 속 배움을 위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자기연구

김유미*, 조부경**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자유놀이 속 교사의 언어적 지원 실천과정에서 교사의 자기성찰 경험과
이러한 성찰 경험이 유아 교사로서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 연구로
2022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반성적 저널, 비판적 동료와의 대화, 놀이기록, 비디오 녹화, 사진 및
녹음, 유아 면담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위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 성찰 경험은 ‘가져야 할 책임과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균형 찾기’, ‘틀리더라도 유아의 배움
인정하기’, ‘유아의 놀이 맥락 온도에 맞추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이 교사로서 나에게 주는
의미는 ‘나만의 적절함 찾아가기’, ‘배움이 아닌 배움 성향으로 나아가기’, ‘비판적 동료와 차이를 넘어
함께 성장하기’, ‘언어적 지원에 내재된 철학 바라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언어적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위한 언어적 지원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Key words) : 배움(Learning), 교사의 언어적 지원(Teacher’s Verbal Support), 자기연구(Self-Study)

Ⅰ. 서론
놀이는 유아의 삶 속에 있으며 유아들을 교육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역시 유아 교육의 본질인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시대의

*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 bcho@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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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놀이 속 유아의 배움과 이를 연결하는 교사의 역할이 재강조되었
으나(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여전히 교사의 놀이 지원은 유아의 창의적 놀이와 배움을 제한
하기도 하며(김수정, 2002) 유아의 배움을 위한 적절한 지원은 어려운 과제(유상희, 2021)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자기 연구를 통해 교사의 실천과정 속 자기성찰 경험과 유아 교사로서의 나에게 주는 의미를 탐
구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연구 현장
연구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놀이 속에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의 적절한 언어적 지원과 진정한 배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교사인 나의 내적 독백을 따라가며 놀이 속 배움을 위한 언어적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전
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 유아는 S시 소재 병설유치원 만 4, 5세 혼합 연령반인 H반 유아 22명(남아 8명, 여아 14
명)이다. 연구 시작 전 보호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
비판적 동료는 교사 3명으로, 연구자와 함께 혼합연령 학급의 교육환경을 공유하며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였거나 언어적 지원 관련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H반의 놀이 공간은 교실, 비어있는 옆 반 교실, 화장실, 복도, 계단까지 활용했고 개별 유아들
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의 자유 놀이를 진행하였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의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유아 및 비판적 동료와 함께한 활동 실행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주간 매주 1회씩 교사의 언어적 지원 장면 자기관찰, 문제 제기,
해결방안 모색, 개선실행, 변화·성찰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자기관찰’ 과정은 매일 1시간 이상의 교실 속 자유 놀이 시간에 행해지는 연구자의 언어적 지
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언어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뿐 아니라 마지막 연구 과정의
변화·성찰 과정에서 모색된 해결방안이 유아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문제 제기’ 과정에
서는 ‘자기관찰’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비판적 동료와의 대화와 반성적 저널 쓰기 등
을 하며 문제점을 명료화하였다. ‘해결방안 모색’ 과정에서는 앞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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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저널 검토, 놀이기록 자료 분석 등 연구자 혼자만의 대화 또는 비판적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선실행’ 과정에서는 앞서 모색한 해결방안을 다음 자유 놀이 시
간에 적용해보면서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녹음, 녹화하였다. ‘변화·성찰’ 과
정에서는 1주일간 이루어진 연구 과정에서 얻은 변화와 도출된 결과를 성찰하며 교사의 언어적
지원 중 변화된 부분과 변화에 영향을 준 증거를 찾았다. 이러한 전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자기관
찰’ 과정으로 돌아가 변화·성찰의 적합성과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의 과정은 반복, 순
환, 누적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토대로 실행의 변화를 노력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반성적 저널 쓰기(A4용지 101장)는 연구자가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위한 언어적 지원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문제점, 교육철학과 지원 경험에 대한 성찰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였다.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언어적 지원에 대한 반성, 성찰,
교육철학 등 연구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비판적 동료와의 대화(A4용지 382장)는 문
제 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의 과정에서 주 1회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비판적 동료들
과 연구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며 연구자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유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A4용지 22장)을 1회 실시하였으
며, 유아들이 놀이 속 상황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연구자와 놀이하는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으로 교사와의 대화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외에 매일 자유 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언어적 지원에 대한 녹화(17시간), 녹음(168분) 및 사진(48장), 연구자
의 놀이기록(A4용지 231장)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과정과 함께 전 자료의 전사화, 주제별 약호화를 수행하여 반복적으로 읽
으며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 및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최종 범주와 유의미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위한 언어적 지원 실천과정에서 교사의 성찰 경험
가. 가져야 할 책임과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균형 찾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반
성적 저널을 통해 연구자는 유아의 학습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지, 나는 유아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고민은 교사가 생각하는 정답과 요구를 질문 속
에 숨기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질문에 유아는 대답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 자리를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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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며 질문을 바꾸어 다시 질문하는 과정
을 반복하였으나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판적 동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언어적 지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책임감은 질문하기와 같이 ‘교사가 말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언어적 지원에서 ‘기다리기’가 중요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의 강박을 내려놓기 전까지 끊임없는 말하기는 멈추기 어려웠다. 책임
의 강박을 내려놓으니 온전한 책임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의 놀이 속 도전
과 배움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마음 내려놓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가 가져야 할 책임
과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은 유아들을 성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
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지원이 된다.
나. 틀리더라도 유아의 배움 인정하기: 연구자는 비판적 동료와 대화 중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전수되는 지식이 과연 놀이 속 배움을 뜻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놀이 속 배움은 무엇
을 뜻하는지 고민하였다. 진정한 배움을 기대하면서도 연구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답을 요구하
거나 유아의 사고를 확장한다는 미명 하에 ‘왜 그렇게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 하는 모습을 돌아
보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왜’를 지우고 ‘선생님에게도 알려줘!’와 같은 언어적 지원을 하
면서 연구자는 유아에게 배우는 언어적 지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
구자는 유아가 놀이 속에서 배운다는 것은 사회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유아의 노력, 자발성, 주도성 등이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에게 틀
린 답이란 사회적 지식의 잣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다. 유아의 놀이 맥락 온도에 맞추기: 연구자는 놀이기록을 살펴보던 중 진정한 놀이가 발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놀이 지원을 했으나 유아가 어떤 놀이의 맥락 안에 있는지 이해하려 않
았던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유아의 놀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연구자의 지원은 오히려 유
아의 놀이 몰입을 방해했다. 이에 ‘유아들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놀
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싶은 걸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유아의 놀이
맥락과 유아가 갖고 있는 생각, 의도 등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
다. 즉, 교사는 언어적 지원을 시작하기 전 유아의 놀이 맥락과 관련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유아의 놀이 맥락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교사로서의 나에게 주는 의미
가. 나만의 ‘적절함’ 찾아가기: 연구자는 문헌 공부를 하며 가장 많은 표현으로 활용되는 ‘적절
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답답함을 느꼈다. 무엇을 근거로 ‘적절함’을 정의하는지, 현장에서 어
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정답이 없는 놀이 속에서 만능 해결 방법으로 들리는 ‘적절함’의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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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적절함을 ‘교사가 가진 철학, 교육관,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 등에 부합되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신념을 가진 유아 교사
와 다채로운 요구를 가진 유아들이 공존하는 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절대적인 ‘적절함’의 정답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 배움이 아닌 배움 성향으로 나아가기: 연구자는 반성적 저널, 비판적 동료 면담 등을 통해
연구를 통해 잘못된 생각이라면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인정
하지만 자기 생각을 잃지 않기, 틀리더라도 자신의 탐구를 즐기는 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끈기,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향, 사색 등을 유아들에게 바라는 배움에 대한 태도와
성향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배움은 지식과 기술이라기보다는 배움의 태도,
동기 등으로 표현되며 연구자는 이러한 배움 성향을 배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 비판적 동료와 차이를 넘어 함께 성장하기: 연구자와 비판적 동료는 같은 장면에 대한 유
아 평가 등 관점의 차이를 경험하며 서로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그
차이를 넘어 동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라. 언어적 지원에 내재된 철학 바라보기: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어떻게 언어적 지
원을 해야 하는가?’에서 벗어나 ‘무엇을 근거로 유아들에게 언어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
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사의 언어적 지원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그치지 않고 유아
를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과 태도가 담겨 있음이 내게 새롭게 부각되었다.

Ⅳ. 결론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을 위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은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교사 철학과 신념의 집약체임을 알 수 있다. 또, 유아의 자유 놀이 속 배움
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립과정이 필요하며 교사의 언어적 지원을 점검하는 과정은 순환적
이고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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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Ⅱ : 놀이와 교사지원>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윤미승*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SPSS 25.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교사-유아상호작용은 개정누리과정실행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Key words) : 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s), 놀이지원역량(supporting play competency), 교사유아상호작용(teacher-child interaction), 개정누리과정실행(2019 Nuri-curriculum execution)

Ⅰ. 서론
최근 교사와 유아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2020
년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2019 개정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놀이를 지원해야
하는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
량으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놀이를 활성화하는 방법, 기술, 태도 및 성향을
의미한다(조운주, 2020). 특히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실행을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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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놀이를 변화시켜가고 확장해가기도 하는데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
은 교사-유아상호작용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2019 개정누리과정 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유아교사의 놀이실행
역량, 교사-유아상호작용, 개정누리과정의 상관을 알아보고 둘째, 유아교사의 놀이실행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교사·유아상호작용

놀이지원역량

개정누리과정실행

[그림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유아교
사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되는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0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N=303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연령

구분

N (%)

20대

136(44.9)

30대

151(49.8)

40대 이상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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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국공립유치원

68(22.4)

기관

민간유치원

156(51.4)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31(10.2)

민간어린이집

48(15.8)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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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1년 이상∼3년 미만

130(42.9)

3년 이상∼8년 미만

153(50.5)

8년 이상

20(6.6)

변인

경력
전체

변인

학력

구분

N (%)

3년제대학 졸업 이하

127(41.9)

4년제대학 졸업

129(42.6)

대학원 졸업

47(15.5)

303(100)

303(100)

2. 연구 도구
가. 놀이지원역량
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연수(2017)의 유아교사용 수업역량문
항을 근거로 놀이전공 교수와 유아교육과 교수 2인과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놀이지원역량 척도는 내적동기(3문항), 교사정서 및 태도(5문항), 놀이지
원 개선 노력(4문항), 지식(5문항), 놀이목표(3문항), 놀이설계(3문항), 놀이운영(5문항), 놀이환
경조성(3문항), 유아평가(3문항)의 9개의 하위요인과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나.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곽민영(2020)이 선행연구(Bredekamp & Apple, 1986;
Howes & Smith, 1995)를 기반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는 정서
적 상호작용(10문항), 언어적 상호작용(10문항), 행동적 상호작용(10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유아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종명(2020)이 개발한 2019 개정누
리과정 놀이실행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유아
교육과 교수 2인의 검증 받았다. 문항의 구성은 일과편성(13문항), 교수학습(22문항), 평가(5문
항)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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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을, 변인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 교사-유아상호작용, 개정누리과정 실행의 상관관계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전에 이들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교사-유아상호작용 간의 상관은 r=.727(p ‹. 001),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간의 상관
은 r=.558(p ‹. 001), 교사-유아상호작용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간의 상관은 r=.498(p ‹. 001)로 나
타나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놀이지원역량

놀이지원역량

1

교사-유아상호작용

.727**

교사-유아상호작용

개정누리과정실행

1

**

.558

.498**

1

M

117.10

103.18

135.62

SD

20.95

18.55

23.19

왜도

-.482

-.249

-.041

첨도

-.283

-.156

-.130

개정누리과정실행

**p ‹.01

2.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는 1.00∼7.11으로 회귀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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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10 이하, 문수백, 2009). 또 Durbin-Watson는 1.433으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기준 값 2에 근접하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통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N =303)

<표 3> 교사-유아상호작용이 개정누리과정 실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교사-유아

놀이지원

상호작용

역량

개정누리

놀이지원

과정 실행

역량
놀이지원

개정누리

역량

과정 실행

교사-유아
상호작용

B

β

t

SE

R2

F

VIF

.821

.927

44.217***

.019

.85

1955.153***

1.00

.586

.529

4.780***

.060

.64

22.846***

1.00

.286

.258

3.693***

.156
.69

13.679***

7.11

.166

.192

2.041

***

.179

p ‹. 0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이 종속변인인 교사-유아상
호작용을 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55.153,

p ‹. 001).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이 종속변인인 개정누리과정 실행을 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2.846 p ‹. 001). 3단계는 독립변인인 놀이지원역
량이 매개변인인 교사-유아상호작용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개정누리과정 실행의 예언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그 결과 놀이지원역량과 교사-유아상호작용이 개정누리과정 실행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69%로 2단계에서 놀이지원역량이 개정누리과정 실행을 64% 설명하는 것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F=13.679, p ‹. 001). 여기서 나타난 놀이지원역량의 표
준화계수(β )는 .258로 2단계에서 나타난 놀이지원역량의 표준화계수(β ) .529보다 그 값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은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실행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35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개정누리과정 실행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과 개정누리과정 실행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은 긍정
적인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을 때 개정누리과정 실행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개정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놀이지원역량 뿐 아니라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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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Ⅱ : 놀이와 교사지원>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연구
안영혜*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현직교사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포토보이스 연구절차 즉 준비단계, 조사단계, 분석단계, 공유단계의
4단계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 포커스 인터뷰 자료, 개별면담자료 등의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중에는 일상생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중에는 준비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중에는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놀이중심교육 현장이해 및 기초자료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 포토보이스(photovoice), 영유아교육기관(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놀이(play), 놀이중심교육(play-centered education), 하루일과(daily schedule)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중심, 놀
이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주요 시점이었으나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개정 보육·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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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되면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사연수 및 현장사례 발표를 통
해 좋은 모델링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이 이루어졌으
나 코로나 펜데믹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교사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효과적인 개정
보육·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
정 보육·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된 지 3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실제로 놀이중심교육이 현장
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놀이중심교육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 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교육이 제대로 실행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놀이상황에 따라 하루 일과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활동중심교육과 놀
이중심교육에서의 하루 일과 운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교
육기관 유형별 하루 일과 운영을 중심으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향
후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교육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C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직교사 5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평소에도 놀이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에 대
한 공감과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본 연구 참여를 계기로 놀이에 대한 철학을 확고히 하
고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
하게 되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고유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영유아들의 놀이상
황과 맥락 속에서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포토보이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준비 단계

2단계 : 조사 단계

3단계: 분석 단계

•사전모임단계
- 연구목적 및 주제 안내
- 사진 선정 및 촬영 방법
안내
- 유의사항 안내

•연구주제관련 사진 촬영
및 포크스 그룹 인터뷰
- 사진 촬영 및 설명문 작성
- 사진 소개 및 놀이 경험
과 의미 발표
- 포크스 그룹 인터뷰 실시

•사진 분석
- 사진

고르기
- 맥락화

하기
- 범주화

하기

[그림1] 포토보이스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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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유 단계
•사진분석내용 공유
- 분석내용

공유
- 삼각검증

& 동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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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1회 총 6회의 모임과 1회 개
별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영유아 보육·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
의 놀이 사진을 찍어 선택한 사진 자료, 모임을 통한 토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녹음하
여 전사한 자료, 개별 면담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
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경험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
한 사진을 선정한 후 사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모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둘째, 선정된 사진
과 전사하여 문서화된 자료를 연결 지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반복적으로 읽어 가며 의
미 있는 어휘들을 초기 주제어로 도출하였다. 셋째, 초기 주제어를 중심으로 맥락화한 후 연구목
적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요 주제어들을 생성하였다. 넷째, 주요 주제어를 포괄하는 핵
심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상생활 놀이
1) 반복 속에서의 배움
연구 참여자들은 등원, 손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낮잠 자기, 간식
시간, 점심시간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시간을 일상적인 놀이
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며, 반복 속에
서의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준비된 놀이
1) 놀이의 연계
연구 참여자들은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도 중요하지만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 속에서 대소집단 모임을
통해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하기도 하고 놀이계획을 세우는 등의 시간
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하루 일과 속에 적어도 1-2회 정도는 대집
단 모임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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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영유아들의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의 놀이에 대한 다양한 인식 및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고정관념
변화 등이 필요하며 진정한 놀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들을 지켜보고 기
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정보와 경험도 공유해 나가며 놀이를 확장
하며 스스로 배워나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자유로운 놀이
1) 자유로운 시간
연구 참여자들은 놀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웃음, 재미, 자
유, 친구, 놀잇감, 자발성, 의식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표현했으며 놀
이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영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놀이시간의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일과 시간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었다.

2) 자유로운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시간이
많아지니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놀이가 확장되니 장소의 제약
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복도, 유
희실, 바깥 놀이터 등 놀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활용된다고 하였다.

3) 자유로운 놀이선택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놀이 선택은 이전에도 영유아들에게 많
이 허용해왔으나 놀이시간, 공간, 방법의 제약으로 충분한 놀이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활동중심교육에서 자유
선택놀이는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놀이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자유롭
게 선택해서 놀이가 이루어졌다면 놀이중심교육에서 자유놀이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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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이 놀이시간, 공간, 방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놀이의 선택권이 확장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4) 자유로운 놀이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놀이중심교육이 실행되면서 교구사용 시 영유아
들이 정해진 교구사용방법에 따라 놀이를 하지 않아도 허용하게 되
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들의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까지 놀이 시 강조해왔던 놀이방법과 규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중에는 일상생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들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시간을 일상적인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며, 반복 속에서의 배움을 교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상 활
동 시간도 놀이시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개정 보육·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교
육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이 일상적인 활동도 놀이로 인식하며 놀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범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중에는 준비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놀이중심교육
이 실행되고 있지만, 전날 실행된 놀이를 중심으로 사전에 영유아들과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미
리 예상놀이를 생각해두고 있으며 놀이의 연계나 확장을 위해서는 준비된 놀이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 일과에서 준비된 놀이와 자유로운 놀이가 모두 나타
나고 있었다. 이는 개정 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교육에서는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가 더 강조되고 있으나 놀이의 연계나 확장을 위해서는 준비된 놀이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중에는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사가 계
획한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놀이시간, 자유로운 공간 활용, 자유로운 놀이선택, 자유로운
놀이방법으로 영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자유로운 놀이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정지은(2021), 진다정과 이승연(202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던 학습을 목적으로 의도된 자유스러운 놀이 운영의 문제를 제시
하고 있으며(문미옥, 2008), 진정한 놀이를 위해서는 비구조적인 자유놀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임부연 외, 200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놀이시간의 자유로움, 공간 활용의 자유로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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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의 자유로움, 놀이방법의 자유로움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놀이가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구조적인 놀이보다는 비구조적인 자유로
운 놀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정 보육·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교
육이 영유아 교육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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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반 유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적 경험에 관한 연구
고진영*, 이지영**, 김경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의 하나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유아들의 음악놀이 경험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S시의 다움반 유아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8주에 걸쳐
참여관찰, 면담, 문서,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다움반 유아들은 음악
애플리케이션 크롬뮤직랩의 송메이커(song maker)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클릭 한번으로 음악의
세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둘째, 음악 애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악기와 소리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악기가 내는 소리를 탐색하면서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송메이커(song maker)와 칸디스키(kandinsky)를 통하여 유아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만들어내는
음악으로 이전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음악적 표현을 해나갔다.
주제어(Key words) : 음악(Music),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음악적 경험(Music-related experience)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Ⅰ. 서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접하는 이 시대의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유아들
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매체가 아닌 놀잇감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유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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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영·유아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매체를 이용하거나 놀이하는 경험의 과정을 즐기고 있
으며(김경철, 오아름, 2021),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육 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재조명한 연구(임은
미, 2012)에서는 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
을 활용한 교육적 효과 증진으로 연구의 방향 전환에 대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최근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적 매체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이루
어지고 있다. 유아음악교육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수 매체로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고 있
지만(명미라, 2019) 유아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고 감상을 할 뿐 ‘음악 만들기’와 같은 창조
적 표현활동은 여전히 잘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성윤, 김권일, 김영옥,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개발된 구글 크롬 뮤직랩(google chrome music lab)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경험안에서 다움반 유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적 경험을 들여다보
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다움반 유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적 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S시의 어린이집 다움반 유아 10명이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주 2~3회 참여관찰이 진행되었으며 자유놀이시간,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에 관찰을 진행
하였다. 노트북 1대, 태블릿PC 2대를 3∼4명의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자유롭
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작방법을 설명해주었다. 유아들이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 비디오 녹화를 실시하였으며 녹음
및 촬영한 내용과 유아 면담, 교사 면담에 관한 내용을 2∼3일 내에 전사하였다. 참여관찰과 전
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메모하여 담임교사에게 질문하였다.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범주화
를 하였으며 그 결과 코딩된 최종 범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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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중주제

클릭으로 만들어지는 음악
간단한 조작으로 만드는 음악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다양한 악기로 음악 만들기

주제

다움반 유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적
경험에 관한 연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험의 장

보는 음악
만들어내는 음악
움직이는 음악

여러 모습을 띈 음악

Ⅲ. 연구 결과
다움반 유아들의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음악 애플
리케이션 크롬뮤직랩의 송메이커(song maker)를 통하여 클릭만으로도 음악의 세계로 발돋움하
고 있었다.
현지: 그냥 했는데 완전 이상한 음악이 만들어졌어.
우주: 완전 웃겨!
교사: 우주야~ 뭐가 그렇게 웃겨요?
우주: 그냥 현지가 그냥 클릭만 했는데 음악이 됐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처음 들어보잖아요!
(참여관찰, 2021. 10. 28.)
빛나: 왜냐하면 여기 누르면 음악이 만들어져요. 피아노는 '도' 랑 '레' 이런거 알아야 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막 눌러도 되고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아노는 친구들 들
려주고 싶으면 또 쳐야하는데 이건 또 안 쳐도 되요. 그래서 좀 쉬운것 같아요. 그
리고 막 처음보는 악기 소리도 나고 그리고 막 만들어도 웃겨요.
(참여관찰, 2021. 11. 14.)
유아들은 계이름이나 복잡한 연주방법 없이 마우스의 클릭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에 신기해하
면서 손쉽게 접근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간단한 조작의 매력은 유아들의 창의적인 표
현을 도우며(Marsh, 2002),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Mustol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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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아들은 음악 애플리케이션 내 매뉴얼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을 클릭하여 좋아하는 그림이나 숫자, 도형, 문자
등을 표현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그 과정을 즐거워하였다.
한규: 내가 좋아하는 숫자랑 알파펫 썼어. 왜냐면 내 이름에 들어가.
준아: 여기 1도 있네.
한규: 내 이름이 첫번째가‘한’이여서 1이랑 비슷해 보여서 그렸지.
준아: 재밌다. 한번 틀어봐.
준아: (감상을 하며) 여기 아래도 너 이름에 들어가는 알파벳이야?
한규: 아니! 여기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거 썼어.
준아: 아~ 이런 노래 한번도 못 들어본것 같은데.
한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참여관찰, 2021. 11. 02.)
은설: 우주야 근데 너가 그린 그림 뭔가 구름 같아.
우주: 그림 아닌데? (재생 버튼을 누른다)
은설: 우와... 생각보다 노래 좋다!
우주: 내가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색을 바꿔볼게.
은설: 우와... 색 예쁘다. 어? 이거 그 소리인데 나 얼마전에 봤는데...
우주: 이거 막대기로 치는거.... 마린바였잖아.
은설: 맞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소리가 좋네. 우주야 이제 또 색 바꿔봐. 이번에는 노란
색. 이건 팅팅 줄 튕기는것 같아. 기타 같아!
(참여관찰, 2021. 11. 22)
유아들은 평소 음악을 듣거나 만들어진 노래를 배우거나 따라부르기를 주로 해오고 있었으나
(김동환, 2018) 크롬뮤직랩의 매뉴얼에서는 다양한 악기소리를 들어보는 것 뿐 아니라 그 악기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재생을 누르면 내가 그린 그림에 선택한
악기의 소리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마림바(marimba), 콩가 드럼(conga),
드럼(kit), 타악기 블록(blocks), 현악기(strings), 목관악기(woodwind), 전자악기(electronic), 신디
사이저(synth)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시각화하며 음악을 보고, 느꼈다.
셋째, 유아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음악
에서 보는 음악, 만들어내는 음악, 움직이는 음악으로 이전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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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을 해나갔다.
연희: 서현아, 이거 나 계속 보고 싶은데 계속 틀어주면 안돼?
현지: 응, 알았어
은지: 나는 고양이 할래!
은설: 나는 고양이와 토끼를 키우는 주인할래!
은설: 고양아~토끼야 이리와봐~
(참여관찰, 2021. 11. 04.)
준희: 현지야 뭐그려?
현지: (웃으며) 고양이.
준희: 고양이야?
현지: 응. 나 고양이 좋아하거든.
준희: 나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브리트쉬 블루 고양이 좋아해.
현지: 그래? 브리트쉬 블루?
준희: 너가 그린 고양이랑 닮았어. 나무도 그려줄거야?
현지: 응. 나무에 올라가서 놀으라고 나무도 그려줄래.
(재생버튼을 누르며 음악을 듣는다) 이것봐!
(참여관찰, 2021. 11. 0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유아들의 경험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음악 애플리케이션 크롬뮤직랩의 송메이커(song maker)메뉴를 통하여 클릭만
으로도 음악의 세계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평소 피아노나 악기연주에 관심이 있었지만 계
이름이나 특정 조작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들에게 음악은 놀이처럼 쉽고 즐
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둘째, 유아들은 음악 애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매뉴얼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애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악기와 템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영역, 리듬을 설정할 수 있
는 비트 영역, 클릭만 하면 음이 나오는 음계 영역으로 구성된 매뉴얼들은 유아들이 음악적 아이
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해 음악을 시각화하고 느끼며 들어보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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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아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음악에서 음악을 시각화하여 미적 요소를 느끼고 자
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즐기는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음악적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
다. 이에 유아들이 놀이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개발과 보급을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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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Ⅲ : 유아융합교육>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래은**, 현혜정***, 전유정****, 송민서*****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및 스마트 디바이스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유아교육
전문가 9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거쳐 최종 모형 및 프로그램 활동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모형은
상황 관련 문제 정의, 융합적 설계 및 문제해결, 자기 주도 및 성찰, 평가의 4단계로 개발되었고,
프로그램 활동안은 2019개정 누리과정 중심으로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 매체를 활용하여 STEAM
구성요소를 포함한 5가지 주제(과일, 소리, 성장, 감정, 도형) 5차시 총 25차시 활동안을 개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융합인재교육(STEAM Education),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그림책(Picture Books),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유아(Young Children)

Ⅰ. 서론
현재 STEAM 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핵심적인 교육 주제로 논의되고 있
으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STEAM 교육은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국가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이다(Yakman & Kim, 2007). STEAM 교육목표는 문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EAB0010)
**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보육학전공 조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사과정 학부생
***** 서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 song8778@seoye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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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능력인 컴퓨
팅 사고력(Wing, 2011)과 많은 부분 부합함에 따라 STEAM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들이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유아기부터 제공되어야 한다(Strawhacker& Bers, 2019; 이연승, 2014), 이에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하여 유아기에 배워야 할 개념인
‘파워풀 아이디어’(성지현, 이지영, 박지영, 2020)는 알고리즘, 제어구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버깅의 개념으로 구성되며, 만3-5세 누리과정 영역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아 대상
STEAM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는 김미경, 권이성(2021)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놀이중심
STEAM 프로그램 활동으로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주경선, 이선희(2021)연구에서는 자연물 기반 유아 STEAM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인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문명화(2021)연구에서는 STEAM 기반 스
마트앱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자기조절력 하위요인이 향상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Andersong(1981)과 Barrow, Salesi(1982)는 유아들과 함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단순히 유아
에게 문학적 경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활동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이 된다고 하며,
Kolakowski(1992), Statiano(1994)는 그림책과 과학을 연결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유아들의 즐거
움을 증가하고, 과학적 능력에 대한 유아의 자신감과 즐거움을 토대로 활동이 이루어질 때 통합
적으로 더욱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STEAM 교육에 있어 유아는 그림책의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를 통해 그들이 당면한
문제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은 STEAM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본 연구에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및 스마트 디바
이스 적용능력의 향상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수학적·과학적 기술 및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STEAM 프로그램을 ‘개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의 모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의 활동안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5월에는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방
향 설정 및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융합교육의 목표 설정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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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선정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전문가검증 및 현장적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
고, 8월에는 프로그램 계획안, 유아용 교재를 개발하였다.

2. 유아 대상 STEAM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전문가 검토
유아교육과 교수 2인, 융합·기술분야 전문가 1인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3인, 현장 전문가 3인,
다수의 유아교사가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

3.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내용 선정
유아들이 몰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상황 제시나 일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창의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모형 개발
본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교수학습 준거에 따라 상황관련 문제 정의, 융합
적 설계 및 문제해결, 자기주도 및 성찰로 구성되었다.

그림책과 스마트디바이스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모형 개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그림책과
스마트디바이스 매체

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

활동 5

과일

소리

성장

감정

도형

상황관련
문제정의

융합적설계 및
문제해결

자기주도 및
성장

평가

그림책과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모형 개발

[그림1] 그림책과 스마트디바이스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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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활동개발안
가.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구성요소
본 프로그램 활동의 활동내용 및 STEAM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STEAM 구성 요소
주제

활동내용

STEAM 구성요소

과일의 겉과 속 관찰, 수분 측정 디바 S:과일의 탐색과 관찰을 통해 물질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스 앱을 통해 과일의 수분 측정, T:수분 측정 디바이스앱을 활용해 과일의 수분량을 측정
‘과일나라 색깔여행’ 그림책 감상, 건 한다.
과일

조기를 통해 과일을 건조시켜 말린 E:사진액자 꾸미기 앱으로 작품을 꾸미고 전시공간을 만
과일로 변화시켜보고 콜라주 기법의 든다.
미술작품 구성 및 액자꾸미기 디바이 A:과일 칩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꾸민다.
스 앱을 이용해 작품 액자를 만드는 M:과일의 수분량을 예측해 보고 수분 측정 디바이스 앱
활동

으로 측정한 수분량을 비교해본다.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 S:자신의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탐색한다.
리를 소리녹음 스마트디바이스앱을 T:음성녹음 플로스 앱을 이용해 다양한 소리를 녹음한다.
활용해 녹음해보고, 음성변조기 스마 E:실시간 방송앱을 이용해 음악회 및 난타공연을 보여준다.
소리

트디바이스앱 활용, ‘소리가게로 오 A:생활 도구를 이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든다.
세요’ 그림책을 감상한 후 소리를 만 M:유아들이 녹음한 생활 속 실제 소리와 만든 소리를 비
들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표현 교해본다.
해보는 활동
초음파 사진, 아기 수첩 등을 살펴보 S:자신의 성장과정을 인식한다.
며 인간의 성장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T:스마트디바이스앱(음성녹음)을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
‘나도 어른이 되겠지’ 그림책을 감상 게 편지를 쓴다.

성장

한 후, 현재의 키, 몸무게, 신체의 길 E:키와 몸무게, 측정 기계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측정
이 측정, 발사이즈 등 측정, 자신의 한다.
모습 꾸미기 활동, 스마트디바이스 A:미래의 나를 상상하여 그림과 노랫말로 표현해 본다.
앱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구성하는 M:과거 자신의 키, 몸무게, 발 사이즈와 현재의 키, 몸무
활동

게, 발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

자신의 감정 및 일상생활이나 놀이 S:감정에 따른 얼굴의 변화를 관찰한다.
속에서의 감정 표현, 감정카드와 사 T:스마트디바이스앱(fasher-표정으로 한판 승부)을 이용
진 촬영으로 다양한 감정 예측해보 해 다양한 표정을 비교한다.
감정

고, ‘컬러몬스터: 감정의 색깔’그림책 E:카메라로 친구의 다양한 감정 표정과 몸짓을 촬영한다.
을 감상한 후 스마트 디바이스앱을 A: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감정 컬러 몬스터를 만
활용하여 감정을 예측해 보는 활동

든다.
M:감정과 색깔을 연결해본다.

153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활동내용

STEAM 구성요소

주변의 다양한 모양을 관찰 및 분류 S:주변의 다양한 모양을 관찰한다.
해보고 스마트디바이스앱(탱그램)을 T:스마트디바이스앱(탱그램)을 이용하여 모양을 완성한다.
도형

이용하여 모양, 완성, 제시된 공간을 E:제시된 공간을 다양한 모양을 서로 조합하여 구성한다.
다양한 모양으로 서로 조합하여 재구 A:모양을 활용한 몬드리안 작품을 감상한다.
M:주변 물건을 모양으로 인식하고, 분류해 본다.

성하는 활동

나.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교수·학습 방법 구성
본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의 학습 준거 틀인 상황관련 문제 정의, 융합적 설계
및 문제 해결, 자기주도 및 성찰을 기본으로 5종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
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초등 연계로 구성되었다.

다.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평가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평가는 수행, 관찰을 통해 과정
중심으로 1차시에서 5차시까지 각 차시별로 이루어진다. 평가영역은 상황관련 문제 정의, 융합
적 설계 및 문제해결, 자기주도 및 성찰의 영역에서 활동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가 이루어지
며, 평가방법은 평가 기록지를 이용한 관찰평가로 구성하였다.
■수행 관찰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상황제시
평가
기록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놀이관찰일지 기재 예시
평가 척도

관찰방법

상

중

하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리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임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소리
만들기 활동에
소극적임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관심이
없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그림책의 등장
관찰평가 인물 목소리와
배경소리를
스마트디바이스
앱(음성변조)과
다양한 도구를
평가
활용하여
기록지
만들 수 있음

그림책의 등장 그림책의 등장
인물 목소리와 인물 목소리와
배경소리를
배경소리를
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디바이스
앱(음성변조)과 앱(음성변조)과
다양한 도구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만드는 활용하여 만드는
데 교사의 도움 데 어려움이
이 필요함
있음

기록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책을 소리
가 있는 그림책으로 만들어 가
참여관찰

는 과정에서의 스마트디자이
스앱(음성변조)를 활용하여 사
람목소리와 여러 소리를 만들
어 보는 과정을 관찰한다.

만든 동화를
만든 동화를
만든 동화를
관찰평가
감상하고 느낌을
감상하고 느낌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 할 수
이야기하는데
평가
교사의 도움이
있음
어려움이 있음
기록지
필요함

[그림2]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평가 예시

154

【분과발표】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 모형은 1) 상황 관련 문제
정의, 2) 융합적 설계 및 문제해결, 3) 자기주도 및 성찰, 3) 평가의 4단계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
의 준거틀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에서 제안하는 STEAM 교육의 준거틀을 따라 설정하였고,
준거틀에 따른 STEAM 프로그램 모형 단계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융합형 인재 개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백윤수 외(2011)의 이론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
용한 STEAM 프로그램 모형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모하는 STEAM 교육의 방향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프로그램은 5종 각 5차시, 총 25차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수준에 맞춘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성공의 경험의 준거틀이 제공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초등학교 저학년과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였다.
본 연구는 그림책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아 STEAM 모형 및 프로그램 활동안을 개발
하여 유아교육과 전문가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 적용가능한 스마트교육을 적용한 STEAM 프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사교육, 기술교육, 컴퓨터공학분야 등의 융합형 학술적·교육적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정 특성상 기술과 공학에 관련된
활동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발달수준에 적합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교수매체로 활용하
여 STEAM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로, STEAM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 실험연구와 질적연구와 다양
한 매체, 다양한 영역과 연계한 유아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유아의 다양한 변인의 효과
를 입증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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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Ⅲ : 유아융합교육>

유아교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
이종만*, 권이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경험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적극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 5인을
선정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인공지능(AI)에 대해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니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인식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과몰입 예방교육,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유아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선 교사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개발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과정(Curriculum)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
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AIED)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

국립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 kyijeong@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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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공지능 시대에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등 교육의 방향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Holmes, Bialik, & Fadel, 2019/2020). 이후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교육부, 2020),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교사지원 연수자료를 보급하였다. 이재은과 오세경(2021)은 인공지능(AI)이 유
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유아교사의 인공지능(AI) 교육 인식에 대한 연구(김동환, 2022; 김
연희, 최현주, 2022)에서는 유아교사들의 인공지능(AI) 디바이스 활용방법과 인공지능(AI)의 현
장적용 사례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설문지를 통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
다는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유아 인공지능(AI)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해 질적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과정운영 경험이 있는 유
아교사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유아교사의 인식과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유아교사에게 필요
한 지원이나 정책적 방안을 파악하여 인공지능(AI)이 유아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
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고 면담이 가능한 유치원 교사 5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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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구분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E교사

연령

31세

40세

41세

45세

43세

성별

여

여

여

여

남

지역

G지역

D지역

G지역

G지역

T지역

학력

석사

학사

대학원 재학

박사

석사

총 교직경력
(2021.9. 기준)

8년 7개월

10년 4개월

15년 7개월

19년

15년 5개월

유치원 유형

국립단설

공립단설

공립병설

국립단설

공립병설

담당 연령

만5세

만4세

만4세

만4세

만3~5세 혼합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고카, 알버트,
언플러그드
자료

엠타이니,
엠봇,
AI스피커

스마트팜,
AI스피커,
클로바램프

엠타이니, 알파
미니, AI스피커,
클로바램프

AI스피커,
코딩로봇,
스마트팜,
오조봇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qualitative interviews)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유형으로는 반구조
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자료수집은 2022년 7
월 1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약 1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
구참여자 당 2회 이상의 개별면담을 실사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한 회당 90
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즉시
전사하였다.
1차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7월부터 시작
하였으며, 유아교육에 입문한 계기, 교직관,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2차 면담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진행되었
다. 1차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반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 부정적 경험, 고민, 필요한 지원 등 세부적인 모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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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함께 이루어졌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면
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수집된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전사하였다. 전사된 면담자료
를 읽으면서 반복적인 키워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확인이 필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으며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다. 각 연구참여자별로 전사된 면담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공통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러한 범주화의 노력을 통해 유아교사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인공지능(AI)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지원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그 의미를 해석하였고 다시 범주화하여 ‘두려움과
필요성’, ‘경계 허물기’, ‘든든한 보호 울타리 쌓기’, ‘울타리를 넘어 성장하기’ 등 4가지의 대주제
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린컨과 구바의 신뢰성 준거는 질적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활동의 예를 처음으로 이론화 하였다(김영천, 2016). 이러한 준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작업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경험의 의미
(1) 두려움과 필요성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접한 인공지능(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유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가정에서도 인공지능(AI)을 많이 접하고 세
상의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AI)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2) 두려움의 경계 허물기
연구참여자들은 용기내어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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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유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놀이를 풍부
하게 하거나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 다른 활동과의 연계, 또
래학습의 촉진,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과 성취감 그리고 인공지능(AI)과의 협렵 능력을 갖게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허물고 인공지능(AI)은 앞으로 사
람들과 협업하면서 살아가야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
하였다.

(3) 보호 울타리 형성하기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스마트기기가 갖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중독, 과몰입, 윤리문제가 생겨
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AI) 사용 시간에 대한
약속을 정하여 활용하였고, 현장체험을 통한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인공
지능(AI)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을 실시하
였다.

(4) 울타리를 넘어 성장하기
연구참여자들은 교사가 인공지능(AI)에 대해 잘 알고있어야 유아들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
각을 하게되었고 교사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동료교사들과 수업 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였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이나 고민을 공유하며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상황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를 통해 놀이지원자, 놀이안내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지
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교사의 인식도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유아
를 보호하기 위한 과몰입 예방교육, 윤리교육이 필요하였고 유아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
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현
장에서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개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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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Ⅳ : 부모변인 연구>

코로나19 상황 속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영림**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
리자본은 어떠한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
트레스,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
상은 경남 창원시의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357명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직업군, 자녀수, 가정보육기간, 가족총월수입)
에 따른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리자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
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자녀수, 가정보육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군과 가족총월수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일반
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 및 가정보육기간, 직장근무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
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리
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이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은 직업군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이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자녀수, 가정보육기간
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낙관주의가 연령과 자녀수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군과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리자본과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이 어머니의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
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경제적
스트레스E(conomic stress),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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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설
상가상으로 그 변이바이러스가 출몰하여 확산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시
작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교육부는 2020년 3월 유치원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면
서부터(교육부 보도자료, 2020)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휴원과 휴원해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부모의 가족 돌봄 휴가제
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적극 권장하면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자연
스럽게 영유아들은 ‘집 내 머무르기’식의 방법으로 가정양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
으로 영유아 부모들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가정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증가시켜 가정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연합뉴스TV,
2021). 결과적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하게 된 집 내 머무르기 식의 조치는 가정경제를 악화시
켰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들의 심신을 힘들게 했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
람들은 부정적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것에서(박유신, 1999)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가정양육과 힘든 가정경제 상황은 어머니들에게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
스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며, 또한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속에 유래가 없
었던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개개인이 버티고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 될 수 있다(이윤정, 2020). 영유아들의 주 양육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버티고 견뎌 내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부정적 측면의 제거보다는
긍정적 측면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우문식, 2013), 어머니들이 가진 긍정 심리적 측면 즉 긍정심
리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유아 어머
니들이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아보며 또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효과로 했을 때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인 배경(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직업
군, 자녀수, 가정보육기간, 가족총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
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상황 속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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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코로나19 상황 속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효과로 할 때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코로나19 상황 속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효과로 할 때 영유아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의 영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어머니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코로나19와 어머니 대상 연구라는 이유로 현장설문지 배부를 꺼리는 영유아교육기관이
많아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 배부를 병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60부 중 응답이 누락
된 것을 제외하고 35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도구
1)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 PSI)를 기반으로 취업모
를 대상으로 한국형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조경희(2015)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 경제적 스트레스
본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가 사용한 경제적 곤란 질문지(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박
유신(1998)과 장춘미(2001)가 사용하였고, 이를 임진화(2018)가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임진화(2018)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와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역 및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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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Youssef와 Avolio(2007)가 조
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 PCQ)를 개발하였
는데 이를 Luthans와 Jensen(2012)이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김주섭(2013)이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김정회(2017)는 Luthans와 Jensen(2012)의 영문척도와
김주섭(2013)이 번안한 국문척도를 서로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근영(2017)은 김정회(2017)의
척도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활용하면서 전체 24개의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21개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윤지애, 2018). 이근영(2017)이 사용한 척도를 윤지애(2018)가 사용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윤지애(2018)가 사용한 척도로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직업군, 자녀수, 가정보육기간,
가족총월수입)에 따른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리자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
시간, 자녀수, 가정보육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일상적
스트레스와 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도 연령, 자녀수, 가정보육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직이 양
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역할 부담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
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는 가족총월수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200∼300만원 소득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
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자녀수, 가정보육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직업군과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총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집단
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일반
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그 하위요인에서 살펴보아도 연령 및 가정보육기간, 직
장근무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이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업주부에 비해 직업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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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은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
문직을 가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
계는 자녀수가 1명인 집단에 비해 자녀수가 2명인 집단과 3명 이상인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이 가족
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 200만원 이상 집단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심
리적 안녕감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장근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낙관주의가 연령에 따라 30세 이하의 집단에 비해 31세 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심
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전업주부에 비해 직업이 있는 집단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유아 어
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자녀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가 자녀수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그 하위요인 모두에서도 가족총월수
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심리 자본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1>을 통해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심리
자본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양육스
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일상적 양육과 역할 부담감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적관계를 보였으나 심
리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심리자본과 정
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간의 상관성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을 통해 영유아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
리자본과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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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연구결과
연령

직업
유무

직장
근무
기간

직업군

가정
보육
기간

가족 총
월 수입

×

×

역할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
200∼300만원
소득 집단

자녀 수

양육
스트레
스

×

×

×

역할부담감
및디
스트레스 :
전문직

경제적
스트레
스

×

×

×

전문직

×

×

총수입200만원
이상인 집단

심리적
안녕감

×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직업이 있는
집단

×

전문직

자아수용,
긍정적대인
관계: 자녀
수가 2명이
상인 집단

×

총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

긍정
심리
자본

낙관주의:
31세이상
집단

자기효능감:
직업이 있는
집단

×

전문직

낙관
주의

×

소득이
높아질수록

“×"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양육 스트레스
및 경제적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

[그림 1]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연령, 직업유무, 직장근무시간, 직업군, 자녀수, 가정보육기간,
가족총월수입)에 따른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긍정심리자본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직업유무, 직장근
무시간, 자녀수, 가정보육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처한 상
황이 코로나19 라는 위기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모두가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
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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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가족총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군에서는 전문직이, 가족총월수입에서는
총수입이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있었고, 경제적 스트
레스는 총수입이 많아질수록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의 어머니가 직무 스트레스가
덜하고 직무 만족도가 높은 점에서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족총월수입에서 총수입이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했는데,
이 집단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 느꼈기 때문으로 본다.
가족총월수입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이유는 실제 자녀양육에 많은 비
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족총월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고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에게 어쩔 수 없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그 하위요인에서 살펴보아도 연령, 직장근무시간, 가정보육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하위요인 중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이 직업유무에 따라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전
문직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라
고 본다. 즉,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들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직업이 사라질 위험이 다른 직업군
에 비해 덜하며,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이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가족총월수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필요성을 느낄 때 즉시 구입할 수 있
으므로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 양육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장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과 자녀수에서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소 중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자녀수도 늘어나게 되고 어
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력 증가, 어머니에게 내제되어 있는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차
이를 알아본 결과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전업주부에 비해 직업이 있는 집단의 자기효
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직업 속에서 다양한 성취감과 만
족감을 얻게 된 결과라고 본다.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
유아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가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도 어머
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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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어머니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성취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영유아 어머니가 지
각한 긍정심리자본은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심
리 자본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족총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부모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넷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심리자
본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
타났다. 이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어쩔수 없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과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자연스럽게 함께 주어지
는 것이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스트레스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및 긍정심리자본과 부적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및 경제적 부담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불안감은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심리자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간의 상관성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은 긍정심리를 느낄 때 그간 축적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하며 도전적
이고 탐색적인 활동 등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더 많은 능력을 터득하게
되고 긍정심리가 더 많이 형성되고, 한층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며(이종신, 문혁준,
2009), 이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될 때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심리자본은 높아지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은 낮아지고, 낮아
진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유아 어머니가 겪
는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
지만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영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영유
아 어머니의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유
아 어머니는 물론 영유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유아 어머니가 좀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양육에 임할 것이므로 양육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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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Ⅳ : 부모변인 연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행복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현정*, 김민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국의 어머니 418명을 대상으로 on/off-line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페르소나 인식에
있어 배려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애정 심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관성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공감적 심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페르소나 인식을 높여 행복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어머니 정서 지원 대책
및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Key words) :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 어머니 페르소나(Mother's Persona), 페르소나
인식 유형(Persona Perceptions Type), 어머니 행복감(Mothers' Happiness),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Ⅰ.서론
사람들이 흔히 도리, 낯, 체면 등으로 표현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을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 페르소나는 참다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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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부영, 2011). 이 때 가면에 공유되어 있는 역할 대본(Script)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통제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한다(김민정, 2015).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 즉, 사명, 역할, 본
분 속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수행하게 살아가게 된다. 페르소나는 집단 공유의 보편적 원칙 즉,
문화적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때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페르소나는 시대와 장소·문화를 초월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으로, 마법에 가까운
에너지를 발휘하며 자녀를 포함한 한 개인, 가정 및 사회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페르소나에 따라 살면서 사회적 역할과 직분을 다하게 되기에 사회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건강한 페르소나의 기능은 개인은 물론 사회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페르소나와
의 동일시가 심해지면 자아는 그의 내적인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이예겸, 2018). 어머니 페르소나는 매우 강력해서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인 영유아에게 전달될 것이기에
어머니 페르소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한 개인의 인성과 역량 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라 해도 과언 아닐 정도이다. 영유아기 자녀와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김갑순, 2018; 김진경,
강은희, 2017; 배성아, 최혜정, 2021; 설경옥, 문혁준, 2018; 연혜민, 2016; 오안나, 2022;)에서도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양육환경도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성에 주목하면서 어머니와 영유아기 자녀 사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2019년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 내 어머니의 양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며, 코
로나 19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보고들도 증가하고 있다(김성현, 2022; 배은
정, 박경자, 2021; 이지영, 최림, 성지현, 2022).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이라는 섬에 격리되
어, 육아를 전담하게 된 어머니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배은정, 박
경자, 2021).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추세까지 더해져 한국도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로 현
재 11개 분기째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연합뉴스, 2022.8.24.)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시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과 출산 기피, 사교육
부담 등과 같은 적신호로 어머니 페르소나의 의미와 가치 재정의 및 사회적 재고의 필요성이 부
각 되고 있다.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이신영, 유칠선, 2018), 지금까지
‘누군가의 딸’이라는 자녀로서의 페르소나에 충실하게 성장했던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변화는 어머니라는 페르소나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그 간극이 크다(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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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한다(이신영, 유칠선, 2018;).
자녀양육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낯선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
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이신영, 유칠선,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 관한 선행연구(김영미, 송하나, 2015; 한준아, 2019;)에 따르면 어머니 스트레스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보고되었다. ‘누군가의 딸’이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페르소나에 충실하게 성
장했던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변화는 어머니라는 페르소나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그 간극이 크기에(김민정, 2015) 어머니 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큼을 확인할 수 있
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듯 어머니가 구성하는 행복은 영유아기 자녀의 삶에도 직적
접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아, 정계숙, 2015). 영유아기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외부 환경은 영
유아기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시기이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유아의 행복감과 어머니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김영희, 김수영, 2018; 김진이,
2018; 나경애, 민경석, 2021; 이경열, 신보원, 2021; 이은지, 도현심, 2020;)에 따르면 어머니가 행
복감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영유아 자녀 역시도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이 행복한 경우 자녀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
는 자녀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 자녀의 사회 정서
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진이,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달려가면서 기존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
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격변의 시대에 요구되는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며, 특별히
그 속에서도 어린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해 온 ‘어머니’ 페르소나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고 재정의 할 필요성이 도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페르소나와 관련
한 선행연구는 주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어(조순옥, 채수은, 2020; 이예겸, 김
보라, 김현지, 2017; 조순옥, 채수은, 2016), 페르소나와 관련된 어머니와의 관계 연구와 영유아
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페르소나에 대해 살펴
보고,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행복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
머니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
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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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법으로 영유아가 자녀를 둔 전국의 어머니 41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분석
어머니 페르소나에 대한 도구는 이예겸(2018)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으며, 공감적 심리, 애정적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훈육 심리, 일관성 심리, 배려 심리의 6개
항목, 37문항 5점 척도(Cronbach's α =.95)를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Ryff(1989)가 개발하고, Ryff, Lee와 Na(1993)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46문항 5점 척도(Cronbach's α =.93)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취업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24문항 5점 척도(Cronbach's α =.94)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해 페르소나의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공감적 심리, 애정
적 심리, 훈육심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으나, 배려 심리(t =2.94, p ‹. 01), 이상적 가
정생활 심리(t =5.08, p ‹. 001), 일관성 심리(t =3.80, p ‹. 001), 애정적 심리(t =2.26, p ‹. 05)가 유의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페르소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배려 심리(F =149.45,

p ‹. 001)가 26%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F =102.51,
p ‹. 001)가 첨가됨으로써 7%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일관성 심리(F =78.09,
p ‹. 001)가 3%, 애정 심리(F =60.43, p ‹. 001)가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37%의 설명력을 나
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기의 페르소나 중 배려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일관성 심리, 애정
심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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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페르소나의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애정적 심
리, 훈육심리, 배려 심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반면, 일관성 심리(t =-2.98, p‹.01 ),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t =-5.24, p ‹. 001), 공감적 심리(t =-2.67, p‹.01 )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페르소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일
관성 심리(F =90.84, p ‹. 001)가 18%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F =63.69, p ‹. 001)가 첨가됨으로써 6%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 어머니의 공감적 심리
(F =45.46, p ‹. 001)가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기
의 페르소나 중 일관성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공감적 심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페르소나 인식과 행복감,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자신의 페르소나 중 배려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일관성 심리, 애정 심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배려 심리와 일관
성 심리, 애정 심리는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온정적인 양육행
동과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의(김근혜, 2019; 김진이, 2018)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 높은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의 행복감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다(김현
령, 류수민, 2015).
둘째, 자신의 페르소나 중에서 일관성 심리, 이상적 가정생활 심리, 공감적 심리를 높게 인식
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육에서의 일관성은 늘 강조되어 오는 것
으로, 일관성 심리를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김근혜, 2019; 이진
화, 2018)가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페르소나 인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접근을 함으로써 어
머니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어머니 정서 지원 대책 및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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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Ⅳ : 부모변인 연구>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동향분석
박정미*, 정지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 제시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연구시기별, 연구방법별, 그리고
연구내용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한 논문은 학위논문 58편과 학술지 논문 31편 총 89편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은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주제로서 2011년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양적 연구 중 설문지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협력에 대한 경험, 어려움과 같은 질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심도있는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 대상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나 부모, 부모교사 모두를 대상을 한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연구내용은 유아교사-부모의 협력이 미치는
영 향 에 대 한 연 구 가 42편 ( 47. 1% ) , 협 력 에 대 한 변 인 탐 구 에 대 한 연 구 가 23편 ( 25. 8% ) ,
유아교사-부모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19편(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유아교사 –부모 관련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 및 실제적 협력을 위한 대안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Key words) : 유아교사 - 부모(early childhood teachers - parents),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
연구동향(research trends), 협력(cooperation)

Ⅰ. 서론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0~5세의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은 90.7%로 대부분 영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1).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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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증가하고 그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기관 체류시간 또한 늘어나면서, 기관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방유선, 2017)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은 부모들과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김금주, 유윤영, 2005).
지금까지의 유아교사와 부모와의 관계는 유아교육기관과 교사가 주체가 되어 부모에게 일방
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개념인 부모교육과 부모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교사와 부모의 협력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고민이 필요한 시
점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서로 다른 기대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긍정적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김보영, 김현주, 2013; 방유선, 2017) 측면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CCTV 의무화 등으로 사회 및 내부 구성원들 간 갈등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교육공동체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은희 외, 2007; 방유선, 2016; 정계숙, 견주연,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영유아의 인지, 사회정서 발
달,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도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방글이, 2015; 배진희, 김지현, 2017; 최
지현, 2013; 강경화, 도경은, 2015; 박진현, 손인숙, 2000; 이성세, 2012)). 최미숙(2016)은 교사부모 파트너십이 기관과 가정을 연계하여 충분한 교육적 지원과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임우영과 안선희(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협력 빈도가 높을수록
교사-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혔다. 이처럼 부
모-교사 간의 협력관계가 궁극적으로 교사와 유아,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아교사와 부모와의 협력은 유아교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유아교사와 부모의 파트
너십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유아교육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박지연,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 제시와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시기별 동향은 어떠한가?
2.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3.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4. 유아교사와 부모 협력에 관한 연구의 내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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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협력과 파트너
십’을 필수 키워드로 하고 유아교사는 만 0~5세까지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여러 가지 표
현을 고려하여 ‘유아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와 협력대상은 ‘부모’, ‘어머
니’, ‘아버지’, ‘가족(가정)’를 연결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검토하였다. 최종 선정한 논문은 학위
논문 58편과 학술지 논문 31편 총 89편이다.

2. 분석 절차
연구물 분석은 연구자가 1차 분석 한 후 전화, 문자, 이메일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유아교육
과 교수 1인에게 분석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과 전문 반복 읽기를 통해 분석 준거나 분석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시기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내용별 양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6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유아교사-부모협력과 관련된 연구 시기별, 방법별, 대상별, 내용별 연구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연구방법별 분석에서는 한 연구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이 쓰여진 경우는 중복
으로 체크 하였다.

N =89, 빈도(%)

<표 1> 연구시기 분석
2000~

2006~

2011~

2016~

총계

2005

2010

2015

2021

(%)

석사

2

5

9

37

53(59.6)

박사

0

0

3

2

5(7.9)

학술지

1

0

11

19

31(34.8)

계

3(3.4)

5(5.6)

23(25.8)

58(65.2)

89(100)

연도
구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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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93, 빈도(%)

<표 2> 연구방법 분석
연도

2000~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1

총계
(%)

질문지법

2

4

15

46

67(70.5)

관찰법

0

1

1

1

3(3.2)

검사법

0

0

2

2

2(2.1)

2

5

18

49

74(77.9)

참여관찰

1

1

2

1

5(5.3)

심층면담

1

1

4

5

11(11.2)

내용분석

0

0

1

1

2(2.1)

저널

0

0

1

2

3(3.2)

질적연구 소계

2

2

8

9

21(22.1)

문헌연구

0

0

0

0

0(0)

계

4

7

26

58

95(100)

구분

양적연구

양적연구 소계

질적연구

N =89, 빈도(%)

<표 3> 연구대상 분석
연도

2000~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1

총계
(%)

교사

1

1

6

33

25(28.1)

부모

1

3

3

17

17(19.1)

교사+부모

1

1

6

8

16(18.0)

교사+부모+유아

0

0

7

0

7(7.9)

문헌

0

0

1

0

1(1.1)

계

3

5

23

58

89(10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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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89, 빈도(%)

<표 4> 연구 내용 분석
연도
구분

2000~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1

총계
(%)

연구 주제

하위내용

유아교사-

유아

1

3

8

11

21(23.6)

부모의 협력이

교사

0

0

1

11

12(13.5)

미치는 영향에

유아교육기관

0

0

0

1

1(1.1)

대한 연구

부모

0

1

3

3

10(11.2)

1

4

12

27

42(47.1)

협력공동체

0

0

0

1

1(1.1)

협력관계 모색
(어려움)

1

0

6

4

11(12.4)

협력방법

0

0

0

4

4(4.5)

협력의 경험

1

1

2

3

7(7.9)

1

1

8

12

19(21.3)

교사

0

0

3

10

13(14.6)

부모

0

0

0

10

10(11.2)

소계

0

0

3

20

23(25.8)

계

3

5

23

58

89(100)

소계
유아교사부모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소계
협력에 대한
변인 탐구에
대한 연구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와 부모협력 관련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과 부모교사간의 협력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박진현, 손인숙, 2000)에서 부모-교사와
관련하여 부모교육, 부모참여, 상호작용, 의사소통이라는 말 대신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사와 부모협력에 관한 연구는 2010년까지 8편에 불과하였으나 2011~2015년 23편,
2016~2021년 58편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는 특정 주제의 연구논
문증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아진 사회문화적,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 필요성의 증
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무상보육(2012)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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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었고 2015년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불안이 고조(서현선, 최선경, 배지희, 2019)
되면서,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방법의 분석결과, 양적연구가 74편(77.9%)이고 질적연구는 21(22.1%)로 양적연구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꾸준히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신뢰로
운 협력관계를 맺는과정에서의 경험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방유선, 2021; 임유미, 2020). 그러나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에 관한 좀 더 심
도있게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대상 분석결과, 연구대상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5편으로 많고 다음으로 부
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6편으로 큰 차이가 없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마주침이 많은 교사들의 이야기나 협력의 효
과 등을 담고자하는 측면이 큰 점에서 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협력의 특성
상 서로간의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아교사와 부모를 유아교육의 두 주체로 자리매김
함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내용 분석결과, 유아교사-부모의 협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42편(47.1%),
협력에 대한 변인 탐구에 대한 연구가 23편(25.8%), 유아교사-부모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19편(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부모의 협력을 통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형성, 유아
교육기관에의 적응, 인지발달(김춘화, 2015; 배진희, 김지현, 2017; 정현희, 2017)과 같은 효과적
인 측면을 위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공감능력, 행복감, 대
인관계의 유능성, 부모의 참여도(정계숙, 노진형, 2017; 최자영, 2018)와 같은 변인에 대한 세부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사와 부모의 협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여서 서로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노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에
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방유선, 권귀염, 2019). 또한 부모의 유
아교육기관과 교사에 대한 심리적지지(이용욱, 2018)는 더 단단한 유아교사와 부모의 동반자적
관계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유아교사와 부모 관련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
계 탐색 및 실제적 협력을 위한 대안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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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Ⅴ : 기타 연구>

보육교사의 사회적지지와 직업정체성,
이직의도와의 관계
양 루이송*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최근 보육교사의 이직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사회적 지지와 직업정체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이루어진 연구이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이직의도와 부적상관이 있으며 직업정체성도 이직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직업정체성을 강화하면 보육교사로서
전문적 인식을 높이고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여 보육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직업정체성(job identity)

Ⅰ. 서론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보육의 전반적 과
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
육교사들의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적 변인과 직무 관련 변인들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
다. 최근, 직장 내외의 사회적 관계상에서의 지지적 역할에 따라 보육교사가 교사생활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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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정적 요인들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교사 보호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변인
이 주목받고 있다(정미선, 채영란, 2018). 사회적 지지의 의미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
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도움을 말하며, 보육교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얻는다면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고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
면서 직무에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김민서, 201). 따라서, 보육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직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권영란, 2015).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신념을 통해 영유아들
을 위한 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은 보육의 질과 관련되어 보육교사의 직
업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직업정
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인식하는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유채형, 2010)이다. 선행연구
들은 보육교사가 가지는 직업정체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직업
정체성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변인들
의 관계를 탐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보육교사의 사회적지지, 직업정체성, 이직의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24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2. 연구도구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하고 이명한(2021)이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보육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보육교
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안혜정(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l(1968)이 개발하고 임현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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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
률상관분석 Pears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N =424)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1. 사회적 지지

1

2. 직업정체성

.876**

3. 이직의도

**

-.633

3

1
-.605**

1

왜도

-.806

-.776

-1.016

첨도

.853

.798

1.635

**p‹.01

Ⅳ. 논의 및 결론
사회적 지지, 직업정체성, 이직의도 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이직의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체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어 이직률을 낮
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원장, 동료들의 지원 등 높은 사
회적 지지를 받는 다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
업정체성이 이직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육교사의 직업정체성이 높을수
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은정과 김정희(20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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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육교사의 직업정체성을 강화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인식을 높이고, 이직의도
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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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Ⅴ : 기타 연구>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 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 탐색
정경미*, 김정준**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어린이집 만 4세반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 유형과 이에 대한 교사 개입 전략을
분석하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도덕성 발달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7주 동안 S시 N어린이집 만 4세반 교실을 관찰하여 유아 간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만 4세 남아 3명, 여아 5명과 담임교사
1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 간 갈등 유형은 첫째, 유아가 자신의 지위나 자리,
물건, 의견에 대한 우선권 주장; 둘째, 유아는 자리, 물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셋째, 교실의 규칙과
책임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Selman의 대인 간 이해 0수준과 1수준의
주장을 하였으며 유아 간 주관적 경험이나 생각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유아 간 갈등에 대한 교사 개입의 유형은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 비개입적인 관망과 보류로
나타났다. 교사의 대인간 이해수준은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1수준과 호혜적이고 반영적인 2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실 내 유아 간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아의 탈중심화와 자율성
발달에 목표를 두고 교사 개입 전략을 정교화하여 유아의 사회 도덕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Key words) : 유아 간 갈등 유형(Types of conflict between children), 교사 개입 전략(Teacher
intervention strategy), 대인 간 이해 수준(Levels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

*	총신대학교 계약학과 유아교육학 박사과정, 구립서초남서울어린이집 원장/ 교신저자 namseoul_67@naver.com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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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위키백과, n.d.).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산업현장 구석구석
까지 확산되어(노정혜, 2021) 빠른 속도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기술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이상으로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의 발달로 관계의 단절과 소외 등 대인관계 능력 배양
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간 협력을 더욱 어려워지게 한다.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교실에서는 피할 수 없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 간
갈등과 해결은 구성주의 교육 과정에 필수적이며 지적·도덕적 발달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DeVries & Zan, 1994). 유아는 유아 간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서로의 감정 조절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나가게 된다(곽향림, 2009; 서향희, 2015; 엄정례, 1997). 교사는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 기회 통해 자율성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인옥, 2002).
유아기는 사회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보이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유아가 다양한 관점과 문제해
결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탈중심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Kostelnik,
Soderman, Whiren & Rupiper, 2015/2018).
Selman(1981)은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 친밀도, 상호 신뢰, 질투, 갈등 해소 등을 유아의 또래
관계 형성의 결정적 요소로 보았다(DeVries & Zan, 1994, 재인용). 따라서, 유아들이 또래 간 갈
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할 것인가는 구성주의 교실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의 유형과 이에 대한 교사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elman의 대인 간 이해의 수준을 근거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 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 유형과 대인 간 이해 수준은 어떠한가?
유아 간 갈등에 대한 교사의 개입전략과 대인 간 이해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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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관찰연구
본 연구는 Selman의 대인간 이해의 수준을 근거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을 탐색하여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도덕적 발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7주간동안 만 4세반 교실을 참여 관찰하며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참
여관찰을 통한 사례분석은 질적 연구로서 맥락에 민감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양
한 맥락 속에서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연구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내려고 관찰 외에 면담, 스냅 사진, 비디오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교실 상황의 맥락에서 해석하려 노력하였다
(Graue & Walsh, 2014). 연구자는 유아들이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교사는 어
떻게 개입하는지 유아 간 갈등 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2022
년 8월 24일부터 10월8일까지 7주 동안 교실에서 비참여 관찰을 하고 수집된 갈등 사례를 Selman의 대인 간 이해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1) 연구자
연구자 1인은 유아교육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유아교육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10년째 국
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구 현장인 N 어린이집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연구
자는 만 4세반 유아와 담임교사를 직접 관찰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수로서 대학원에서 유아사회정서발달세미나
강의를 담당하였다. 연구자 2인은 계약학과 사제지간으로 만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의 사
회 도덕성 발달과 지원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 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 탐색을 위해 사례를 범주화하고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 대상은 초록반 유아 8명과 교사 1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초록반 유아들의 평균
월령은 72개월(2021년 12월 기준)이며, 남아 3명, 여아 5명으로 모두 8명이다. 초록반 담임 김천
사교사는 교육경력 5년 차로 초록반을 2년째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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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 유아 학부모 사전 동의서 및 연구참여
교사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자는 삼각측정법(Mathison, 1988)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
집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에 들
어가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 간 관계, 교사와 유아 관계 및 교사 개입 전략을 관찰하였
다. 연구자는 관찰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녹음하고 10시간 내로 전사하여 교사의 확인
을 거쳤다. 전사한 자료는 A4용지로 총 16매였다. 그 밖에 유아 일상생활을 기록한 사례 전사자
료는 A4용지 16매, 스냅사진 25매, 영상자료 1,456.1바이트를 음성 위주로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개방코딩, 범
주화, 범주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자
료 수집 과정에서 관찰된 중요한 구조나 주제 및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
로 문서화된 자료 분석하기, 범주화, 분석 등 유아 간 갈등 유형 범주화를 위해 6차, 교사 개입 탐
색을 3차에 걸쳐 범주를 수정하며 질적 사례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첫째,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갈등은 우선권 주장, 소유권 주장, 규칙이나 책임에 대한 주
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지위나 자리, 물건, 의견에 대한 우선권 주장, 자리, 물
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정리 정돈 시간의 규칙과 책임에 대해 주장하는 형태로 갈등이 나타났
다. 이 때 유아들은 Selman(1980)의 대인간 이해의 0수준인 자기 중심적·충동적 수준이나 단독
적이고 일방적인 1수준의 추론을 전개하였으며 타인의 내적·주관적 경험은 자신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DeVries & Zan, 1994, 재인용).
둘째, 유아 간 갈등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 유형, 보류로 나눌 수
있었다. 교사는 갈등상황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가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일방적
지시와 규칙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소극적 개입으로는 요구를 언어화하도록 지원하거나 관망하
였다. 또한 여러 번의 개입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류하거나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유아들이 감정적으로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정서적으로 개입하고 갈
등을 유발한 문제 자체는 다루지 않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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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관찰된 유아 간 갈등 사례와 교사의 개입유형을 분류하고 Selman의 대인 간 이해의
수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의 사회 도덕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조망수용을 경험하고 탈중심화할 수 있도록 대인간 이해 구성 능력을
증진할 기회를 가지며 말로 도움을 청하는 경험을 하며, 갈등 상황 안에서 유아 간 다른 관점을
말로 표현해 보도록 지지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교실에서 유아 간 갈등 시 교사의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자제하면서 유아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다
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DeVries & Zan, 1994).
이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유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탈중심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교수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유아 간 갈등 유형과 교사 개입 전략 탐색만 하
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을 지원하는 교실 만들어가기
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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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Ⅴ : 기타 연구>

그림책에 나타난 작가의 놀이정신과
유아교육적 함의
정대련*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시에 즈음하여 출판된 그림책에 나타난 놀이 장면과 그
유아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COVID-19 팬데믹을 겪는 유아들의 삶 속 놀잇감으로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책, 특히 2019년 이후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아동문학상 및 그림책 관련 상을
수상한 한국 작가들의 그림책 16권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들이 만나고 있는 그림책 속 세상과 놀이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곧
삶이며 교육의 장인 바, 그림책 속 등장인물과 소재들이 표현하는 놀이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방법
등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지향하는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 그림책(picture book), 한국작가(Korean Authors), 놀이정신(mind of play), 유아교육(early
child education)

Ⅰ. 서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 유아들이 그림책에서 과연 어떤 세상과 놀이를 만나
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2019년 누리과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놀이 중심 유아교육/보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된 이후, 유아교육/보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놀이”이다. 유아에게 ‘삶은 곧 놀이’
이며, 놀이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발적이고 일상 속 경험, 유아의 상상과 상징, 그리고 나름의
규칙을 수반한 즐거운 활동으로서, 유아들은 개인적, 물리적, 인적 환경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놀
이 속에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간다(김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 오애랑, 이명신, 2022; 신미성,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 cdryun@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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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자, 2019). 한편 그림책은 글, 그림이 구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예술형식으로서, 글은 그림
을 동반한 문학적 표현으로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이야기로 구현하고, 그림은 시각적 형식으로
작가의 이야기 속 세계를 펼쳐 보인다(Nikolajeva, Scott, 2011).
그렇다면 유아를 기본적인 내포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책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어떠
한 놀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을까. 유아 등 그림책 독자들은 책 속에서 작가들이 심어놓은 놀이나
놀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작품 속 놀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기와 주제, 또 방식으로 그려
지고 있을까. 즉 등장인물 중 놀이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언제 어느 곳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며,
무슨 놀이를 어떤 방법으로 즐기며, 왜 그런 놀이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연구의 주된 관심
이다. 특히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최근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 성인 세대들이 이해하고 있는 놀
이에 대한 인식 관심을 확인하고, 특히 유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림책이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김아름, 유해미, 박은영, 장민선, 2017) 접
근으로서, 그림책 속 그려진 놀이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연구대상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 높은 “좋은” 그림책의 기준(강재희, 길효정,
장민영, 2021)에 적합한 국내외(그림책 부문) 아동문학상 수상작을 기준으로 하였다. 볼로냐 라
가치상, 브라티슬라바 비엔날레(BIB) 황금사과상, 비룡소 황금도깨비상, 우수출판컨텐츠선정작,
사계절 그림책상 등을 수상한 작품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한국의
전통적 또는 현대적 문화 인식을 전하리라는 전제하에,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제한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2019년 출판된 6 작품, 2020년 출판된 6 작품, 그리고 2021년 현재 출판된 4작품 등 16
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그림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 그림책
그림책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출판
년도

수상상

수상
년도

주제

1

내마음 ㅅㅅㅎ

김지영

김지영

사계절

2021

제1회 사계절그림책상

2021

한글 자음 ㅅ,ㅎ 으
로 놀이 구현

2

처음이야

23.5

23.5

현북스

2021

앤서니브라운그림책공
모전 제10회 수상작

2021

낯선 세상에 익숙해
져가는 아이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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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출판
년도

수상상

수상
년도

주제

3

어떤 날

주윤희

주윤희

현북스

2021

앤서니브라운그림책
공모전 제10회 수상작

2021

동물원 사육사의 밤
사이 꿈(환상)

4

친구를 만지지
많아요

육월식

육월식

비룡소

2021

비룡소 황금도깨비상

2021

COVID-19 속 친구
(함께 함)

5

내일은
맑겠습니다.

이명애

이명애 문학동네 2020

브라티슬라바 비엔날레
2021
(BIB) 황금사과상

일기예보와 상반된
하루 속 다양한
인간 삶

6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지은

이지은

사계절

2020

볼로냐라가치상

2021

전쟁과 평화 사이
의사소통의중요성

7

엄청난 눈

박현민

박현민

달그림

2020

우수출판컨텐츠선정작

2020

흰 여백의 극대화로
표현한 눈 세상 놀이

8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루리

루리

비룡소

2020

황금도깨비상

2020

지하철 속 직장 잃은
세 동반자의
새 삶의 길

9

얼음펭귄

윤나라

윤나라

현북스

2020

앤서니브라운그림책
공모전 제9회수상작

2020

냉동실 큐브에 갇힌
남극펭귄과
기후환경문제

10

부가 집에
오지 못한
12가지 이유

홍민서

홍민서

현북스

2020

앤서니브라운그림책
공모전 제9회수상작

2020

형의 첫 등굣길을
상상하고 걱정하는
동생

11

모모모모

밤코

밤코

향

2019

볼로냐 라가치상
스페셜멘션 논픽션

2021

벼의 한 살이를 의성
어 의태어로 시각화

12 삼거리 양복점

안재선

안재선

웅진
주니어

2019

볼로냐 라가치상

2020

삼대에 걸친
양복(장)의 변천사

13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명수정

명수정

글로연

2019

14

이상한 하루

연수

연수

비룡소

2019

황금도깨비상

2019

탈출한 수족관 속
물고기들의 숨은
그림찾기

15

어뜨이야기

하루치

하루치

현북스

2019

앤서니브라운그림책
공모전 제9회수상작

2019

플라스틱 쓰레기와
지구환경문제

16

놀고싶어요

박하잎

박하잎 현북스 2019

앤서니브라운그림책
공모전 제8회수상작

2019

아기곰의 놀이와
겨울잠

브라티슬라바 비엔날레
2019
(BIB) 황금사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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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분석
2019년 이후 출판되고, 이상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연구 대상 그림책에 나타난 놀이의 양상
을 6하 원칙에 맞추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참고: 괄호
내 번호는 연구대상 작품 번호이다)

1. 누가: 놀이의 주인공
그림책 속 주인공을 살펴보면, 기본 주인공 내지 놀이의 주인공이 여아(1, 2, 13, 15), 남아(10),
성인 남자(3, 11), 아이와 성인(5), 닭, 고양이, 개, 말, 펭귄, 다종의 개, 수족관 물고기, 곰 등 숲속
동물(8. 9, 12, 14, 16), 식물(4), 비인간(6)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 종일
심심해서 “ㅅ”과 “ㅎ”으로 지루한 시간 속 또 “ㅅ”과 “ㅎ”의 창의적 각도 변경으로 창출된 새로운
시공간 속 여아(1), 낯선 것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여아(2),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가 가능한
지를 묻는 여아(13), 평화로운 섬마을에 떠내려온 플라스틱으로 인해 아픈 바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여아(15)가 주인공이며, 또한 지친 현대인의 삶 속 동물원 동물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
육사(3), 인간 삶 여러 공간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사람들(5), 여러 모양의 선인장(4), 엄청나게 쌓
인 눈 속 신나게 노는 두 남자어른(7), 개, 말, 닭(8), 펭귄(9), 마시멜로와 정체모를 (괴)물체(6)
등이 ‘포스트휴먼, 포스트모던 시대의 해체’가 가능한 놀이의 주인공이다.

2. 언제 어디서: 놀이의 시공간
그림책 속에 그려진 시공간은, 직육면체 방과 문 밖 맛있는 세계, 그 너머 재미있는 우주 공간
(1), 작은 내 방안으로부터 다각형의 내 마음 속 상상의 세계(2), 퇴근 한 계단 많은 벽돌집 방안
과 동물원 동물식구들이 나타나는 꿈 속 공간(3), 2021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쓴 교실 속 수업시간부터 방과 후 학교 밖 공원(4), 일상을 시작하는 길, 땅속, 일터, 운동길, 여행
길 등 발소리 울리는 모든 곳(5), 상상 속 마시멜롱 마을(6), 눈 내리지 않는 겨울의 상상 속 엄청
나게 쌓인 눈(7), 전철 속, 옥탑방, 꿈을 키우고 싶은 평범한 동네(8), 주방 냉장고(냉동고), 거실,
욕실, 바다, 냉장고 냉동실(9), 집, 학교, 동네거리(10), 벼, 모, 피, 볏단, 소여물이 정다운 농촌
(11), 삼대째 양복 짓는 삼거리 양복점(12), 동화나라, 바닷 속, 하늘 위, 크레파스로 우주 끝까지
그려내는 도화지(13), 수족관, 잔디밭, 풀밭, 맨홀, 어항, 하늘, 구름바다(14), 플라스틱으로 덮힌
섬마을(15),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눈 덮인 숲(15) 등등, 그림책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하
루 24시간, 꿈속부터 우주로 이어지는 시공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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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어떻게: 놀이의 내용과 방법.
연구대상 그림책 속에서는 우선, “ㅅㅅㅎ”를 두음으로 하는 어휘들과 90도씩 회전하며 만들어
지는 어휘들과 유아의 글자놀이 공간부터 우주공간, 공룡시대부터 첨단 로봇, 아이스크림 나라,
놀이동산 등등 상상 속 놀이 내용과 방법이 이어지고(1), 낯선 타원형 놀잇감과 환상 속 다양한
놀이감, 애착과 호기심으로 새로이 발견하는 놀이(2)가 그려진다. 동물을 사랑하고 염려하며 돌
보는 사육사의 밤과 밝은 날의 기대(3), 전학해온 친구의 파랑새와 프라이버시, 타인 배려 방법
배우기(4), 라디오 속 일기예보와 상반된 천 명의 서로 다른 일상들(5), 이가 아파 ‘이파라파 냐무
냐무’ 호소하는 검은 덩치와의 전쟁, 소통, 협력(6), 상상 속 엄청난 눈 세상 속 눈 놀이와 휴식
(7), 직장 잃은 이들의 시린 현실과 희망(8). 남극 빙하와 냉동고 얼음 큐브 속 펭귄, 오염된 북극
의 잃어버린 북극곰의 삶터와 각성(9), 형아의 첫 등교날, 어린 동생의 염려와 상상(10), 농부의
모심기 모내기 벼베기, 쌀밥과 볏짚 소여물 과정(11), 덕구, 삼돌, 두식이 멍멍개 3대 양복점 주인
과 옷짓기(12), 치마폭에 그려진 6대주 오대양, 나라와 문화, 민담 속 인물과 현대 동화 주인공
(13), 수족관 물고기들의 탈출과 상상 속 그림찾기(14), 섬마을에 쌓인 플라스틱과 죽어가는 고
래, 바다거북이, 해양오염과 경각심(15), 겨울잠 자는 곰, 숲속 토끼, 날다람쥐, 개구리의 놀이, 깊
은 잠에 빠져 엄마 곰에게 안겨 귀가하는 모습(16) 등등 그림책 속 놀이의 내용과 방법은 계속
된다.

4. 왜: 놀이의 목적
왜 저자는 그림책 속 등장인물들을 그렇게 그렸을까? 등장인물들은 왜 그런 놀이를 하고 있
을까? 왜 주인공은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놀고 있었을까?
본 연구대상 16편 작품들의 글작가와 그림작가는 모두 동일인이다. 그림책 속 글의 맥락과 그
림의 구성이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짜여 진 작품이다. 작가들이 모두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인 만큼 먼저 그림 측면에서 본다면, 한글의 글자 형태를 이용해 우리말의 놀이성을 십분 활용하
거나, 낯섬을 마주한 유아의 마음을 커다란 ‘알’로 표현하고, 이가 아픈 털복숭이를 괴물처럼 여
기게 하고, 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을 현대인 냉동고 얼음 큐브 속에 가두고, 수족관 물고기들을
물 바깥 곳곳에 숨기는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형형색색 빛나는 세상 풍경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인간(역)사, 인간 삶, 사계절과 하루의 시간을 아이, 어른은 물론 의인화한 다양한 동물을 주
인공으로 하여 지하철, 연립주택, 숲속, 작은 방, 동물원, 사람들이 머무는 곳곳을 찾아 그려내고
있다. 또한 글 표현에서는, 아픈 이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어 이파라파냐무냐무를 외치는데 타
계의 괴물로 오해하여 소통하지 못하는 짧은 반복적 대화들을 들려주거나, 벼의 한 살이에 쓰이는
용어나 이야기와 관련한 ‘글자’들을 그림처럼 느끼게 형상화하고, 양복의 시대 문화적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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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개성을 다양한 종의 개의 출현과 기호 상징으로 표현하고, 지구 오대주 육대양을 덮는
넓은 치마폭에 숨은 동화와 주인공을 찾으며 상상 속에 듣는 수많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그림
책 작가들은 짧은 글과 곳곳에 상징을 숨긴 그림을 통해 유아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주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다.

Ⅳ. 논의 및 결론
2019년 말부터 시작하여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묶어버린 COVID-19는 2022년 10
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아들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3-5세 어린 유아들이 어린이집
과 유치원 등 유아기관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가운데,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배가 되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난감한 실정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단체, 학계와 유아 관련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계획과 시도들이 추진되어,
몸을 움직이며 참여하는 신체놀이 활동과 자연친화적인 숲 관련 놀이 활동으로부터, 일부 지역
도서관이나 북클럽 활동을 포함한 놀이 활동도 눈에 띄고 있다(매일경제. 2020.8.7.; 성북구놀이
정보플랫폼, 2019.1; 아시아, 2020.5.5.; 프레시안 2021.02.17.). COVID-19가 초래한 교육 현장
속 유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이 국면을 극복하고 변화 발전시키려는 어른들의 몸짓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아들이 항상 가까이하고 또 가장 즐기는 그림책에서도 새로운 인식들이 담
기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대상 그림책에 그려진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 비생명체까지 무
엇이든 이야기 속 주체가 되어 경계 없는 유아 현재 삶의 문제를 두드리고 보여준다. 그런가 하
면 선 하나로, 또는 면 하나로, 때로는 각도의 변환으로 벽과 벽 사이의 한계를 허물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그리며, 그림책은 (유아)독자에게 존재의 위상이란 자유롭게 변
화될 수 있으며, 주체와 객체,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경계가 의미 없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
다(김창희, 2016; Nikolajeva, 2009).
인간 대 비인간, 생물체와 사물 기계, 고체와 유체, 좁고 넓은, 길고 짧은, 높고 낮은, 곧고 휘
어진 등등 어떤 위치, 위상도 변화 발전하며 또 원래 자리로 회귀 가능하다. 유아들 사고 특징인
환상성과 물활론적 관점, 존재의 형태나 수에 구애받지 않는, 보는 대로 보고, 읽는 대로 읽는,
소위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명명하고, 머무르고, 떠나는,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
한 그림책 속 시공간이다. 그림책의 공간 배치는 점·선·면의 큰 틀 안에서 글과 그림을 조합하
여 화면 속의 공간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이야기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화면에 재미를 더한
다(한영강, 김기수, 2021). 이야기 및 창작자는 그림책 그림 속 공간의 추상성과 구상성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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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각적인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구성하여 독자의 읽기를 원활
하게 돕는다. 그림책 속 판타지(환상적) 이야기는 그래픽 디자인의 재미를 더하고, 현실 공간과
비현실 공간의 대체 전환을 결정하여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을 증폭시키며 독자들에게 신선
한 사유 공간을 제공해준다.
결론적으로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글작가와 그림작가의 사유와 예술혼을 통해, 우주의 다양한
존재 양상을 입은 그림책 속 주인공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없는 시공간을 무대로, 무한한 의
미와 변화무쌍한 변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포스트모던 시대 포스트 휴먼의 놀이 정신(Caillois,
2018)과 윤리를 실천하며, 2019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의 지향과 맞
닿아 거듭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북교육청,‘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발표. 프레시안. 2021.02.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711284583965#0DKU
김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 성루시 어린이놀이터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놀이 놀이행동 및 신
체활동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9(2), 105-124.
김아름, 유해미, 박은영, 장민선 (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
구소, 연구보고 2017-16.
김창희 (2016). 그림, 아는만큼 보인다 그리고 작가 정신이란? 2016.7.30.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 https://blog.daum.net/kchhe57/6762750
놀이터에서 어린이 본 적 있나요?" '놀 시간'도 없는 아이들. 아시아 2020.05.05. .asiae.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0506455777168
성북구놀이정보플랫폼. 성북구 놀이터 놀이사업 소개 2019.1, https://play.sb.go.kr/page/sub4_1
신미성, 현은자 (2019).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아동의 놀이.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4), 163-191.
오애랑, 이명신 (2022). 국내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시대별 놀이의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3), 1-23.
한영강, 김기수 (2021). 그림책 속 일러스트레이션의 공간 표현 특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21(3), 131-142)
학원에 지친 아동 '놀 권리' 보장해 공동체 회복한다. '경남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놀이
공간 조성 등 담아. 경상남도도의회, 매일경제. 2020.8.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09273/
Caillois, R. (2018), 놀이와 인간-가면과 현기증, 이상률(역). 문예출판사.

203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Nikolajeva, M.(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Nikolajeva, M. & Scott, C.(2011).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 서정숙, 고선주, 송
정, 오연주, 이송은, 강순미(역). 마루벌

204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부록

연수 이수증
성명 :

성명을 기입하세요

소속 :

소속을 기입하세요

위 사람은 본 학회가 주최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일시_ 2022년 11월 12일(토) 09:00~15:10
장소_부산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zoom)
주제_포스트 디지털 시대, 구성주의교육 다시 생각하기 Ⅱ

2022년 11월 12일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장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제3대 이사 및 운영위원
고 문

자 문

감 사

부회장

총무부

연구부

국제부

홍보부

편집부

학술부

이경우 (이화여대 명예교수)

길효정 (용인송담대)

유희정 (한신대)

류지후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김근혜 (위덕대)

윤명희 (무지개유치원)

곽향림 (호원대 명예교수)

김경철 (한국교원대)

윤미승 (경성대)

문미옥 (서울여대)

김미리 (삼동어린이집)

윤지영 (창원대)

조부경 (한국교원대)

김보라 (부산경상대)

이동숙 (공립함박어린이집)

지옥정 (전 한국교통대)

김수현 (거제센트럴자이어린이집)

이미진 (경성대)

고영미 (순천향대)

김숙경 (더클래스어린이집)

이보람 (부산경상대)

윤혜원 (서일대)

김은정 (제주국제대)

이서연 (Delaware State University)

이성희 (배재대)

김정남 (동동부모교육연구소)

이영미 (제주한라대)

김정준 (총신대)

김정은 (신라대학교)

이영주 (전주비전대)

최진령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주 (춘해보건대)

임수정 (제주관광대)

성현주 (동산어린이집)

류미옥 (곤지곤지어린이집)

전옥미 (정관어린이집)

박종명 (경성대)

류미자 (아름유치원)

정선혜 (아이별어린이집)

정정희 (경북대)

박덕자 (익산 지안리즈어린이집)

정정엽 (한주어린이집)

김래은 (유원대)

박선미 (경상국립대)

정희정 (총신대)

조경미 (부산경상대)

박혜경 (경북도립대)

조혜진 (신라대)

윤미승 (경성대)

백은주 (목원대)

차선미 (재능대, 보나유치원)

전지형 (창원대)

백진희 (망미이진캐스빌어린이집)

차숙경 (남명품안어린이집)

성소영 (안양대)

변선주(SJ교육연구소, ㈜두브레인)

최민서 (수정4동어린이집)

류미향 (동아대)

서명자 (과천노들유치원)

최은진 (일광비스타동원어린이집)

고미애 (경남정보대)

서은주 (경성대)

하선혜 (동주대)

안영혜 (창신대)

서현정 (전주비전대)

한선아 (목원대)

이종길 (부산경상대)

서희전 (동명대)

한희정 (춘해보건대)

조재경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서태경 (일광이지더원2차어린이집)

허미화 (호원대)

권이정 (공주대)

성혜진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현영희 (동일금화어린이집)

박건령 (경성대)

송미선 (김포대)

현혜정 (대구과학대)

임수진 (동신대)

송민서 (서영대)

편집위원 김나림 (전주비전대)

김효진 (전남대)

송진영 (부산경상대)

노진형 (경남대)

신현정 (총신대)

성소영 (안양대)

김숙이 (청송유치원)

심은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홍주 (성신여대)

한경자 (수영동산어린이집)

심은희 (백석문화대)

지옥정 (전 한국교통대)

강인자 (수정삼성어린이집)

안혜정 (제주관광대)

최윤정 (강릉원주대)

정행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다경 (럭키동래유치원)

현장 개발부 김덕희 (동화나라유치원)

일반이사 강민정 (목원대)

우수희 (김해대)

곽미금 (BIFC어린이집)

유선영 (호원대)

곽정인 (순천향대)

유재경 (안산대)

간

사

최유정 (총무 : 경성대)
박종명 (연구, 편집 : 경성대)

2022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년 11월 12일 인쇄
2022년 11월 12일 발행
발행인 : 이연승
발행처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인문관(6호관) 116호
전 화 : 051) 663-4330
메 일 : scece@daum.net
제 작 : 창지사 02) 719-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