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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역할을 계성에 련하여 구체  장을 심층 으로 

살펴 으로써 돌 과 살핌의 실천이 가능한 유아교사의 역할 특성을 탐색하고 

역할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 다. 계라는 특성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

의 구체  실천 특성을 살펴보기 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외 

다각  장에서의 실제를 탐색하고자 하 다. 따라서 한국의 유아교육기 으로 

M유치원과 P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일본의 S유치원과 H보육원을 선정하여 질  

연구를 통해 심층  의미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로 나 는 화로 여는 계, 감각과 신체를 통한 계, 

알아가는 과정 속의 계, 의식주 생활에서의 계라는 4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는 자연물을 통해 맺는 계,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계, 몸의 움직임으로 갖는 계, 일상으로 가지는 계라는 4가지 특성으로 나

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계성 차원에서의 유아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상

지향  언어를 통한 계성, 감각에 기 한 계성, 생활에 기 한 계성, 유

감에 기 한 계성, 생태  계성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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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는 사회구조  가족구조의 변화로 출산, 인간소외 등의 문제가 심각

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과거의 씨족사회로서의 통사회는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

회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육아의 문제가 핵가족화된 부모에게 담되는 경향은 부모

들에게 육아에 한 불안과 기피의 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육아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역할 혼란과 유아교육기 의 

불신이라는 근본  문제에 기인한다는 논의(도미향, 2006; 박은미, 2007; 이원 ·송

경섭, 2005)가 생겨나고 있다. 즉 출산과 육아 기피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의식의 공유와 유아교육기 의 변화라는 커다란 두 가지 축의 변화가 필요한 실

에 직면했다. 부모들은 육아와 교육을 함께 나  수 있는 상이 필요하며 그 상

을 통해 심리 , 실천  안정을 지원받아야한다. 한 부모의 역할에 한 혼동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육아라는 문제에 한 공

동체  나눔이 실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기 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나 는 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 공감과 계를 회복할 때 가족을 지원하고, 

육아와 유아교육의 질  성장의 계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아와 유아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리 역할자

가 신뢰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사회의 육아의 문제

에 있어서 유아교육기 의 질  변화를 통한 신뢰를 제공하기 해서는 유아교사의 

역할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문미옥·이용주, 2000; 배소연, 1993) 시 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에 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이는 인지 

주의 교수법에 국한하지 않는 계성이라는 인간 삶의 본질  변화와 연결되어 

모색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산업화시  이후 개별성  주체성의 강조는 개인주의 문화로서 분

화와 개별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은 계나 돌 의 특성을 비 문  

역으로 한정되어지는 경향(한기연, 2003; Guisinger & Blatt, 1994; Sampson, 1988)

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아교사의 특성에 한 재개념주의  근

(Cannella, 2002; Kessler, 1991; Mara, 2000)은 유아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

다. 이러한 유아교사의 정체성에 한 재인식은 유아교육 장이 가지는 삶과 돌

의 특성에 근거한 실천  계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유아교사의 역할행 에 새로

운 시각을 던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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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은 심리학  차원에서 본다면 인 간의 연결과 유 , 인 민감성, 친 감 

 친화성, 정서  표 성 등의 타인지향성(김은 , 2007; 한기연, 2003)으로 논의되

기도 하고, 생내 인 심리  욕구로서 학습과 발달에 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김아 ·이 희· 혜원·이다솜·임인혜, 2007; Ryan, 2000). 한 Buber(1977)는 인

격  공동체로 나아가기 해 계의 의지를 회복하는 ‘만남’이라는 실체로 자연, 

사람, 정신  존재와의 계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계성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수행에 구체 인 실제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생명의 원리에 근거한 계성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할 때 교육

의 본질과 교사로서의 수행이 구체화되어지는 실존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조용태(2004)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일반 으로 공유하는 표  심

리  특성 의 하나인 정(情)이라는 유아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계속에서 발생되는 행동 특성이라고 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성은 인

간, 자연을 아우르는 인격  만남의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좀 더 거시 이고 본

질  특성으로 근될 필요가 있다. 결국 계성은 인간으로서의 교사가 자신, 타

인, 자연의 생명체와 본질  계를 통해 삶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계성이 유아교사의 역할에 구체 으로 어떤 형식과 실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가에 한 문제는 철학 ·심리  논의를 넘어서서 실천  상으로서의 구체  

모델이 필요하다. 행 유아교사에 련된 연구들은 유아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효

과성  향력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유아교사의 교과 역에 따른 역할 

특성에 한 연구(이민정, 2001; 이헌욱, 1997)나 유아교사의 역할 수행과 다른 요인

과의 련성에 한 근(문미옥, 이용주, 2000; 이원 , 송경섭, 2005; 오선 , 강병

제, 2002; 장 숙, 2007)은 유아교사의 역할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유아교사 역할의 구체  실천과 상  특성에 근거한 문성 논의가 필요

한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사와 유아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실

천행 에 한 논의(김은주, 권미량, 2008; 박은혜, 2002; 배소연, 1993)가 구체화되

어야 한다. 유아교사의 실천  역할 특성을 구체  장에서 직  발견하고 모형화

하는 과정은 실제 유아교사의 역할 지원을 한 구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유아교사의 역할이 계성의 시각에서 부각되는 상  근

들에서 이러한 교사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倉橋摠三(1920)는 ‘자유보육’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을 유아교육의 요한 근거로 보고, 다양한 유아

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키우는 과정(莊司泰弘, 

2003)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기 에서 실천하려는 모색이 이루어왔다. 자유보육

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개성에 근거하여 자연과 사람과 계하도록 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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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사람과 자연을 존 하고 

사랑하는 세계 ’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놀이 심의 통합 인 교육

활동을 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도 교사가 유아를 사랑

하고 존 하는 계에 을 맞춘 언어,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한 자연과의 

계, 인간과의 계, 물질과의 계에 있어서 존 과 사랑을 바탕으로 살림의 세계

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근(김은주, 2003; 서 희, 2008; 조채 , 2006; 하정연, 

2004)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역할행 를 실천력을 지닌 구체  실제로 구성하기 해서는 장에 

한 심층 이고 질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국내외 유아교육 장에서 교

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계  특성을 범주화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유아교사의 역할

을 분석하는 것은 유아교사역할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형 으로나 문화 으로 비교에 의미가 있는 일본의 사

례는 유아교사 역할에 한 좀 더 포  의미분석에 유용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

과 유아교육기 의 조직 체계와 변천과정뿐 아니라 문화  특성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계성이라는 삶의 맥락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심으로 계성에 기 하여 의미 있는 유아교사의 

역할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교사의 실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는 추후 유아교육 장의 질  변화

를 한 기 자료로서 교사교육과 련 실천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유아교육 문가 3인과 일본의 유아교육 문가 3인의 추천을 받

아 한국 유아교육기   친자연  환경에서 계성을 시하는 기 2곳과 일본의 

유아교육기   친자연  환경에서 계성을 시하는 기 2곳을 선정하 다. 참

여 찰은 한국과 일본의 유아교육기  4곳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한국 유아교육

기 의 참여 찰은 부산시에 소재한 M유치원과 P어린이집을 상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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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유치원은 친자연  환경을 통해 유아, 자연, 교사의 공동체가 활성화된 기 으로 

원장의 추천을 받은 만3세반의 이교사와 담당학  유아를 상으로 하여 참여 찰

을 실시하 다. 한 P어린이집은 생태유아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는 기 으로 원장

의 추천을 받은 만4세반 박교사와 담당학  유아를 상으로 하 다.

일본의 유아교육기 은 후쿠오카에 소재한 S유치원과 H보육원을 상으로 선정

하 다. S유치원은 자유보육을 바탕으로 하여 친자연  활동과 유아, 자연, 교사의 

공동체  참여를 시하는 유치원으로 원장의 추천으로 만4세반 사 교사와 담당 

유아를 상으로 참여 찰을 실시하 다. 그리고 H보육원은 자유보육과 아동 심 

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원으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만3세반 타카하시교사와 담당 

유아를 상으로 참여 찰을 실시하 다.

2. 자료수집

1) 문헌고찰  문서자료 수집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자질  역할에 한 분석 과정을 하여 련 문헌

을 고찰하 다. 이를 기 로 하여 유아교사의 자질  역할에 한 체계를 살펴보

고, 계성의 교육  의미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역할의 의미를 탐색하 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유아교사의 역할 정체성을 살핌으로써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역할 요인을 분석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 다. 

그리고 선정된 유아교육기 의 이해를 해 유아교육기 의 교육계획안, 통지문, 

유아교사 업무 자료 등을 수집하여 유아교사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참조 자

료로 활용하 다. 문서자료는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역할수행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유아교사의 행동의 후 계를 이해하는 기  자원으로서 수집되었다.

2) 면담조사

면담은 한국과 일본의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특성을 종합하여 범주화

한 계 맥락에 근거하여 제작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직  제작

한 면담지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심층면담은 각 연구기 별 유아교사

를 상으로 실시하 다. 면담은 찰 자료를 통해 범주화된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심층 으로 발견하기 해 실시하 다.

면담의 과정은 Fetterman(1989)이 제시한 인터뷰 차를 응용하여 반구조화 면담

의 형태로 실시하 다. 면담은 일련의 질문들이나 쟁 들로 이루어지지만 구조화된 

언어화를 통한 구조  질문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면담의 내용은 유아교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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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식을 심으로 하여 역할 수행의 의미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하여 찰된 

범주를 모형으로 구성할 시에 부가 이고 탐색  자료 수집을 하기 해 이루어졌

다.

3) 참여 찰

M유치원은 2010년 8월과 9월에 4주간에 걸쳐 매주 2일간 참여 찰을 하 고, P

어린이집은 2010년 4월에 4주간에 걸쳐 매주 2일간 참여 찰을 하 다.  S유치원과 

H보육원은 각각 2009년 10월에 1주간에 걸쳐 참여 찰을 하 고, 2010년 6월에 다

시 1주간에 걸쳐 보충하여 찰  면담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  기

명은 가명으로 진술하 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 찰은 연구자의 편견과 부작용을 이기 해 각 기 별로 

연구참여자 2인을 학 에 참여 찰자로 선정하고, 자료수집  분석의 과정에 참여

하도록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참여 찰 훈련을 1주일간 실시하 고, 유아와의 래

포 형성과 찰 실습을 한 비모임을 가졌다. 특히 일본의 연구참여자는 일본어

에 한 이해가 가능한 연구참여자로 구성하고, 사 에 찰훈련  참여방법에 

한 사 논의와 교육을 거쳤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찰은 Stake(2000)이 제시한 쟁 에 의거한 찰로 구성하

여 3단계에 걸쳐 실시하 다. 즉 기에는 포  찰을 하다가 의미 있는 쟁 이 

발견되면 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첫주에는 포 인 서

술 찰을 실행하여 모든 일상을 통해 의미 있는 쟁 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2단계는 2주간에 걸쳐 의미 있는 쟁 에 근거하여 집 찰을 하 고, 

마지막 3단계는 역할 상황별로 선별 찰을 실시하 다. 참여 찰은 연구참여자 2인

이 직  실시하여 장노트를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 비디오 촬 과 사진 촬 도 

함께 실시하 다. 

3. 자료분석

장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Fetterman(1989)이 제시한 분석과정과 

Spradly(1980)의 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토 로 하여 쟁  설정, 행동패턴 분석, 주

제 분석, 하 역 분석의 차로 실시하 다. 즉 각 자료의 의미와 쟁 으로 역

을 분류하고 각 역별 의미성을 분류하는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장노

트와 문서자료  면담자료 등을 통해 쟁 을 설정하고, 쟁 에 따른 사고와 행동

의 패턴을 찾아서 주제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주제 분석을 토 로 수집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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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내용을 담는 하 역을 선별하고, 의미있는 내용패턴을 찾아 질  속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질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해 연구

과정에서 보조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찰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사용하 다. 한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참여

찰, 면담, 문서수집 등 다각 인 근으로 자료원을 추출하여 연구하는 자료원에 

한 삼각측정(data source triangulation)을 하 다.

4. 관계성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역할 의미 분석

1) 유아교사의 역할 의미 안 구성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 역할 분석에 근거하여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의미 안을 구성하 다.

2) 평가 의회  자문회의 실시

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기 하여 안이 구성된 것에 한 내용

을 분석·평가하기 하여 평가 의회를 실시하 다. 평가 의회는 직 유아교사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유치원교사 6인과 보육교사 4인으로 구성된 평가 의회를 

통하여 수정·보완하 다. 이러한 1차 로그램 평가 의회를 실시하여 의미별 범주

의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을 좀 더 보충하기로 하여 다시 2차 으로 련 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의 차를 거쳐 완성하 다. 자문회의는 유치원 원장 1인, 보

육시설 원장 1인, 학교수 3인으로 구성되어 부산의 K 학에서 실시되었다. 

3)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모형 개발

자문회의  의회를 통해 발견된 문제 을 보완하여 친자연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모형을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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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계성에 기초한 한국과 일본 유아교사의 역할 특성  

1. 관계성에 기초한 한국 유아교사의 역할

1) 나 는 화로 여는 계

유아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는 강조되었지만(장 숙, 

2007),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언어  역할은 달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능동 으로 화를 풀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우에 교사가 일방 으로 언어  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

을 통해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화를 연결해 나가고 있었다.

성  하: 선생님, 선생님!

박교사: (다른 아이를 보며 끈이 다르게 달린 두 개의 부메랑을 보여 주면

서) 여기 이것이 어때?

성  하: 다르게 달렸어요.

박교사: 그래, 그 네. 다르게 달렸지? 어떻게 다르게 달렸지?

성  하: 여긴 눕 서 달려있고, 이건 서서 달려있어요.

박교사: 그 네, 어떻게 달아 까?

성  하: 끝에...

박교사: 이 게 끝에

성  하: 네 그 게 끝에요.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 4. 1)

나 는 화의 과정은 단순히 유아교사가 유아들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만도 아

니었다.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새로운 제안, 갈등 제시, 생각의 창작 등을 통해

화를 시도함으로써 활발한 화가 있는 계를 통하여 문제나 갈등을 풀어가는 과

정이 드러났다.

수  진: (그릇에 콩주머니를 몇 개 교사에게 갖다 주며)선생님~ 만두!

이교사: (받아서 먹는 시늉을 하며) 아 씨! 만두가 무 커요. 간장도 주세

요.

수  진: (조그만한 그릇을 갖다 주며)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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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 감사합니다.(간장을 어 먹는 시늉을 한다.)음~ 냠냠 맛있다. 다 

먹었어요. (그릇을 유아에게 건네 다.)

수  진: (그릇을 건네받고 정리한다.)

(한국 M유치원 참여 찰, 2010. 9. 2)

(유아들이 시해놓은 태양 그림을 보면서)

이교사: 자! 칙칙폭폭 갑니다. (선풍기 앞을 지나가면서) 아~ 시원하다. (테

이블에 시된 유아들의 그림을 보며) 후, 여길 . 태양들이 모이니

까 무 뜨겁다. 구 태양이지? 

채  : 거 내꺼 요.

민  성: 이건 내껀데

이교사: 여기 하고 있는 친구들 태양도 뜨겁네. 구 태양이 제일 뜨거운지 

보세요.(손으로 태양 그림을 향에 뻗으며 ) 아~뜨거 무 뜨겁다.

채 : (교사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앗~ 뜨거 

(한국 M유치원 참여 찰, 2010. 9. 10)

이러한 화를 통한  계 맺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수동 일 수만도 없고, 

지시 일 수만도 없는 능동성을 포함한 ‘나눔이 있는 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

인다. 

2) 감각과 신체를 통한 계

계성에 기 해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탐색해 본 결과, 단지 언어  계를 넘어

서 감각을 총체 으로 활용한 계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각

은 유아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요하다고 논의(배소연, 1993; 서순태, 2005; 이민

정, 2001)되는 것이다. 특별히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에서도 이러한 역할

이 부각되었다. 다음의 경우처럼 시각  심을 통해 계짓기를 하기도 하고, 감

이나 스킨쉽을 강조하기도 하고, 청각을 통해 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감각이나 

신체를 통하여 계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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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은: 선생님 선생님! 민들  좀 보세요

박교사: 우아~ 민들 가 많이 피었네. 민들  무슨 색깔이 있어?

채  은: 노란색이랑 흰색깔이요..

박교사: 그 네. 채은이 옷 색깔이랑 닮았네.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4.2)

수진, 민 , 규리: (교사를 도와 책상 에 천을 깔고, 시와 컵을 바르게 

놓는다.)

이교사: (간식 도우미 유아 외 다른 유아들은 제자리에 앉아 스트 칭을 한

다.) 로 쭉~ 나무처럼 키가 쭉 크겠네, 한번 더~ 선규, 잘하네. 

고개를 앞으로, 다시, 바로하고. 뿌리 1반 친구들 무 잘하네 (한

명씩 쳐다 보며) (머리 두드림) 천천히.. (손을 비벼 무릎을 따뜻하

게 하며) 오늘 유치원 오느라 수고했다.  발을 뱅  뱅 , 머리 반

짝반짝 톡톡톡. (손을 비벼) 내 머리를, 내 을 따뜻하게. 따뜻한 

손으로 귀를 으로 잡아당기세요. (손을 비벼) 내 마음도 따뜻해져

라. 휴~~

(한국 M유치원, 참여 찰, 2010.9.16)

자연  맥락 속에서 후각은 유아와 자연을 연결하는 계를 가지도록 할 수 있

다. 자연의 향을 느끼고 후각  민감성이 자극될 수 있도록 후각을 통해 유아교사

는 유아와의 계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송교사: (숨을 들이쉬며) 내음이 나오는지 을 감고 느껴 . 흠

정  미: (숨을 들이쉬며) 흠, 바람냄새

송교사: 음, 그래, 바람냄새

정  미: 사과냄새도 나요.

송교사: 음, 그래. 사과내음, 꽃내음, 

유아교사의 계에 기 한 역할에 있어서 감각은 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서유

헌(2003)은 오감을 통한 자극으로 뇌가 고루 발달한 아이, 스킨쉽이 잘 발달된 아이

가 행복한 아이라고 하 다. 유아교사는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자연과 유아가 만나

는 감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계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좀 더 심층  계를 맺는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이를 통해 유아는 감각을 열고, 스킨쉽이나 



 관계성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역할 탐색 연구

- 103 -

신체를 통해 자연이나 사람과의 친 한 계를 지어가고 있었다.

3) 알아가는 과정 속의 계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

고 배우는 과정을 간과할 수 없다. 앎이란 사 으로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 혹은 

추상 인 어떠한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에 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지식 달로 치우치는 경향에 한 지 (황윤옥, 2005)이 있

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유아교육에서 앎의 교육은 자연과 사람 뿐 

아니라 창조 질서와 조화에 한 깨달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임재택, 2008)이 

생겨나고 있다.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역할에서 두드러지는 상은 지식 교

육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에 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교사:(유아들과 함께 앉아서) 토끼풀 찾아보자~

주  찬: 기~ 콩벌  있어요~ !

이교사: 어디어디?

형  민: 나도 콩벌  찾아주세요.

이교사: (풀밭 주변 쪽에서 콩벌 를 찾으며) 우아! 찾았다.

형  민: 나도 주세요.

이교사: ( 에 앉은 유아에게 주며)아기 콩벌 다. 아기콩벌

소  라: (조그만한 구멍을 가리키며) 여기 콩벌  집이 요.

이교사: 야~ 콩벌  잡았다. (소라에게 주면서) 

콩벌 가 새끼 낳았나  새끼 콩벌 다. 나 에 놓아줘야 해 ~

소  라:(교사에게) 어? 정말 쁘게 생겼다.

(한국 M유치원, 참여 찰, 2010.9.3)

박교사: (조그만 풀밭 근처에서) 얘들아, 여기 나비가 있네!

다혜, 하민, 서: 우아! 여기 있다.

박교사: 무슨 나비일까?

  서: 배추흰나비

박교사: 여긴 배추 밭이 아닌데?

다  혜: 그래 이건 배추 아니잖아

하  민: 곤충도감 찾아 요

박교사: 그래, 그럼 교실 가서 곤충도감으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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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4.2)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유아교사는 정보나 지식을 실물이나 실체를 통해 

유아가 직  알아가는 과정을 맺어주고자 한다. 유아교사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

기 보다는 정보나 지식을 아는 방법을 제공하고, 정보나 지식의 실체에 근 해 가

도록 실제 장 속으로 들어간다. 즉 계성에 근거한 교사는 알아가는 과정을 

유아가 스스로 자연 속에서 맺어가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박교사: 우아 기 ~~ 쑥친구들이 많이 자랐다.

찬  우: (한 번씩 서서 쳐다보고) 에 민들 도 있어요.

박교사: 쑥으로 뭐할 수 있을까?

한  나: 쑥국도 먹고, 쑥떡도 해먹을 수 있어요.

박교사: 그럼 우리 쑥을 좀 뜯어갈까?

찬우, 한나: (같이 큰소리로) 네..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4.9)

한 유아교사가 알아가는 방식은 단지 지식 그 자체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존재하는 생활 맥락에서 알아가기를 근하도록 계를 맺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의식주 생활에서의 계 

의식주와 같은 유아의 기본 삶의 욕구에 련된 근은 유아와 교사가 의미있는 

심을 보이고 있었다. 실내의 경우 바느질이나 천을 가지고 자유롭게 필요한 무언

가를 만들 때나 식사를 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경우는 기본 생활에 근거해 있

기 때문에 유아와 교사의 계가 자연스러운 상을 보 다. 

정  민: (교사에게 매달리며) 밥 주세요~~

박교사: 배고 ? 응?

정  민: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밥 주세요

유  미: ( 에서 교사에게 다가오면서) 네, 배고 요

박교사: 아이구~ 우리 똥강아지들 웃겨죽겠다. 조 만 기다려~ 

우리반 아이들은 식욕이 무 넘쳐서 큰일이다.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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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 선생님, 바느질 못 하겠어요. 잘 안 돼요

박교사: (주리의 바느질에 엉킨 실을 풀어 주면서) 주리야~ 할  안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는다)

주  리: 못하겠어요. 찔릴 것 같아요.

박교사: 주리야, 안 아 . , 괜찮지? 이건 괜찮아

주  리: 선생님, 이거 이 게?(천을 통과해서 바늘을 빼면서)

박교사: 그래, 그 게..

(한국 P어린이집, 참여 찰, 2010.4.19)

실외의 경우도 먹거리로 연결되는 텃밭에서의 활동은 편안하게 교사와 심사가 

연결되고 있었다. 의식주라는 기본  욕구는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이

기 때문에 서로의 심이 잘 연결되고, 계를 열기에 유리한 근으로 보 다.

이교사: (늙은 호박을 가지고 유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앉으면서)얘들아~ 

늙은 호박 왔다.

찬  우: (여러 아이들이 호박 주 로 모이고)이거 우리 유치원거다. 

선생님이랑 같이 땄다.

민  철: 이거 정말 우리 유치원거에요?

한  서: 맛있겠다.

미  애: 그래,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 부침개

한  서: 죽도 맛있는데..

이교사: (늙은 호박을 책상에 놓으면서)정말 크지? 

(한국 M유치원, 참여 찰, 2010.9.20)

유아의 일상생활이나 삶의 의미(이기숙․정미라․김 숙, 2006; 양옥승, 2006)나 

먹거리 속에 나타나는 계성(김애자․김정혜, 2003)의 차원에서 유아의 일상이나 

삶의 역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사례를 심으로 볼 때 일상 에서도 

특별히 의식주와 련된 일련의 일상들은 유아와 교사가 같은 심사를 가지고 편

안하고, 공감 인 계를 열 수 있는 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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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성에 기초한 일본 유아교사의 역할

1) 자연물을 통해 맺는 계

일본의 유아교사의 역할을 계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자연  상황이나 자연물

을 시하면서 계를 풀어가는 특성을 보인다. 건물이나 일과의 구성이 자연과 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물과 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의미

있는 계를 풀어가는 역할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타카하시교사: 이 게 모래를 로 모아볼까? 선생님은 손이 크니까 이 게 

많이.

유우토: 나도 이 게 많이.

타카하시교사: 이제부터는 이 게 희들이 흙을 높이 해보는거야.

히로토: 선생님, 이 게 높게?

타카하시교사: 야! 멋지네.. 무엇을 닮았지?

히로토: 성이에요.

타카하시교사: 와~ 성이 만들어졌네. 자 그럼 이제  다른 무엇을 해볼까?

유우토: 이거(바구니를 보여주자), 담아요.

타카하시교사: 좋아. 담아보자..

(일본 H보육원 참여 찰. 2009. 10. 22)

아오이: (개미를 쳐다보면서)

힘들겠다. 게 큰 것을 들고 가네.

사 교사: 그 다. 힘들겠다.

아오이: 그래도 힘이 센가 요.

사 교사: 그래도 힘은 들겠다.

아오이: 응원을 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 집에 무사히 가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사 교사: 그래, 기도해 보자.

(일본 M유치원 참여 찰, 2009. 10. 20)

소우타: 선생님, 이거 멋지죠?

(흙으로 길과 강의 여러 지리를 표 해 놓고)

사 교사: 와! 이게 뭐지?

소우타: 우리 동네죠. 여기는 길이고, 여기 강이 있어요.

번에 아빠랑 차를 타고 가던 그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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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사: 정말 멋지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니?

(길 에 우뚝 솟은 곳을 가르키며)

소우타: 아, 그것은 유치원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이에요.

(일본 M유치원 참여 찰, 2009. 10. 20)

유아교사는 유아와의 계를 자연물을 통해 풀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러한 과정은 거의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근되고 있고, 인공물이나 조직화된 놀잇

감에 비해 자연 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흙공을 만든다든지 흙으로 

여러 지형이나 자연 상을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런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었다. 즉 유아교사는 자연물에 근거해서 근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가 자연  

변화나 변형에 따라 주도 으로 계를 풀어갈 수 있게 되었다.

2)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계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안내자이자 재자의 역할이 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지

만 일본의 여러 사례에서 유아교사는 유아들과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

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이원 , 송경섭(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

동체  참여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통해 계 지향  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타카하시교사: ( 꼬가 놀이를 하지 않고 서 있자 다가가서) 선생님도 같이 

놀아도 될까?

꼬: (고개를 끄덕인다)

타카하시교사: ( 에 있는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놀고 

싶어

: 네, 같이 놀아요. (공을 타카하시교사에게 주자 다시 꼬에게 넘긴다)

꼬: (다시 공을 받아 쳐서 교사에게 다)

타카하시교사: (공을 받아 @@에게 달하면서) 참 재 다

(일본 H보육원 참여 찰, 2009. 10. 21)

란코: 나는 흙공 2개 만들었다.

사 교사: 난 한 개지만 이것  딱딱하잖아

란코: 내 것도 딱딱해요. 보세요.

사 교사: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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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  쪽에 있는 흙이 이쪽 흙보다 더 나아요. 

 쪽에서 먼  만들어서 이쪽 흙으로 다시 덧붙여야 돼요.

사 교사: 아! 그 구나.

(일본 M유치원 참여 찰, 2009. 10. 23)

유아는 교사와 함께 작업을 하는 공동체이자 동료  시각을 가지므로 좀 더 자연

스럽고 구체 인 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사는 안내나 재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  일상을 함께 나눔으로써 좀 더 구체 이고 의미 있는 상호 교류와 

계를 가지고 있다. 

3) 몸의 움직임으로 갖는 계

일본의 사례에서 유아와 교사의 일과는 근육과 몸을 활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일과가 시작하면 유아는 맨발로 실외 놀이터로 나가서 흙놀이를 하거나 로 , 끈, 

철 , 타이어 등을 활용한 놀이를 하 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몸의 유연성을 기

르는 리듬체조나 철  오르기와 같은 몸의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을 시도하는 횟수

가 많았다.

타카하시교사: 철 에서 거꾸로 오르기 해볼까?

쇼오타: (웃으면서 철  쪽으로 올라가면서) 선생님,  보세요. 얏!

타카하시교사: 우와, 정말 잘하네.. 박수~ (머리를에 쓰다듬어 주면서)

히나: (철  족으로 다가가며) 할 수 있어요?

타카하시교사:(히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면서)

자, 손을 철 에 이 게 잡고 살짝 뛰어 발과 몸을 이 게 하는 거야.

히나: (한바 를 돌고 내려오면서 환하게 웃으며) 야호!

타카하시교사: ! 훨씬 능숙해졌어. 무 잘하네..

(일본 H보육원 참여 찰, 2009. 10. 19)

S유치원의 경우 심시간 이 까지 오  일과를 계속 실외에서 실시하면서 교사

와 유아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몸의 움직임을 즐기는 모습이 찰되었다. 이러한 

근에서 교사의 역할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유아와 좀 더 친 한 계를 맺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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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타: (타이어끌기게임을 비하면서) 내가 있으니 이길 거야! 이번에 꼭 

이길 거야.

사 교사: 응 힘내, 선생님이 응원할테니..

사 교사: (아이들을 쳐다보며) 이 게임을 이기기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에이타: 빨리 달려가서 온몸을 많이 사용해서 타이어를 잡고 끌면 돼요

히로토: 작  회의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 힘을 합한다!

아오이: 뛰어가서 상 편 방향에서 타이러를 잡아 상 편이 타이어를 잡지 

못하도록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사 교사: 응 모두 좋아, 좋은 생각이었어. 자, 이 게 선생님이랑 하세가와 

선생님도 같이 붙잡고, 좋지?

(일본 S유치원 참여 찰, 2009. 10. 19)

4) 일상으로 가지는 계

유아교육의 일상이 그룹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일상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룹은 함께 리듬체조를 보여 다거나 요리를 함께 한다거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을 제외하면 유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놀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유아교사는 단

지 같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화를 하면서, 구르고 함께 몸 

놀이를 하면서, 옷을 함께 갈아입으면서, 유아와 함께 물걸 로 교실을 닦으면서 

계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타카하시교사: (식사를 하는 히나 에 앉아서) 이거 씹으니 어떤 느낌이

야? 부드러워? 딱딱해?

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씹히는 것도 있어요.

타카하시교사: 그래 맛은 어떻지?

히나: 음, 달아요. 맛있어요.

(계속 유아들 에서 식사를 하면서 맛을 표 해 본다)

(일본 H보육원 참여 찰, 2009. 10. 23)

타카하시교사: (물걸 로 바닥을 닦으며) 엉덩이를 이 게 들고 하면 편해.

유우마: 이 게? (웃으면서)

타카하시교사: 그래, 그 게(웃으면서)

유우마: 깨끗해지고 있어요. 

(일본 H보육원 참여 찰,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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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사: (벗은 옷을 개면서) 이 게 둘둘 말아볼까?

미사키: (교사가 하는 것을 보다가 돌돌 말기 시작하면서) 나도 다

사 교사: 같네

미사키: (웃으면서) 히히, 정말 같네

(일본 S유치원 참여 찰, 2009. 10. 19)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아의 자유를 열어주고, 개개인의 삶을 존 하는 일본의 

자유보육(倉橋惣三, 1966)여서 생활과 교육을 연결하여 함께 사는 삶으로 교육을 풀

고자 하는 근과 같은 맥락으로 보 다. 

Ⅳ. 관계성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역할 의미

1. 대상 지향적 언어를 통한 관계성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은 다각  방향으로 

시도됨이 발견되었다. 유아교사는 언어를 통해 유아들과 계를 맺는다. 언어는 유

아와 연결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근 방법인 동시에 교육  방안(정은이·박용한, 

2006; 장 숙, 2007; Gilligan, 1982)으로 채택되어진다. 

그러나 계성에 을 둔 유아교사의 언어  역할은 주도 이거나 지시 인 형

태가 아니라 상 지향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 다. 즉 상이 가진 특성이

나 상에 맞추어 역동 인 언어를 통해 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 특

성에 맞춘 언어는 유아를 좀 더 세 하게 찰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지는 삶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과 같이 놀고 경험을 하면서 즐기다 보면 아이들이 보여요. 자연에 

해,  아이들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0. 9. 30. 한국 M유치원 김교사 면담)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가 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진짜 

화가 이루어집니다.    (2009. 10. 23. 일본 S유치원 사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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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례에서 발견된 ‘나 는 화로 계풀기’의 근과 일본 사례에서 분석

된 ‘동등한 참여자로 계하기’를 종합하면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 에

서 ‘ 상 지향  언어’를 통한 계성을 가지는 과정이 요한 근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특히 의 면담과 같이 이러한 상 지향  언어는 유아와 유아가 속한 

자연  맥락 속에서 공감을 가진 동참과 민감한 반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감각에 기초한 관계성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감각과 신체를 통해 계짓기’와 일본의 ‘자

연물을 통한 계풀기’와 ‘몸의 움직임으로 계맺기’ 같은 특성은 유아교사 역할에 

있어서 계성의 특성이 감각에 기 함을 드러내고 있다. 계의 기 가 오감각과 

스킨쉽과 같은 과정을 구체  통로로 삼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아교사는 부모와의 계, 자연 민감성, 동료와의 계가 모두 요해요. 

특히유아교사는 유아에게 내 에서부터 자연을 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해요. 유아의 모든 생활과 감각을 동원해서 자연과 사람에 한 내  각

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2010. 8. 10. 한국 P유치원 박교사 면담)

교사도 자연이나 사물에 한 경험이나 감성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해

야 해요. 감각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특히 아이들의 작은 반응이나 환경

에 민감하구요.  (2010. 9. 30. 한국 M유치원 김교사 면담)

아이들과 통하는 통로는 감각입니다. 아이들이 세상과 감각을 통해 만나

기 때문에 교사도 감각을 통해 세상과 유치원 환경을 만나면 아이들과 통

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아와 교사가 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

다.         (2009. 10. 23. 일본 S유치원 사 교사 면담)

유아교사는 유아와 계를 감각을 통해 열어야 한다는 논의들(신유림·윤수정, 

2009; Pianta, 1991)이 있어왔다. 이는 유아가 세상과 통하는 방식이 감각을 통해서

이기 때문에 유아교사도 감각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민감성을 기른다면 유아와의 

친 한 계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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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에 기초한 관계성

한국의 유아교사의  ‘의식주 생활로 계열기’라는 역할과 일본의 ‘일상으로 계

열기’라는 측면을 종합하면 유아교사가 계를 진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의 반  역이 계

성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유아교사 역할에 있어서 요한 특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자체는 일상  모든 역을 말하고 있어요. 일상  생활 속에서 사

람과 자연을 바라보는 민감성과 순수함이 요하다고 생각해요.

(2010. 8. 10. 한국 P유치원 박교사 면담)

아이들의 일상 인 생활이 요합니다. 의식주와 같은 것..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에 해서도 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2010. 9. 30. 한국 M유치원 김교사 면담)

유아교육은 삶입니다. 유아의 자유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자연스런 

생활만이 교육  시도가 가장 하게 일어날 수 있고, 유아교사는 그런 

면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2009. 10. 22. 일본 H보육원 타카하시교사 면담)

교육과정에 한 재개념  논의들(Cannella, 2002; Goldstein, 2002; Kessler, 1991; 

Mara, 2000; Noddings, 1984)은 교육의 본질을 상 그 로로 이해해야 됨을 지

하고 있다. 교육의 실체와 그 속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삶의 기 할 때 

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측면(정 자, 1998)에서 의미 있는 연 을 나타내고 있다.

4. 유대감에 기초한 관계성

한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나 는 화로 계풀기’와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동

등한 참여자로 계하기’를 통해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역할은 감정  유 에 기

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유 (紐帶)란 사  의미로 두 개의 것을 묶어서 연결을 

맺게 하는 연, 지연, 이해와 같은 요한 조건이나 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유 감은 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이 서로 간의 계를 맺기 한 일련의 결속력

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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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인지 으로만 다가가기 보단 자연을 친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는 그 시를 되

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에는 그는 다

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구 이 있어요.  친구가 되려면 먼  이

름을 알고, 그 아이에 해 조 이라도 안다면 더욱 가까워지기 쉽잖아요.

(2010. 8. 10. 한국 P유치원 박교사 면담)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한다

는 생각이지요. 부모와 유아, 교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

아는 부모처럼 선생님을 생각하고, 교사도 생활 속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 10. 22. 일본 H보육원 타카하시교사 면담)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사와 유아가 결속력을 가지기 해서는 서로 간의 공동

체  결속을 시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 다. 권미량․최애경(2005)

의 연구는 최근 부모의 육아생활에 있어서 바쁘고, 외롭고, 불안한 상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이 계의 망이 유아, 부모, 교사 간에 나타나야 

함을 드러내고 논의들(박은미, 2007; 이원 ․송경섭, 2005; 황윤옥, 2005)이 이러한 

유아교사의 역할의 요성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의미에서 유 감

은 계성 측면에서 요한 유아교사의 역할로 볼 수 있다.

5. 생태적 관계성

생태  계성은 인간의 삶이 바 기 해서 인간은 자기자신, 타인, 자연과의 

계를 생태  차원에서 맺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계성에 근거한 유아

교사의 역할에서 ‘나 는 화로 계풀기’,‘감각과 신체를 통해 계짓기’, ‘알아가

기로 계맺기’는 신체, 인지, 정서  측면에서의 계  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자연물을 통한 계풀기’과 ‘몸의 움직임으로 계맺기’를 통해 

정서, 신체, 성을 돌보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계성은 통합 으로 몸, 마음, 혼의 조화로운 계를 통해 근되어질 때 가장 

조화로운 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김희 , 2009; 박세원, 2004; 임

재택, 2008; Comenius, 1910).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아교사의 계성에 

기 한 역할의 종합  측면으로는 생태  계성을 통해서 건강, 심성, 성이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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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근하는 계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허 주

(2010)는 성회복을 한 교육은 먼  가르치는 자신이  차원의 삶에 뜰 때

에만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 다.  

가장 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지요. 그래서 희는 하루 일과 에

서 맨발로 땅을 밟는 실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  그러면서 친

구들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면서 자유로운 표 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

음으로는 성이 요해요. 성을 키우기 해 선생님과 아이들은 일상에

서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2009. 10. 23. 일본 S유치원 사 교사 면담)

그걸 뭐라고 하지.. 자연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순수함? 자연에 

한 민감성! 요즘 바깥 산책을 가면 매미 허물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매미허물을 만지고, 도 막 모자에 매미허물을 얹어 놀고 화할 수 있어요.  

                     (2010. 8. 10. 한국 P유치원 박교사 면담)

아이와 자연과의 계가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교사가 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 못한 부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선 ‘자연이 교사’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유아교사는 엄마같은 존재

에요. 안아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감정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2010. 9. 30. 한국 M유치원 김교사 면담)

유아교육에서 오감, 스킨쉽, 마음, 사고, 의식주의 다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하고 평안한 유아로 자랄 수 있다는 주장들(서 희, 2008; 서유헌, 2003; 최희

철·황매향·김연진, 2009)은 유아교사가 유아를 총체  에서 돌보는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한 교육에서 성 회복이 요하며, 이는 교육  측면에서도 근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나고 있다(김정신, 2004; 송순재, 2002; 허 주, 2010). 이상우

(2010)는 성의 성질로 활성화된 에 지, 발달  속성, 사랑의 추구로서 ‘인간의 보

이지 않지만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 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종

합할 때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은 몸, 마음, 혼의 조화로운 돌 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생태  계성이 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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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개인주의, 양극화, 핵가족의 사회는 인간의 인격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기능  

측면에서 근하는 교육의 양상에 한 반성  시각을 요구하며, 교육의 행 에 있

어서 삶과 돌 의 의미성을 찾아가려는 동향(김희 , 2009; 서유헌, 2003 Rogers & 

Webb, 1991)을 유발하며 새로운 장의 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유아교사의 역할을 계성에 근거한 특성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 로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역할 모형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로 각각 2기 을 선정하여 질  특성을 분석하

다. 한국의 유아교육기 으로 M유치원과 P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일본의 S유치원

과 H보육원을 선정하여 참여 찰  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장의 심층  의미

를 분석하고자 하 다. 

그 결과로 한국의 유아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계성에 기 한 특성으로는 나 는 

화로 여는 계, 감각과 신체를 통한 계, 알아가는 과정 속의 계, 의식주 생

활에서의 계라는 4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계성에 근거한 일본의 

유아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는 자연물을 통해 맺는 계,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계, 

몸의 움직임으로 갖는 계, 일상으로 가지는 계라는 4가지가 특성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특성을 심으로 각 범주를 분석하고, 심층면담과 련 자료를 추가 으

로 검토하여 계성에 기 한 유아교사의 역할의 의미를 범주화하고, 가안을 토

로 평가 의회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하 다. 그 결과로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

사의 역할 의미를 상지향  언어를 통한 계성, 감각에 기 한 계성, 생활에 

기 한 계성, 유 감에 기 한 계성, 생태  계성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장을 상  특성을 심으로 분석하여 유아교

사의 역할을 계성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 자료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첫째 유아교사의 역할 정체성에 한 후속연구의 자료로서 지속 으로 유아교사

의 문성에 한 이론 , 실천  근거를 제시하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추후 유아교사가 가지는 돌 과 삶의 의미와  행복한 유아교사의 문성 확

보를 한 기 자료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이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발 에 공동 력할 수 있는 구

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유아교육 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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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교류하며 상호 발  자원을 공유하는 일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사교육을 한 자원으로서 이러한 계성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역할

의 의미 이해에 기 하여 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과 유아교사를 지

원할 수 있는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기  운   평가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

기 에서 유아와 교사의 삶을 돌보는 체 맥락에서의 운 과정에 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 의 질  개선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후 다양한 학술 , 실천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속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의 질  변화를 지원하고, 유아교육 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 자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 사례가 특정 사례를 심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좀 더 다각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의 역할에 

한 다양한 실제가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장 활용 가능한 교사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의 출산이라는 사회  문제

와 맞물려 있는 유아교육 장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유아교사의 문

성 확보를 통해 유아교육 장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실천  연구를 과제로 남기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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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quiring into the role characteristics of a early 

childhood teacher, who can put an act of tending & examining into 

practice, and organizing a role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a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i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take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such as 

relation with conversation, relation through sensation and body, relation 

with familiarity, and relation by living through the cases in Korea. As for 

the cases in Japan, there appear the characteristics, such as relation 

through natural things, relation as an equal participant, relation with bodily 

movement, and relation with daily life.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organized a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as relationship through object-oriented language, 

relationship based on sensation, relationship based on fellowship, and 

ecological relationship. 

Key Words :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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