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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 내용과 수준을 분

석하여 그들의 현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B시에 소재한 유아교사 39명과 3, 4년제 유아교

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60명, 총 99명을 대상으로 상위개념의 수, 내용요소에 따른 수, 종

속 개념의 수, 특성, 위계, 밀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 모두

‘숲교육’에서 ‘자연(숲)’의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

한 상위개념에서 종속개념은 ‘생명’, 위계는 ‘치유’와 ‘생명’, 특성화 점수는 ‘숲 체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밀도는 1.00에서 4.80의 범위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상위

개념에서 종속개념은 ‘자연(숲)’, 위계는 생명과 자연(숲), 특성점수는 ‘자연(숲)’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밀도는 1.00에서 6.78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숲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지식수준의 문제점 진단 및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숲유치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전교육과 재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숲교육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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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연은 인간의 고향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자랐고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 왔

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숲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인연을 가

지고 왔으며 뭇 생명들이 살아 숨 쉬며 공존하고 상생하는 순환의 생명터이자, 여러 가지 사연

과 전설, 이야기, 문화, 미술, 음악 등 예술의 원천이기도 하다(임재택, 하정연, 이소영, 신주연,

2012). 남효창(2004)도 숲이라는 자연이야말로 아이를 아이답게 길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

간이고 숲은 우리 내부에 숨겨진 감성을 일깨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온갖 생물을

차등 없이 사랑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 하였다.

최근 들어 ‘숲교육’은 ‘숲활동 혹은 ‘숲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혼용되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숲교육(숲활동)’이라 함은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숲에서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인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포괄하는 교육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숲과 아이들의 만남은 1990년대부

터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움직임인 생태유아교육

라는 이름으로(임재택, 2010) 아이들과 숲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그 계기가 되었으며, 이명환

(2003)의 ‘독일의 숲유치원’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많은 유아교육기관이 숲유치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산림청에서 녹색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의 국유림에 숲유치원

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숲유치원이 활성화 되었으며, 2010년부터 (사)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매

년 2회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숲유치원 운영사례 발표, 외국전문가의 시연 그리고

숲유치원 교육방식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의 기회도 갖게 되는(임재택, 이소영, 김은주,

2012) 등 숲유치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국민의 숲, 도시 숲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던 숲유치원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이미라, 2010)하도록 하고 있다.

숲이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숲활동’의 교육

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숲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명존중(박은혜, 2011; 안명숙, 2006; 임재택

외, 2012), 정서지능(이경화, 2012; 이광미, 2012; 임재택, 하정연, 이소영, 2013; 조은제, 2011), 감

성지능(김경애, 2011), 사회성(박은혜, 2011; 이현영, 2012; 임재택 외, 2012), 창의성(김 연, 2011;

소명수, 2012)이 발달하였고, 긍정적 자아개념(Tschan, 2012), 언어표현력(오소영, 2010; 이인숙,

2008)이 향상되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도 ‘숲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Grey, 2011), 긍정적

자아개념(Seitz & Hallwachs, 1996), 언어표현력(Bickel, 2001), 창의성(Knight, 2009; Meier &

Sisk-Hilton, 2013), 관계성(Sandhof, 1998; Schede, 2000)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숲

이 새로운 유아교육의 장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의 장이되는 물리적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일과를

보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인적 환경인 교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에 있어 교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아기는

한 사람의 일생에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존재라

고 말할 수 있다. Patterson(1989)은 훌륭한 교사의 자질이란 시대의 변화와 교육관 변화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Katz(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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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도의 지적능력과 이에 따라 장기간의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숲교육’ 또는

‘숲활동’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사의 지

식에 대한 이해는 교수행위로 투영되어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이연선, 2007)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흔히 ‘지식’은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실제로 겪어서 알게 된 것’(토박이

사전편찬실, 2008)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 정의된다. 즉, 교사에게 있어

‘지식’이란 교과를 통해 배운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까지도 포함된 복

잡한 인지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교수활동을 하는 유아교사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물리적 환경이 강한

매개가 되는 ‘숲교육’에서 교사의 교육전반에 대한 지식과 철학 등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금껏 이루어진 숲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숲유치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김현정, 2013; 송주은, 2011; 이명환, 2011; 이용수, 2013), 운영실태 및 방안(임재택 외,

2012), 교사교육(배은주, 2013; 이주연, 2011), 어려움(김묘선, 이민선, 2013), 태도분석(김은숙,

2013) 등이 있다. 그리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숲 관련 연구로는 인식 및 요구도(황지애, 김

성재, 2012), 실습과정 인식한 숲유치원의 교육적 가치 및 어려움(김성재, 2013) 등이 있다. 이러

한 기존의 연구들은 ‘숲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밝혔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더 중요시하느

냐에 따라 생활 전반의 모습 및 교육활동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유아교사와 이를 준비하는 예비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숲교육’과 ‘숲활동’에 대한 이

들의 지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숲교육(숲활동)’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교사가 지닌 지식의 내용 및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개념도(concept map) 기법이

있다. ‘개념도’란 특별한 주제를 학습하고자 할 때 학습자의 개념적 이해에 대한 표시로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성을 통해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기술(Beyerbadh, 1988; Novak & Gowin, 1984)

이며, 교사의 지식 내용 및 조직 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세밀한 도구(이효숙, 2009)이다. 또한

그래픽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드러내주고 특성 학습과제에 포함된 핵심 개념들과 이들 개념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드러내준다(홍민경, 이경화, 2011).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숲교육’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 내

용과 수준을 분석하여 이들의 현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숲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교사교

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숲유치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재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숲교육’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 개념에 대한 지식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 개념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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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 내용과 수준

을 분석하여 그들의 현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55명과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60명, 총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그런데 이들이 작성한 개념도의 회수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경우, 총 48부 회수 중 연결어

를 쓰지 않거나 빈 칸을 둔 개념도가 추가로 9부 발견되어 이를 제외한 총 39부와 예비유아교

사가 작성한 총 60부가 최종 자료로 선정되었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B시 소재에 위치한 유치원의 교사 3명과 P대학의 예비교사 3명을 임의 표집하여 ‘숲교육’에

대한 지식의 정도 및 조직 방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숲교육’에 대한 내용

을 교사와 예비교사 각 개인의 생각과 지식을 개념도 그리기를 통해 지식의 개괄적 수준과 지

식수준의 위계를 알아보았으며, 개념도 작성의 소요시간, 방법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작성을 위해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개념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은 평균 50분 정도였다. 본 연구자들은 사전에 개념도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념도

를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숲교육’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개념들을 모두 작성한다.

둘째, 이들 개념들을 ‘숲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위개념을

위에 다 놓고 그 밑에 상위개념과 관련된 첫 번째 수준의 종속개념을 배열한다.

셋째, 상위개념과 종속개념을 선으로 연결한다.

넷째, 첫 번째 수준의 종속개념 밑에 관련된 하위수준의 종속개념을 배열하고 서로 관련 있다

고 판단되는 개념끼리 선으로 연결한다.

다섯째, 관련된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개념들을 연결한 선 위에 자신이 생각한

연결어를 적는다.

이상 모든 과정은 새로운 개념이 떠오를 때마다 포스트잇에 메모를 한 뒤 개념도의 적합한

위치에 적절하게 배열하였으며, 한명의 교사가 작성한 개념의 총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념도

작성이 끝난 뒤에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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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숲교육의 상위개념 분석틀 

1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숲 중심의 교육, 계절 중심의 교육, 자연/자연물의 변화 중심의 교육, 체험

중심의 교육, 자발적인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등

2 유아 숲 체험 활동

오솔길 따라 걷기, 숲길 걷기, 숲 명상하기, 나무 올라가기, 식물과 꽃 관

찰하기, 물고기와 곤충 관찰하기, 숲 탐색하기, 나무 열매 찾기, 자연물로

놀이하기 등

3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

교사 준비: 숲 생태 공부, 교실환경, 마음의 준비, 안전 지침 및 응급 처치

법, 날씨 점검, 복장, 준비물 등

아이 준비: 복장, 준비물, 안전교육 및 숲생활 수칙, 숲의 주체가 되기 등

4 숲 유치원의 효과
몸 마음의 치유, 아이다움을 찾아줌, 자유제공, 놀이제공, 감각과 감성, 생

명사랑, 건강, 대인관계와 대물관계 체득 등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Markham, Mintzes와 Jones(1994), Morine-Dershimer(1993), Novak과

Gowin(1984) 등에 근거한 심성경, 이효숙, 변길희, 김은아, 박유미(2008)의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개념의 수, 내용요소에 따른 수, 특성, 위계, 깊이 및 밀도 등으로 분석하였다. 상위개

념과 하위개념에서 제시된 용어들 중 유사한 용어는 묶어 대표되는 개념으로 나타내었으며, 상

위개념의 빈도와 백분위를 산출하였다. ‘숲교육’에 대한 최다빈도의 상위개념 분석을 위한 틀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출판된 ‘숲’, ‘숲활동’, ‘숲유치원’ 등 관련 참고문헌 9권을 토대로 작성하

였으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2010; (사)한국숲유치원협회, 2011a, 2011b; 산림청, 2008, 2011,

2013; 임재택, 하정연, 신주연, 2012; 황영철, 2012) 상위개념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개인별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을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 전문

가 2인과 본 연구자 4인이 자료분석에 참석하여 개념을 분류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재검토

하였다. 상위개념의 위계, 각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의 수, 상위개념의 특성점수는 가장 많

은 11개의 상위개념에 대하여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가 제시한 값을 산출한 후 상위개념별로

평균을 제시하였다. 종속개념에 대해서는 총 수와 내용요소에 따른 빈도를 산출하였고, 유아교

사와 예비유아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밀도를 각 개인별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PASW 18.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위를 실시하였다.

1) 숲교육에 대한 지식 분석

‘숲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지식의 정도 및 조직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

위개념과 종속개념의 내용과 내용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이 작성한

개념도는 상위개념의 수, 내용요소에 따른 수, 특성, 종속개념의 수, 위계, 밀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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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개념의내용및내용별빈도

상위개념은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개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아교

사와 예비유아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에 의해 작성된 개념도에 나타난 모든 상위개념은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둘째, 기

록된 상위개념을 분석하여 유사 용어끼리 통합하여 목록을 만들었다. 셋째, 각 항목의 상위개념

과 유사용어의 빈도를 기록하였으며, 각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개념도에서 해당 개념이 사

용된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때 모든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에 의해 작성된 상위개념

의 최대 빈도는 개념도를 작성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인원수였다.

(2) 숲교육에대한내용요소에따른수

유아교사와 예비교사가 작성한 개념도에서 상위개념의 빈도와 백분위를 산출하였으며, 제시된

상위개념을 분석하고 밀도를 산출하였다.

2) 숲교육에 대한 지식수준의 분석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에 나타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의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위개념의 특성,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의 수, 위계, 특성점수 등을 분석하고 밀도

를 산출하였다.

(1) 상위개념의특성

상위개념의 특성은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의 수, 위계, 특성점수로 제시된다. 상위개념의

특성점수(specificity measure)는 각 상위개념이 속하는 범주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 개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의 개념도에서 각 상위개념이 속한 범주에 관련된 내용

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점수이다. 특성점수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속하는 모든 개념(상위개

념과 종속개념)의 총수를 개념도에 나타난 전체 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이 때 한 개인의 개념도에서 각 범주의 특성점수를 모두 합하면 1이 되고, 종속개념

이 많이 연결된 상위개념일수록 특성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상위개념의 특성에 대한 분석방법의

예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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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교사의‘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중 상위개념의 빈도

연번
상위
개념

유사개념
빈도
(N)

비율
(%)

1 자연(숲)
자연(22), 숲(7), 환경(3), 자연현상(1), 바람(1), 공기(1), 풍경
(1), 기후변화(1), 자연생태(1), 생태(1), 본래의 모습(1), 우주
(1), 학습의 장소(1), 편안함 증진 장소(1), 공간(1), 놀이터(1)

45 36.9

2 생물
생물(4), 동식물(3), 식물(2), 동물(1), 나무(2), 풀(1), 곤충(1),
침엽수(1), 활엽수(1), 상록수(1), 낙엽수(1), 무생물(1)

19 15.6

(2) 하나의상위개념에포함된종속개념의수

종속개념은 상위개념과 연결된다.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상위개념과 연결된 모든 종속개념의 수를 센 후 같은 상위

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 수의 평균을 구한다.

(3) 위계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이 몇 단계로 내려갔는지를 보는 것으로 위계가 많이 내

려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념이 확장되고 분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의 깊이가 있는 것으

로 여긴다.

(4) 밀도

밀도는 개념도에서 각 범주가 얼마나 위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밀

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개념의 수를 센다. 둘째, 가장 많은 수의 위계를 가진

상위개념을 찾아 위계의 수를 센다. 셋째, 상위개념의 수를 칸으로 하고, 위계를 줄로 하는 표를

만든다. 넷째, 첫 번째 줄에 상위개념 수만큼 1을 적는다. 다섯째, 각 상위개념별로 두 번째 위

계수준에 속하는 개념의 수를 세어서 두 번째 줄에 각각 적는다. 여섯째, 다섯째의 과정을 모든

위계수준의 수가 세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일곱째, 칸의 수를 센다. 여덟째, 표에 기록한 모든

수를 센다. 그리고 끝으로, 표에 기록한 모든 수의 합을 칸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내용

1) 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내용

개념도에서 위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위개념은 ‘숲교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교사

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들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숲교육’의 내용에서

유아교사들이 나타낸 상위개념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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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교육(6), 교육내용(1), 교육방법(2), 유아교육(1), 세계의 숲 교
육(1)

11 9.0

4 사계절
봄(1), 여름(1), 가을(1), 겨울(1), 봄숲(1), 여름숲(1), 가을숲
(1), 겨울숲(1), 사계절(1), 초록색(1)

10 8.2

5 치유 치료(1), 힐링(2), 숲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2), 휴식(1) 6 4.9

6 수업 수업(1), 언어(1), 수학(1), 신체활동(1), 하루일과(1) 5 4.1

7 생명 생명(4) 4 3.3

7
교육
효과

즐거움(1), 사랑(1), 교감(1), 자기성찰(1) 4 3.3

9 숲체험 경험(1), 배움(1), 가꾸기(1) 3 2.5

9 놀이 놀이(3) 3 2.5

9 사람 사람(2), 인간(1) 3 2.5

12 아이 아이(1), 유아주도(1) 2 1.6

12 자유 자유(1), 자유로움(1) 2 1.6

12 놀잇감 자연물(2) 2 1.6

15
관련
기관

교육기관(1) 1 0.8

15 건강 건강(1) 1 0.8

15 교사 숲교사(1) 1 0.8

계 122 100.0

<표 3> 유아교사의‘숲교육’기본관점에 따른 상위개념의 빈도

내용
요소

상위
개념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N(%)

유아 숲 체험
활동
N(%)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
N(%)

숲 유치원의
효과
N(%)

기타
N(%)

자연(숲) 45(36.9) 0(0) 0(0) 0(0) 0(0)

생물 19(15.6) 0(0) 0(0) 0(0) 0(0)

교육 11(9.0) 0(0) 0(0) 0(0) 0(0)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숲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교사들이 사용한 상의개념 수는 총 122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사개념으로 범주화한 결과 총 17개의 상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숲)’이 45회(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물’ 19회(15.6%), ‘교육’ 11

회(9.0%), ‘사계절’ 10회(8.2%), ‘치유’ 6회(4.9%), ‘수업’ 5회(4.1%), ‘생명’ 4회(3.3%), ‘교육효과’ 4

회(3.3%), ‘숲체험’ 3회(2.5%), ‘놀이’ 3회(2.5%), ‘사람’ 3회(2.5%), ‘아이’ 2회(1.6%), ‘자유’ 2회

(1.6%), ‘놀잇감’ 2회(1.6%), ‘관련기관’ 1회(0.8%), ‘건강’ 1회(0.8%), ‘교사’ 1회(0.8%)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유아교사가 ‘숲교육’에서 ‘자연(숲)’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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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10(8.2) 0(0) 0(0) 0(0) 0(0)

치유 0(0) 0(0) 0(0) 6(4.9) 0(0)

수업 0(0) 0(0) 0(0) 0(0) 5(4.1)

생명 0(0) 0(0) 0(0) 0(0) 4(3.3)

교육효과 0(0) 0(0) 0(0) 4(3.3) 0(0)

숲체험 0(0) 3(2.5) 0(0) 0(0) 0(0)

놀이 3(2.5) 0(0) 0(0) 0(0) 0(0)

사람 3(2.5) 0(0) 0(0) 0(0) 0(0)

아이 2(1.6) 0(0) 0(0) 0(0) 0(0)

자유 0(0) 0(0) 0(0) 2(1.6) 0(0)

놀잇감 2(1.6) 0(0) 0(0) 0(0) 0(0)

관련기관 0(0) 0(0) 0(0) 0(0) 1(0.8)

건강 0(0) 0(0) 0(0) 1(0.8) 0(0)

교사 0(0) 0(0) 1(0.8) 0(0) 0(0)

계 95(77.9) 3(2.5) 1(0.8) 13(10.6) 10(8.2)

<표 4> 예비유아교사의‘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중 상위개념의 빈도

연
번 상위개념 유사개념

빈도
(N)

비율
(%)

1 자연(숲)

자연(27), 자연친화(6), 숲(5), 산(2), 자연현상(2), 환경(2), 자

연의 섭리(1), 넓은 공간(1), 자연과의 친밀함(1), 도심 속의

숲(1), 가까운 숲(1)

49 27.1

2 교육 효과

건강(6), 마음(3), 아이들의 변화(2), 자존감(1), 능력(1), 창의

력(1), 상상력(1), 자기성찰(1), 행복(1), 느낌(1), 감정(1), 마

음의 안정(1), 전인발달(1), 주도적(1)

22 12.2

2 프로그램
산책(7), 프로그램(7), 텃밭(2), 발도르프(2), 생태유아교육

(1), 생태(1), 세시잔치(1), 식물 키우기(1)
22 12.2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출판 된 ‘숲’, ‘숲활동’, ‘숲유치원’등 관련 참고문헌 9권을 토대로 작성

한 상위개념 분석틀에서 제시한 분류에 근거하여 39명 유아교사의 상위개념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95회(77.9%), 유아 숲 체험

활동 3회(2.5%),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 1회(0.8%), 숲 유치원의 효과 13회(10.6%), 기타 10

회(8.2%)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볼 때 유아교사들은 숲교육에 있어 그 내용 및 진행 방법에 대

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 내용

상위개념은 개념도에서 위계가 가장 높은 단계로 ‘숲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예비유아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임을 반영한다. ‘숲교육’에 있어 예비유아교사

들에게서 나타난 상위개념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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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 생물(6), 흙(4), 동물(3), 곤충(1), 식물(1), 대나무(1) 16 8.8

4
숲 체험

교육

배움(2), 체험(2), 놀면서 배운다(1), 자연과의 교류교감(1),

숲속 보호대 결성(1), 일회적 단위 활동적 숲교육(1), 연계활

동(1), 자연탐구(2), 관찰(2), 땀(1), 친환경적 교육(1), 생활(1)

16 8.8

6 관련 기관
숲교사(5). 숲유치원(3), 유치원(1), 숲반(1) 숲교사(1), 정해진

기관(1), 시설(1)
13 7.2

7 아이 아이(4), 아이들(3), 유아(1), 아이중심(1) 9 5.0

7 교육
교육(2), 유아교육(1), 학습(1), 활동(1), 교육방식(1), 비형식

적 교육(1),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1), 말 그대로의 숲교육(1)
9 5.0

9 자유
자유(4), 인위적인 것이 없다(1), 다양성(1), 자유로움(1), 자

연스러움(1)
8 4.4

10 운영
운영(1), 장소(1), 빈도(1), 안전(1), 현재 상황(1), 요즘 대세

(1), 현실적 어려움(1)
7 3.9

11 생명 생명(4), 살아있음(생)(1) 5 2.8

12 자연물 자연물(2), 자연물 놀잇감(1) 3 1.7

13 공동체 공동체(1), 친화력(1) 2 1.1

계 181 100.0

<표 5>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 기본관점에 따른 상위개념의 빈도

내용

요소

상위

개념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N(%)

유아 숲 체험

활동

N(%)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

N(%)

숲 유치원의

효과

N(%)

기타

N(%)

자연(숲) 49(27.1) 0(0) 0(0) 0(0) 0(0)

교육효과 0(0) 0(0) 0(0) 22(12.2) 0(0)

프로그램 0(0) 22(12.2) 0(0) 0(0) 0(0)

생물 16(8.8) 0(0) 0(0) 0(0) 0(0)

숲 체험 교육 0(0) 16(8.8) 0(0) 0(0) 0(0)

표 4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상위개념은 총 181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사개

념으로 묶어 목록화한 결과 전체 13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

(숲)’이 49회(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효과’ 22회(12.2%), ‘프로그램’ 22회(12.2%), ‘생

물’ 16회(8.8%), ‘숲 체험 교육’ 16회(8.8%), ‘관련기관’ 13회(7.2%), ‘아이’ 9회(5.0%), ‘교육’ 9회

(5.0%), ‘자유’ 8회(4.4%), ‘운영 7회(3.9%), ‘생명’ 5회(2.8%), ‘자연물’ 3회(1.7%), ‘공동체’ 2회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숲교육’에서 ‘자연’, ‘숲’,

‘산’ 등의 공간의 개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상위개념의 경우, 구체

적인 활동 내용보다는 ‘숲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숲교육(숲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지식개념 연구  이연선 ․ 견주연 ․ 이시은 ․ 이소영

- 39 -

<표 6> 유아교사의‘숲교육’개념도에 대한 상위개념 특성

연

번
상위개념

빈도

(%)

종속개념 수 위계 특성점수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1 자연(숲) 45(36.9) 6.16 5.78 3.24 1.30 0.35 0.19

2 생물 19(15.6) 4.05 2.90 3.05 1.39 0.32 0.16

3 교육 11(9.0) 7.36 5.39 3.82 1.94 0.31 0.16

4 사계절 10(8.2) 5.90 2.38 4.40 2.07 0.24 0.07

5 치유 6(4.9) 5.83 3.66 5.00 2.83 0.22 0.07

6 수업 5(4.1) 4.20 3.03 3.20 1.64 0.24 0.12

7 생명 4(3.3) 10.00 6.06 5.00 2.16 0.29 0.09

관련기관 0(0) 0(0) 13(7.2) 0(0) 0(0)

아이 9(5.0) 0(0) 0(0) 0(0) 0(0)

교육 9(5.0) 0(0) 0(0) 0(0) 0(0)

자유 0(0) 0(0) 0(0) 8(4.4) 0(0)

운영 0(0) 0(0) 7(3.9) 0(0) 0(0)

생명 0(0) 0(0) 0(0) 0(0) 5(2.8)

자연물 3(1.7) 0(0) 0(0) 0(0) 0(0)

공동체 0(0) 0(0) 0(0) 2(1.1) 0(0)

계 86(47.5) 38(21.0) 20(11.1) 32(17.7) 5(2.8)

‘숲교육’에 대하여 상위개념 분석틀에서 제시한 분류에 근거하여 60명 예비유아교사의 상위개

념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86회

(47.5%), ‘유아 숲 체험 활동’ 38회(21.0%),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 20회(11.1%), 숲 유치원

의 효과 32회(17.7%), 기타 5회(2.8%)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볼 때 예비유아교사 또한 유아교사

와 마찬가지로 숲교육에 있어 그 내용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났

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사에 비해 ‘유아 숲 체험 활동’ 혹은 ‘유아 숲 체험 운영 및

관리’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기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의 지식수준

1) 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의 지식수준

(1) 유아교사의숲교육개념도에대한상위개념특성

유아교사들이 나타낸 상위개념을 유사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이 중 높은 비율을 보인 11개의

상위개념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 수, 상위개념의 위계, 특성점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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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효과 4(3.3) 7.25 4.79 4.00 2.31 0.21 0.07

9 숲 체험 3(2.5) 5.00 3.61 2.67 0.58 0.38 0.10

10 놀이 3(2.5) 5.33 3.21 3.67 0.58 0.20 0.07

11 사람 3(2.5) 5.67 1.15 4.33 1.15 0.25 0.02

<표 7> 유아교사의 숲교육 개념도에 대한 밀도

교사 ID 밀도 교사 ID 밀도 교사 ID 밀도

1 2.89 15 2.00 29 1.50

2 3.67 16 2.00 30 2.41

3 1.58 17 1.71 31 2.65

4 2.44 18 3.00 32 1.69

5 1.40 19 1.67 33 4.80

6 1.04 20 1.50 34 1.62

7 2.33 21 1.00 35 1.65

8 2.63 22 2.00 36 1.57

9 2.00 23 2.67 37 1.50

10 1.50 24 3.33 38 3.00

11 1.86 25 1.80 39 1.92

12 1.33 26 1.47

13 1.89 27 1.57

14 3.00 28 1.11

상위개념에는 각각 포함되는 종속개념이 위계적으로 배열되는데, 이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개

념 11개 범주의 종속개념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위의 표 6과 같다. 우선, ‘생명’에 포함된 종속

개념의 평균은 10.00회(SD=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육’(M=7.36, SD=5.39), ‘교

육효과’(M=7.25, SD=4.79), ‘자연(숲)’(M=6.16, SD=5.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볼 때 숲

교육과 관련한 종속개념에는 ‘생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계를 살펴보면, ‘치유’(M=5.00, SD=2.83)와 ‘생명’(M=5.00, SD=2.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계절’(M=4.40, SD=2.07), ‘사람’(M=4.33, SD=1.15) 순으로 드러났다. 상위개

념 중 ‘치유’와 ‘생명’의 위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개념의 확장과

분화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개념도에서 해당 상위개념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

는 비중을 나타내는 특성점수는 ‘숲 체험’이 평균 0.38회(SD=0.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자연

(숲)’(M=0.35, SD=0.19), ‘생물’(M=0.32, SD=0.16), ‘교육’(M=0.31, SD=0.16)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는 유아교사들이 ‘숲교육’에 있어 ‘숲체험’과 관련한 내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유아교사의숲교육개념도에대한밀도

각 범주가 얼마나 위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밀도를 통하여 유아

교사들이 이해하는 ‘숲교육’에 대한 내용에서의 조직 정도와 전체적 통합 정도를 살펴볼 수 있

었다. 유아교사 39명의 밀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위의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 39명의 개별 개념도의 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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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비유아교사의‘숲교육’개념에 대한 상위개념 특성

연번 상위개념
빈도

(%)

종속개념 수 위계 특성점수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1 자연(숲) 49(27.1) 12.00 17.35 3.80 1.70 0.40 0.20

2 교육 효과 22(12.2) 5.09 4.85 3.27 1.86 0.18 0.09

3 프로그램 22(12.2) 4.14 3.93 2.59 1.05 0.30 0.18

4 생물 16(8.8) 3.38 1.63 2.94 0.77 0.25 0.14

5 숲 체험 교육 16(8.8) 5.50 6.20 2.94 1.24 0.28 0.17

6 관련기관 13(7.2) 3.77 1.74 2.92 0.95 0.29 0.12

7 아이 9(5.0) 6.11 3.86 3.11 0.93 0.35 0.18

8 교육 9(5.0) 5.67 6.84 3.00 1.00 0.31 0.09

9 자유 8(4.4) 2.63 1.60 3.25 1.16 0.21 0.08

10 운영 7(3.9) 3.29 2.63 3.00 0.82 0.31 0.10

1.00에서 4.80의 범위로 나타났다. 특히 1-2 사이의 밀도는 39명 중 2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2-3 사이의 밀도는 11명, 3-4 사이의 밀도는 5명, 4-5 사이의 밀도는 1명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개념이 위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보다 평행적이고 전체적인 통합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개념들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만들지 못하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을 위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는 심성경 외

(2008)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의 지식수준

(1)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 개념에대한상위개념특성

예비유아교사들이 나타낸 상위개념을 유사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이 중 높은 비율을 보인 10

개의 상위개념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위개념에 포함된 종속개념 수, 상위개념의 위계, 특

성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위개념 각각에는 포함되는 종속개념이 위계적으로 배열되는데, 이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개

념 10개 범주의 종속개념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위의 표 8과 같다. 우선, ‘자연(숲)’에 포함된 종

속개념의 평균은 12.00회(SD=1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아이’(M=6.11, SD=3.86),

‘교육’(M=5.67, SD=6.84), ‘숲 체험 교육’(M=5.50, SD=6.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볼 때

‘숲교육’과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나타낸 종속개념에는 ‘자연(숲)’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상

당 부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계를 살펴보면, ‘자연(숲)’(M=3.80, SD=1.7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교육

효과’(M=3.27, SD=1.86), ‘자유’(M=3.25, SD=1.16), ‘아이’(M=3.11, SD=0.93) 순으로 드러났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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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예비유아교사의‘숲교육’개념도에 대한 밀도

교사 ID 밀도 교사 ID 밀도 교사 ID 밀도

1 2.44 21 3.45 41 1.89

2 1.82 22 2.10 42 1.88

3 1.10 23 2.43 43 3.40

4 1.00 24 1.75 44 1.40

5 1.50 25 3.29 45 1.33

6 3.33 26 2.09 46 1.90

7 4.92 27 2.00 47 1.75

8 4.54 28 1.67 48 1.18

9 1.73 29 3.56 49 1.60

10 4.75 30 1.78 50 1.22

11 1.90 31 2.50 51 1.00

12 1.00 32 1.86 52 1.00

13 1.46 33 6.78 53 1.67

14 4.29 34 2.92 54 1.63

15 1.80 35 2.00 55 1.00

16 2.33 36 3.60 56 1.58

17 2.92 37 1.00 57 2.38

18 3.20 38 1.07 58 2.17

19 2.36 39 1.38 59 2.22

20 1.81 40 1.93 60 1.22

위개념 중 ‘자연(숲)’의 위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 개념의 확장과 분화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개념도에서 해당 상위개념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내는 특성점수는 ‘자연(숲)’(M=0.40, SD=0.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M=0.35,

SD=0.18), ‘운영’(M=0.31, SD=0.10), ‘교육’(M=0.31, SD=0.09), ‘프로그램’(M=0.30, SD=0.1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숲교육’에 있어 ‘자연(숲)’과 관련한 내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 개념도에대한밀도

각 범주가 얼마나 위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밀도를 통하여 예비

유아교사들이 이해하는 ‘숲교육’에 대한 내용에서의 조직 정도와 전체적 통합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 60명의 밀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위의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 60명의 개별 개념도의 밀도는

1.00에서 6.78의 범위로 나타나 각 개인별 최저와 최고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2 사이의 밀도는 60명 중 3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3 사이의 밀도는 14명,

3-4 사이의 밀도는 7명, 4-5 사이의 밀도는 4명, 6-7 사이의 밀도는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들과 유사하게 예비유아교사들의 개념도 위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보다 평행적이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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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내용과 수준을

분석하여 현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숲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

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숲교육’에 대한 연수나 지식경험이 없는 유아교사 39명과 예비유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숲교육’, ‘숲활동’ 혹은 ‘숲유치원’에 대한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숲교육’에 대한 지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개념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숲교육’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개념의 특성과 밀도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지식개념을 비교분석하여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숲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상위개념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의 경우

‘자연(숲)’과 ‘생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 ‘사계절’, ‘치유’, ‘수업’ 순으로 나타났

다. 예비유아교사는 ‘자연(숲)’, ‘숲교육의 효과’, ‘프로그램’이 상위에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생물’,

‘숲체험교육’, ‘관련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숲교육’에서 말하는 ‘숲’은 이를 교육의 대상으로 이용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배우고 아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 지식을 구성해

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의미한다(임재택 외,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유아

교사와 예비유아교사가 ‘숲’이나 ‘숲교육’의 개념에 대해 철학적 이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숲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숲’은 단순 교과 혹은 활동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유아교사집단의 상위개념 ‘자연(숲)’, ‘생물’, ‘사계절’ 등에 포함된 유사개념을 살펴보면,

자연현상, 공기, 기후변화, 학습의 장소, 놀이터, 곤충, 상록수, 봄, 여름 등 자연을 대상화하여 교

과내용중심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예비유아교사집단의 상위개념 ‘자연(숲)’, ‘생물’

에 포함된 유사개념에는 ‘자연친화’, ‘자연의 섭리’, ‘자연과의 친밀함’ 등 생태학적 사유를 바탕으

로 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숲교

육’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철학적 배경을 가진 생태유

아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자연(숲)’,

‘숲교육의 효과’, ‘프로그램’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유사개념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예비유아교사

들은 숲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내용보다는 산책, 텃밭, 세시잔치 등의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을 기술하였고, 건강, 마음의 안정, 행복 등 ‘숲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숲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이론적 지식위주의 ‘숲교육’이 되기보다는 ‘숲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충분하게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숲교육’의 상위개념 분석틀을 토대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집단의 경우 분

석틀의 내용요소 4범주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숲체험 활동’, ‘숲체험 운영 및 관리’, ‘숲교육의

효과’ 중에서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숲교육의 효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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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예비유아교사집단의 경우 ‘숲교육의 내용 및 방법’, ‘숲체험 활동’, ‘숲교육의 효과’순으

로 나타나 유아교사집단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유아교사집단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숲

교육’을 수업단위활동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수업내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예비유

아교사집단은 생태유아교육과 ‘숲교육’을 유사하게 이해하며 ‘숲체험 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내

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숲교육’이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만물과 교감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일정 시간 생활하는 것”이며(임재택, 2011), 체

험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내용과 방법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선된다고 하겠다. 곽노의(2010)는 유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스스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신원섭(2005)도 인지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숲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Kenny(2014)는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교육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다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

는 자연주의 혹은 생태주의 교육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숲체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이 유아교

사의 경우 0.8%,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11.1%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숲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제 ‘숲반’을 운영할 때 요구되는 안전지침, 응급처치법, 날씨 점검, 복장

및 준비물 검토, 숲생활 수칙과 같은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재택 외(2012)는 ‘숲반’을 운영할 때 숲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고 미리 안전교육

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임재택, 이소영, 김은주(2012)는 숲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

을 선정할 때 ‘위험요소나 유해요소와 관련된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

아 숲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즉, ‘숲교육’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와 부모가 갖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주는 것 또

한 유아교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숲교육’에 대한 교사재교육과정이나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숲교육’의 내용, 방법, 효과를 비롯한 이론적 지식만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들을 사례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셋째, ‘숲교육’에 대한 지식수준 분석은 상위개념의 특성과 밀도를 산출하면 알 수 있는데, 상

위개념의 특성은 종속개념의 수, 위계, 특성점수를 통해 나타나며 지식이 얼마나 분화되고 조직

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빈도수가 높은 상위개념 11개 범주의 종속개념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생명’에 포함된 종속개념 평균은 10.00회(SD=6.06), 위계는 ‘생명’(M=5.00,

SD=2.16)과 ‘치유’(M=5.00, SD=2.8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숲교육과 관련한 종속개념에는

‘생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자연(숲)’에 포함된 종속개념의 평균은 12.00회(SD=1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계는 ‘자

연(숲)’(M=3.80, SD=1.70)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성점수 역시 ‘자연(숲)’이 평균 0.40

(SD=0.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숲교육’에 있어 ‘자연(숲)’과 관련한

내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범주의 위계성과 통합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밀도를 계산한 결과, 유아교사

의 ‘숲교육’에 대한 개념도의 밀도는 최저 1.00에서 최고 4.80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교사의 밀도

점수는 1에서 2사이로 ‘숲교육’에 대한 지식을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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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숲교육’에 대한 밀도를 계산한 결과는 최저 1.00에서 최고 6.7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역시 1에서 2사이의 밀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인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 모두 ‘숲교육’에 대해 단편적이고 분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

며, 전체적 통합의 정도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숲교육에 대

한 진중한 고민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숲교육에 대한 지식이 보다

위계적으로 형성된다면 교사 자신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유아교사 39명과 예비유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숲교육’ 혹은 ‘숲유치원’을 검

색하면 여러 기사와 함께 유아교육기관들이 앞다투어 ‘우리 기관에서는 숲교육을 합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음을 살펴볼 때, 숲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송

주은, 2011; 이용수, 2013; 이주연, 2011). 이에 ‘숲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가 가지

고 있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사들은 ‘숲교육’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철학

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위활동으로 ‘숲교육’을 간주하며 자연과 숲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예비유아교사들은 생태적 사유가 포함된 지식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생태유아교육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숲교육’은 생태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이며(고제순, 2011), 생태교육, 환경교육, 생명교육, 대안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장

희정, 2011). 이에 ‘숲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을 통해 ‘숲교육’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방안과 함께 실제 운영 시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을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연구로 ‘숲교육’ 연수를 받았거나 숲반을 운영하는 교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교사지식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유아교사들의 실천적 지

식을 이론화 해주는 작업 또한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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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how early childhood in-service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understood

the concept of Forest Education. By applying the analysis of conceptual maps, introduced by Novak

and Gowin's (1983, 1984), this study examined the number of upper category and subcategories,

characteristics, hierarchy, and density of teachers' knowledge of Forest Education. 39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60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rst, in-service teachers put

'nature(forest)' and 'living creatures' in the highest level of knowledge of Forest Education. On the

other hands, pre-service teachers put 'the effect of Forest Education' and 'program' as well as

'nature(forest)' in the highest level of knowledge. In-service teachers seemed to construct their

knowledge by understanding Forest Education as curriculum or activities such as math, language,

music 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hey had a tendency to talk more about specific concepts

including four seasons, insects, air, or climate change. However, pre-service teachers described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human and nature', 'deep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provision of

nature.' This tendency might relate to their prior educational experiences of Eco-cente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With regards to the density and hierarchy of knowledge on Forest Education,

both groups revealed the relatively low degree of density with average of around 2.00.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both groups of teachers might not have strong hierarchical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of Forest Education. For the teacher education,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knowledge of Forest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more.

▶Key Words : forest education, concept map, in-service teacher, pre-service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