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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studying the class

siz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Methods: By looking through researches,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class size

was examined. By using the latest statistical data, class size standard and status

were compared. After class size perception in the field was considered and the

main results of advanced researche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class size was diagnosed. Furthermore, the national research trend

was analyzed.

Results: First, class size was an influencing factor on young children and

teachers and its importance was reconfirmed. Second, as for standard in relation

to class size in Korea, the maximum class size and teacher-child ratio were not

presented together. In respect of overseas standards, infancy has similar

standards, but early childhood has a little higher ratio. In the educational fields,

there was growing awareness that class size should be modified. Third, there

were not enough domestic researches on class size and they tended to be biased

in terms of the method, targets, and contents.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ss

size policy for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to implement a system,

and to perform follow-up studies.

key words class size, maximum class size, teacher-child ratio,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Ⅰ. 서 론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적자원투자 대비 회수율과 교육

적 효과가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영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하나로 최근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국가의 중요과제

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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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발달적 결과에 기여한다

(Vandell & Wolfe, 2000)는 점에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질적 변

인과 그 수준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유아교육의 질은 교사 대 유아 비율, 학급

크기, 교사의 자격기준 및 이직률, 급여 등 수량화와 법적 규제화가 가능한 변인을 포함하는 구

조적 질(structure quality)과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 및 반응성, 발달적으로 적합한

경험의 제공과 같은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규제하기 어려운 변인을 포함하는 과정

적 질(process quality)로 나눌 수 있다(이기숙, 강수경, 2012). 구조적 질 중 특히,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이기숙, 강수경, 2012).

먼저, 학급크기는 또래 간 상호작용, 또래배척,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심숙영, 김점연,

2005; Kiurua et al., 2012), 교사의 문제행동 교수전략(김경숙, 2008)과 직무만족도(김현미, 2010)

에 차이를 나타낸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교사의 교수행동이나 유아와의 상호작용 유형, 유아

의 발달, 또래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3; 임우영, 안선희, 2011;

DeSchipper, Riksen-Walraven, & Guerts, 2006; Ge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즉, 학급크기

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유아, 교사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질

제고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두 가지 요인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각각 살펴보면, 학급크기는 ‘학급당 유

아 수’와 같이 쓰이는 용어로 ‘학급당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유아의 총 인원수’를 의미하며(신은

수, 전홍주, 유영의, 2008),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의 수’를 의미한다

(신은수 등, 2008).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각기 다른 개념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유

치원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어린이집은 최대 학급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만 맞추면 한 교실에서 교사와 영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반에 지나치게 많은 영아들이 있을 경우 효율적인 보육

이 이뤄질 수 없어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의 수(교사

대 유아 비율)와 더불어 1학급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즉 학급크기를 함께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학급규모’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급규모 관련 선행연구물에서 ‘학급규모’는 기관의 전체 학급 수

를 의미하거나 집단크기(대/소그룹)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학급규

모’는 한 학급당 최대 유아 수 내 에서의 교사 대 유아의 비율로 정의하여 학급규모가 가진 교육

적 중요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에 있어 학급규모의 중요성은 학문적․정책적으로 국내외에서 수많이 논의되어 왔다. 먼

저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Finn, Gerber, & Boyd-Zaharias, 2005)에서는 1985년부터 4년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6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Student Teacher Achievement

Ratio(STAR)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79개 학교의 329개 학급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크기 학급(13∼17명)의 저학년에서 수학과 읽기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학급크기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또한 Wisconsin주에서 수행된 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SAGE)연구

에서도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25명의 학급에서 15명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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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감축하려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영국은 1996년 Class Size and Pupil Adult

Ratio(CSPAR)프로젝트를 통해 5∼7세 연령에서 작은 크기 학급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교사는 좀 더 개별화된 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

키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Blatchford, 2003). 이외에도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는 1990년

대 중반에 학급규모를 감축하는 시도가 있었고, 저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Pennsylvania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ublic Welfare, 2010). 국내의 경우, 국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

정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제안하는 연구(이건희, 김정숙, 2013)와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정책

적 제안을 위한 연구(신은수 등, 2008), 교사, 원장,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에게 현장의 학급규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이정림, 이미화, 구자연, 2013;

정계영, 박은혜, 2008; 최은영, 황성온, 황우상, 2012)에서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에 대해 논의

되어왔다.

한편,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미유아교육협회는 NAEYC 평가 인증 지표에

연령별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명시하고 현장점검의 항시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NAEYC, 2016).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법제처, 2016) 및 매

년 발행되는 보육사업안내서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영유아 수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행된 2016년 보육사업안내서에는 이전과 달리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

원기준이 나타나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법적으로「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2012년에 제정되면서 연령별 학급 수와 원아 수 연 1회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2014년 서울특

별시교육청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유치원의 만 5세 이상 유아의

학급 당 정원이 28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4.3명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중․단기 과제로서 2016년부터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축소하여 안전

한 교육환경과 개별 및 소그룹 교육이 용이한 질 높은 유아교육 여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서울

특별시교육청, 2014).

이와 같이 학급규모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측면 및 법적 규제에

있어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학급규모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

인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유치원의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법제처, 2016)고 되어

있어 학급크기만 제시되어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보육사업안내서에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 정원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령별 학급의 최대정원이라기보다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풀어쓴 것으로 보여 해석에 모호함이 있다. 즉, 유치원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급크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교육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큰 학급크기와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이정림 등, 2013; 정계영, 박은혜, 2008; 최

은영 등, 2012)고 보고된다. 따라서 유아교육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학급규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양한 논의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규모의 교육적 영향력을 탐구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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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규모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학급규모가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또한 학급규모에 대한 국내

외 통계자료와 인식조사 연구물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태(적정 학급규모 운영여부 및 교육현장

의 인식)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국내 학급규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이뤄진 선행연구물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으로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적정 학급규모 규정을 위해 학문적 근거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학급규모 정책수

립 방향성에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국내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다양한 후속연구 수행을 제언

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학급규모(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의 교육효과를 유아측면(교육

성취도, 자아개념, 감정조절, 또래관계), 교사측면(직무스트레스, 문제행동 대처전략, 민감성)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 측면으로 나누어 문헌을 고찰한다.

2. 국내외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 관련 기준 및 현황을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

고, 교육현장의 학급규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학급규

모의 실태를 진단한다.

3.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유아교육 질적 지표로서 학급규모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성

을 도출한다.

Ⅱ. 학급규모의 교육효과

1. 유아측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유

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제3의 교사로 불리며(Edwards, Gandini, & Forman, 1998), 유아가 오

감각을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곳이다. 최

적의 물리적 환경은 적절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의 제공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요구에 반응적인 환경을 말한다(이기숙, 강수경, 2012). 그러나 다인수 학급의 환경은 유아들이

놀이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음발생으로 인해 유아들의 주의력과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Meghan, 2014). 즉 구조적인 질로서 학급규모는 유아 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학급규모가 유아의 교육적 성취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정

(2013)의 연구에서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만 5세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를 예측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질 요소로서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 영역 성취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사와 유아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 증가하며(임우영, 안선희, 2011) 집단의 크기가 작아질 때 교사의 개별적․공감적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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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권혜진, 이순형, 2001)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므로(정계영, 박은혜, 2008)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유아의 언어적 발달을 촉진하는 맥락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실시된

Bressoux, Kramarz 그리고 Prost(2009)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학급에 23명보다 작은 크

기의 학급에서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작은 크기 학급

의 효과성을 살펴본 Konstantopoulos와 Chung(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크기 학급(15명)에서

4년간 학습했을 때 큰 학급(22명)에 비해 그 효과는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Konstantopoulos(2011)

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의 성취도를 측정하여 학급

간 비교한 결과, 작은 크기 학급(13~17명)은 큰 학급(22~26명)에 비해 학년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

가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유치원단계 유아들의 읽기성취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밝혔다.

더불어 어린 연령일수록 작은 크기 학급의 경험은 이후 높은 대학 진학률과 더 나은 대학 선택으

로 이어져(Chetty et al., 2010; Susan, Joshua, & Whitmore, 2013) 작은 크기 학급의 장기적인 영향

력이 제시되었다. 즉, 학급크기가 작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작은 학급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숙영과 김점연(2005)은 학급크기를 20명 이하, 21~30명, 30명 이상으로 나누어 유아들

의 놀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급크기가 작을수록 유아들은 단독 가장․가상놀이가 많이 일어

나며,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을수록 놀이에서 인지적 자발성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 권혜진과

이순형(2001)은 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한 권기욱(2011)의 연구에서는 학급크기가 축소되면,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며

유아들의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며 학급크기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이

는 작은 크기 학급에서 교사는 유아의 요구에 맞는 개별적인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게 되어

(Pedder, 2006) 유아는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Kiurua 등(2012)의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때 1회씩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방법으로 실험연구가 이뤄졌는데, 초등학급크기가 작을 때 유아

들 간 또래배척은 덜 일어나며, 또래배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아들의 위축행동을 낮추는데 보

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교사들은 개별적․긍정적

또래관계 지원(Blatchford, Bassett, & Brown, 2011)을 통해 교실에서 집단응집력과 화합을 지원한

다(Hughes, Zhang, & Hill, 2006)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작은 크기 학급의 교사들은 사회

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유아들을 격려한다.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학급규

모에 의해 학습, 발달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학급규모는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행

동 및 여러 역량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측면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담보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송주연과 황해익(2010)은 유치원 교사 12명에게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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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너무 큰 학급크기와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

적 측면에서 교사로서 삶의 질이란 교직에 만족하거나 갈등하는 정도, 혹은 경제적 문화적인 상태

를 포함한 교원의 삶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도 측정될 수 있으므로(박은혜, 2007. p. 11) 교직생

활과 교수행위에 미치는 학급규모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보들맘과 신혜영(2000)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심층면접으로 알아본

결과,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수행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 Heather(2012)의 연구에서도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유아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소진(Burn-out)을 경험하

고 무기력과 우울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밝혔다. 학급크기는 교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높고(권연희, 2001; 김현미, 2010), 크기가 큰 학급

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이정숙, 2012; 이현진, 2001)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한편, 김경숙(2008)은 교사설문지를 통해 학급크기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교사

의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0명 이상의 큰 집단에 비해 20명 이하의 집단에서 교사는 부

정적인 대처전략보다 긍정적 예방전략과 긍정적 반응전략을 더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홍계옥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교사들은 20명 이하의 학급에서는 조용한 설득을 가장 많이 사용

하고 20-29명의 학급에서는 엄격성, 야단침, 타임아웃 등의 훈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됐

다. 즉, 학급크기에 따라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 전략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민감성은 영유아의 개인적인 요구를 정확히 해석하여 상황을 통찰하는 것

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비계 설정하는 능력(Geber et al., 2007)인데, 집단의 크기가 10명

미만일 때 교사의 민감성이 높았다(이선희, 이승연 2011; Geber et al., 2007)고 보고된다. 작은 크기

의 학급과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교육적 맥락에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어 온 것처럼 유아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학급규모의 규정은 필수적이다.

3. 교사-유아 상호작용 측면

많은 연구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고

그 중 학급규모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권혜진, 이순형, 2001; 임

우영, 안선희, 2011; 정계영, 박은혜, 2008)이 수행되었다. 국외연구에 따르면 20명 이하의 학급에

서 유아들은 교사와 개별과 집단 모두에서 더 자주 상호작용하고(Blatchford, 2003), 24명에서 15

명으로 인원이 감축된 학급에서 만 5세 유아들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양이 증가한다(Doolaard,

Mascareño, & Bosker, 2010)는 것이 발견됐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급크기에 따라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유

형의 차이를 관찰을 통해 알아본 정계영과 박은혜(2008)의 연구에서 학급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

교하고 집중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 3세 학급 중 17∼18명의 학급에서 보다 정교하고 집중적인 상호작용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비교적 큰 집단인 25명의 학급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전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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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인수 학급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상호작용의 질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영아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월령이 32.5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권혜진과

이순형(2001)의 연구에서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보육교사는 영아에게 안기, 쓰다듬기와 같은 애

정적인 공감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고 제시된다. 학급크기가 큰 경우 학생들과의 개별적 상

호작용이 줄어들고 이는 교사와 유아 간 래포(rapport)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따라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빈도사건표집법

으로 관찰 조사한 임우영과 안선희(2011)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DeSchipper 등(2006)은 21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3명으로 이뤄진 집

단과 2명이 늘어난 5명의 집단(같은 교사가 두 집단에 모두에 참여함)의 놀이상황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는 1:3의 비율에서 유아의 자율성을 더 지지하고 존중하

는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유아들은 더 협력적인 놀이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Palmerus(1996)

의 연구에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1:2.2에서 1:4.2로 늘어나자 유아가 주도하는 언어적 상호작

용은 감소하고 교사주도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교사들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이끌지만(Harfitt, 2012), 학급크기가

커지면, 학생들의 집중과 참여를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교사주도의 교수방식을 채택하여 학

습과정에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수준을 낮춘다(Allais, 2013; Prosser & Trigwell, 2014)점에 비춰

설명할 수 있다.

OECD(2012)에서도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

여야 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Ishimine, Talyer 그리고 Bennett(2010)는 유아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질

은 과정적 질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구조적 질인 학급

규모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라는 과정적 질을 매개변수로 유아의 발달적 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급크기 및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한 명확한 한

계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가 유아, 교사, 교사-유아 상호작용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학급의 긍정적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나, 이와는 다른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조

사한 황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에 따라 자유선택활동과 집단활동의 유형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Milesi와 Gamoran(2006)은 학급크기에 따른 학업성취의 효과를

나타내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즉 학급규모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학급규모 축소(Class-size-reduction: CSR) 프로젝트 결과로 소

규모 학급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들이 대거 증원되면

서 결국 학급규모 축소의 효과를 약화시킨(Jepsen & Rivikin, 2009) 사례가 있다. 이는 소규모의

학급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단정 짓기 보다는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

러 요인들도 숙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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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 편성 지침 단위: 명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혼합연령

만 3∼4세 만 4∼5세 만 3∼5세

서울 16 22 26 22 22 22

부산 18 26 28 22 26 24

대구 18 24 28 20 24 26

인천 18 26 28 24 24 24

광주 18 22 25 22 22 22

대전 15 23 27 23 23 23

울산 18 24 28 24 24 24

세종 15 20 25 24 24 24

경기 16 22 26 16 22 20

강원 16 22 24 16 18 20

충북 12 17 21 20 20 20

충남 15 20 25 25 25 25

전북 16 20 25 18 24 18

전남 15 20 23 22 22 22

경북 16 22 28 26 26 26

경남 16 24 26 22 22 22

제주 20 22 26 20 22 18

평균 16 22 25 20 21 21

주. 출처: 서울의 경우 서울유아교육발전종합계획(2014.11.24. 보도),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6 유

아교육운영계획(인천, 울산, 세종시는 2015 기준)

Ⅲ.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최근의 통계자료를 근거

로 국내외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 기준 및 현황을 비교하고 교육현장의 학급규모에 대한 인

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내외 학급규모 관련 기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에 관한 사항은 이원화된 유아교육체제에 따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치원의 경우에

는「유아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

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 학급 편성 지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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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린이집 교사 대 유아 비율 단위: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혼합연령

만 0∼1세 만 1∼2세
만 3∼4세

이상

유아 수 3 5 7 15 20 3 5 15

주.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2016 보육사업 안내(p.59, 62, 63)

<표 3>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기관 교원(staff) 대 유아 비율(최대) 규정 단위: 명

국가 만 0∼3세 만 3세∼취학 전

핀란드 3 7

이탈리아 4 25

영국(스코틀랜드) 5 8

캐나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5 12

오스트리아 5 13

독일(베를린) 6 11

호주(퀸즈랜드) 6 12

네덜란드 6 20

일본 6 35

벨기에(프랑스어 공동체) 7 15

한국 7 25

프랑스 7 26

뉴질랜드 8 8

노르웨이 9 18

미국(메사추세츠) 10 10

OECD 평균 7 18

주1. 출처: OECD(2012). Starting strong Ⅲ: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p.47)

주2. 만 0~3세를 기준으로 교원 대 아동 비율이 낮은 국가 순으로 정렬, 만 0~3세 기준이 동일할 경우 만

3세~취학 전 기준의 비율이 낮은 국가 순으로 정렬.

주3. 만 0~3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름; 독일(베를린)의 경우, 1일 기준 5~7시간 수업에 참여

하는 만 2~3세 영아를 기준으로 함; 네덜란드, 캐나다(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호주(퀸즈랜드), 영

국(스코틀랜드)의 경우, 2~3세 영아를 기준으로 함; 일본의 경우, 1~2세를 기준으로 함; 한국의 경우,

만 2세를 기준.

주4. 만 3세~취학 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름; 독으로 함일(베를린)의 경우, 1일 기준 5~7시

간 수업에 참여하는 만 3~6세 유아를 기준으로 함; 한국의 경우, 만 4세 유아를 기준으로 함; 노르웨이

의 경우, 자격이 있는 교사만을 적용한 수치임.

<표 1>과 같이, 유치원의 연령별 최대 수용 인원 즉 학급크기의 범위는 만 3세 12∼20명(평균

16명), 만 4세 17∼26명(평균 22명), 만 5세 21∼28명(평균 25명), 만 3∼4세 16∼26명(평균 21명),

만 4∼5세 18∼26명(평균 22명), 만 3∼5세 18∼26명(평균 22명)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최

대 수용 인원 기준과 함께 학급 편성 최저 기준(3∼5명) 및 초과인원 수용 범위(2∼5명)를 제시

함으로써 각 지역의 여건이나 유치원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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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럽 국가 유아교육기관의 학급크기 및 교원(staff) 대 유아 비율 규정 단위: 명

국가
학급크기 교원 대 유아 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에스토니아 5 16 16 16 24 24 - 8 8 8 12 12

독일 10 10 10 25 25 25 5 5 5 14 14 14

오스트리아 10 15 15 25 25 25 5 7.5 7.5 12.5 12.5 12.5

스위스 12 12 12 12 24 24 6 6 8 8 - -

영국(웨일즈) 12 12 12 26 30 해당없음 3 3 4 8 8 해당없음

영국(북아일랜드) 26 26 26 26 해당없음 해당없음 3 3 4 8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탈리아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26 26 26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사이프러스 - - - 25 25 25 6 6 16 25 25 25

아일랜드 - - - - - - 3 5 8 8 8 해당없음

핀란드 - - - - - - 4 4 4 7 7 7

벨기에(독일어) - - - - - - 6 6 6 19 19 10

노르웨이 - - - - - - 9 9 9 18 18 18

체코 - - - - - - - - 24 24 24 24

평균 12 15 15 22 25 24 4 5 6 11 11 11

주1.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2014 ed.):

Eurydice and eurostat report(p.45)

주2. 만 1세 미만을 기준으로 학급당 최대 영유아 수 규정이 낮은 국가 순으로 정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와 관련한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과 매년 보육사업 안내를 통해 교사 대 유아 비율 규정을 <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어린이집은 단일연령의 경우 교사 1명당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까지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환경,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만 1세 1명, 만 2세 2명, 만 3세

이상은 3명까지 초과 보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OECD(2012)에서 각 국 유아교육기관의 교원 대 유아 비율 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표 3>),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만 0∼3세는 7명당 1명의 교원이, 만 3세∼취학 전

유아는 18명당 1명의 교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OECD 국가들 중 교

원 대 유아 비율을 가장 낮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만 0∼3세 1:3, 만 3세∼취학 전 유아

1:7)이며, 교원 대 유아 비율 규정이 높은 나라는 만 0∼3세의 경우 미국 조지아(1:17), 만 3세∼

취학 전 유아의 경우 일본(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만 0∼3세의 경우 OECD국가 평

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만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교원 1명 당 25명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원 대 유아 비율에 대한 규정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uropean Commi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4)은 유럽 국가들의 유아교육기관 현황 보

고서에 학급크기와 교원 대 유아 비율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아래 <표 4>와 같

이, 유럽 국가들의 학급당 최대 영유아 수는 만 1세 미만은 5∼26명, 만 1, 2세는 10∼26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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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치원 유아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전체 유아 수 학급크기 교원 대 유아 비율

2016 704,138 19.7 13.3

2015 682,553 20.0 13.4

2014 652,546 19.7 13.4

주.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주요지표(http://kess.kedi.re.kr/index)

<표 5> 미국 보건복지부의 학급크기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단위: 명

연령 학급크기 교사 대 유아 비율

0∼24개월 6 3

25∼30개월 8 4

21∼35개월 10 5

만 3세 14 7

만 4∼5세 16 8

주. 출처: Korjenevitch, M., & Dunifon, R. (2010). Child care center quality and child development.

3세는 12∼26명, 만 4, 5세는 24∼30명으로 편차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영유아

수는 만 1세 미만, 만 1세는 3∼9명, 만 2세는 4∼24명, 만 3, 4, 5세는 7∼25명이었으며, 만 2∼5

세의 경우 국가별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별 학급규모 규정을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학급 최대 인원은 교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2배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급 최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국내외 학급규모 현황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2016)

이 발표한 2016 교육통계에는 학교 교육 여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전체

유아 수와 함께 학급크기(해당 학교 급의 총 재적학생 수/총 학급 수), 교원 대 유아 비율이 제시

되어 있다. 아래 <표 6>과 같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전체 유아 수는 2016년 현재 704,138명

으로 2014년, 201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학급 당 유아 수는 19.7명, 교원 1인 당 유아 수는

13.3명으로, 2014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급규모 현황을 조사한 정계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평균 유아 수(2007년 기준)는 만 3세 학급은 약 21명,

만 4세 학급은 약 25 명, 만 5세 학급은 약 27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규모가 큰 것으로 나

타났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만 3세반이 1:13, 만 4세반이 1:19, 만 5세반이 1:20, 혼합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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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어린이집 영유아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전체 유아 수 어린이집 1개 당 유아 수 교원 대 유아 비율

2015 1,452,813 34.2 4.5

2014 1,496,671 34.2 4.8

주. 보육통계(전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6).

<표 8> OECD국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teaching staff) 대 유아 비율 단위: 명

국가 유아 수 국가 유아 수 국가 유아 수

호주 5 이탈리아 13.5 터키 16.5

스웨덴 6 한국 13.5 브라질 17

뉴질랜드 6.5 체코 13.5 인도네시아 18

덴마크 9.5 오스트리아 14 영국 18

독일 10 일본 15 중국 21

핀란드 10 스위스 15.5 프랑스 22

미국 12 네덜란드 16 멕시코 25

헝가리 13 폴란드 16 칠레 26

OECD 평균 14

자료: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p. 302)

1:14정도이며, 이는 기관 소재지나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각 기관의 전체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교원 1인당 유아 수를 연령별, 기관 소재지 및 유형

에 따라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학급규모의 실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성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학급규모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

<표 7>과 같이, 2015년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전체 유아 수는 1,452,813명으로 전년도

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1개당 유아 수는 34.2명,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4.5명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전국 보육 실태 조사(이미화 등,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각 학급 평균 유아

수(2015년 기준)는 만 0세 학급은 약 2명, 만 1세 학급은 약 4명, 만 2세 학급은 약 6명, 만 3세

학급은 약 12명, 만 4세와 만 5세 학급은 약 15 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운영하는 반당 평균 유아 수’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사한 수치라고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학급당 전체 유아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 중 22.5%가 초과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보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외의 유아교육기관과 우리나라의 학급규모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과 같

이, OECD(2016)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유아 14명 당 1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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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아교육기관 적정 학급크기 및 교사 대 유아 비율에 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학급크기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사대상 연구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문가 이미화 (2013) - - - 3 이하 3∼5 4∼7 8∼15 8∼15 16∼20

원장 이미화 (2013) - - - 2∼3 5 7 - - -

이정림 (2013) 14 17 19 - - - 12 15 17

교사 김현숙 (2007) 11 15 20 - - - - - -

이미화 (2013) - - - 2 3∼4 5 - - -

이정림 (2013) 12 15 17 - - - 11 14 16

정계영 (2008) 16 18 19 - - - - - -

최은영 (2012) 10 15 19 - - - - - -

학부모 김현숙 (2007) 11 16 19 - - - - - -

이미화 (2013) - - - 3 이하 3 이하 4∼5 8∼15 8∼15 8∼15

최은영 (2012) - - - - - - 6 8 10

평균 12 16 18 2 3 5 10 12 14

주. 소수점 이하는 무시, 적정 수 범위가 제시된 자료는 평균 측정 시 중간 수로 계산.

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교사 대 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호주(5명)이며, 가

장 높은 나라는 칠레(26명)이다. 우리나라는 13.5명으로 OECD국가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연령별 비교․분석

이 요구된다.

3. 학급규모 현황에 관한 인식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는 학급 및 교육과정 운영, 유아 생

활지도, 행정 및 사무 업무 등 여러 면에서 교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사와 유아 개

개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권혜진, 이순형, 2001; 정계영,

2008; 임우영, 안선희, 2011). 또한 학급크기(학급 당 유아 수)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석윤복, 2008).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원장과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유아교육기관에 유아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연구 중 학급규모에 관한 현장의 인식을

알아본 전국 규모의 최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현 학급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정계영,

2008; 최은영 등, 2012),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도 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아 조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선, 임지희, 2012; 이미화 등, 2013). 학급규모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 및 해당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선행연구(김현숙, 2007; 이

미화 등, 2013; 이미화 등, 2013; 이정림 등, 2013; 정계영, 2008; 최은영 등, 2012)에서 조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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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연구의 전반적 경향

구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계

1986∼1990년 0 1 0 1

1991∼1995년 2 4 0 6

1996∼2000년 1 1 0 2

2001∼2005년 4 6 0 10

2006∼2010년 2 4 0 6

2011년∼현재 3 5 7 15

계 9 16 0 25

주. 학술지 논문에서 학위 논문 요약은 제외.

를 <표 9>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원장, 학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교육기관 학급크기는 만 3세는 10∼

16명(평균 12명), 만 4세는 15∼18명(평균 16명), 만 5세는 17∼20명(평균 18명)이였다.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한 의견은 만 0세는 2∼3명(평균 2명), 만 1세는 3∼5명(평균 3명), 만 2세는 4∼7

명(평균 5명), 만 3세는 8∼15명(평균 10명), 만 4세는 8∼15명(평균 12명), 만 5세는 8∼20명(평균

14명)이며, 만 3∼5세의 경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다른 대상이 생각하는

비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리하면, 전문가, 원장, 교사 및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적정 최대 인원과 1명의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유아 수를 많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방법, 대상, 내용면의 경

향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학술지논문은

RISS, KISS, DBpia, 교보문고스콜라, e-Article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KRI, KCI의 논문 검색을 통

해, 국내 학위논문은 국회전자도서관, dCollection,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으

며, 검색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는 학급규모, 학급크기, 학급당 유아 수, 교사(교원) 대 유아(아동)

비율 등이었다. 기본 검색에 더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관련 연구물을 추가하였다. 검색한 논문 중 학급규모가 기관

의 전체 학급 수를 의미하는 경우와 집단 크기(대/소그룹)가 변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4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경향 및 방법, 대상, 내용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김양희(1988)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까지 학술지논문 12편, 학위논문 21편(석사15편, 박사6편), 연구보고서 7편으로 총 40편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1988년 이후 약 30년 동안 40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적은 수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경향을 분석해 보면(<표10>),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의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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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별 경향

구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계

양적연구 8 20 4 28

질적연구 1 0 0 1

문헌연구 3 0 1 3

혼합연구 0 1 2 1

계 12 20 5 32

<표 12>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별 경향

구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계

원장 0 1 4 0

교사 6 19 4 6

유아 6 7 0 6

학부모 1 2 3 1

기타(교수, 공무원 등) 0 0 2 0

계 0 0 0 0

주. 둘 이상의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중복 처리.

<표 13>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별 경향

구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계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3 1 7 0

기관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1 4 6 0

유아의 행동, 정서 및 발달과의 관련성 5 4 0 0

교사의 행동 및 정서와의 관련성 5 14 0 0

프로그램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3 0 0

계 14 23 13 50

주. 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는 중복 처리.

5년마다 1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보고서의 경우 2011년 이후부터 현재

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양적연구가 32편(80.0%)으

로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 혼합연구, 질적연구 순이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양적연구는

조사연구 19편, 관찰연구 11편, 조사와 관찰을 함께 실시한 연구 2편이었다. 혼합연구는 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으며, 질적연구는 심층면담을 실시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52.7%)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 학부모, 원장 순으로 연구되었으며, 기타(교수, 공무원 등) 대상이 2편이었다.

연구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교사의 행동 및 정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19

편(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기관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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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각각 11편(각 20.4%), 영유아의 행동, 정서 및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9편(16.7%)

이었으며, 프로그램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4편(7.4%)으로 가장 적었다. 유아 및 교사의 행동, 정

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학급규모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학급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반면 프로그램의

질과 교육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적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질적 지표로서 학급규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학급규모의 교육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급규모에 대한 국내외 통계자

료와 인식조사 연구물을 통해 교육현장의 적정 학급규모 운영여부 및 교육현장의 인식을 분석

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학급규모관련 국내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학급규모 정

책수립에 토대가 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의 교육적 영향력을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급규모는 유

아의 학습, 발달 및 또래 상호작용, 교사의 교수행동,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및 민감성, 교사-

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대체로 작은 크기의 학급과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유아와 교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와 유아 간에 이뤄지는

교육 효과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소규모 학급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로

볼 수 있다. 유아기는 유아 개인 내 및 개인 간 발달적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의

개별적 교수 및 소집단 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이 더 적합하다. 교사측면에서도 소규모의 학급은

다수의 유아로 인해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개별적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 높은 교수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주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

다. 소규모 학급의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보다 유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Konstantopoulos,

2011), 지속적으로 소규모 학급에서 학습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두 배가 되며(Konstantopoulos

& Chung, 2009), 이후 중고등교육단계에 더 나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Chetty et al., 2010; Susan

et al., 2013)는 점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소규모 학급 운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급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단계 뿐 아니라 상위 학교 급에서도

소규모 학급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급이 긍정적인 교육효과로 직결되지 않거나, 큰

영향력이 없다는 국내외 연구(황혁, 2014; Milesi & Gamoran, 2006)들도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학급규모 축소정책이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사들로 인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Jepsen & Rivikin, 2009)는 연구결과는 학급규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이를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소규모 학급에 대한 정책시행의 당위성과 더불어 학급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며 제도적 시행은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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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아교육기관 연령별 적정 학급규모안

구분 학급 크기 교사 대 유아 비율

연령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 수 4 6 10 20 24 26 2 3 5 10 12 13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교원 대

유아 비율 규정은 만 0∼3세의 경우 OECD평균(7명)과 동일하나 만 3∼5세는 OECD평균(18명)보

다 다소 높은 것(25명)으로 나타났고, 실제 현황에서도 OECD평균(14명)과 유사한 수치(13.5명)

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국의 교원 대 유아 비율 규정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실

제 현황도 연령, 기관 소재지, 설립유형 등에 따라 다르며 초과 인원 허용이라는 규정도 있어서

명확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 현장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도 현 학급규모가 적절

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장 및 관련 전문가, 학부모들도 현재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

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현숙, 2007; 양미선, 임지희, 2012; 이미화 등, 2013; 정계영,

2008; 최은영 등, 2012). 즉, 전반적으로 학급규모 감축 및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

겠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 기준과 현장의 요구들을 바탕으로 적정 학급규모를 제안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위 안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연령별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원장, 교

사 및 학부모들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학급크기

는 학급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 및 미국 보건복지부

규정(<표 4>, <표 5>)에 근거하였다. 즉, 학급당 유아 수를 의미하는 학급크기는 교사 1명이 담당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장,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의

목소리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위 안은 유럽 국가 유아교육기관의 학급

규모 규정(<표 4> 참고)과 유사하며, 2016년에 발표한 OECD 국가의 교사 대 유아 비율 평균인

14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급규모 규정은 학급 크기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규정 범위 안에서 지

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88년 이후 총 40편의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정

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7편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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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연구 중에서도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내용별 경향에서 현황 분석 연구와 기

관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연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별 경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내용 측면은,

교사의 행동 및 정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종합하면, 유아교육기

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 연구는 매 5년 마다 1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기는 하였으

나 총 40편으로 그 수가 적고, 특히 연구내용 면에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교육적 효과를 구체적

으로 밝힌 연구는 다소 미진하며, 방법이나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적정 학급규모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이 충분한 학문적 토대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의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급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

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단계까지 연계성 있는 소규모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소

규모 학급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급의 크

기가 변해도 교수방법을 수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급에 적합한 교수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

므로 유아의 개별 학습방법,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그룹구성 방법, 교사와 보조교사의 명확한 역

할수행 등 소규모학급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전략(Wilson, 2002)에 대한 연수를

정책시행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급규모’가 학급의 크기, 즉 학급 당 유아 수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을 감안할 때, 학급규모 관련 규정에 이 두 사항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의 경우에는 학급 당 최대 인원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규정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학급크기를 제시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공통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교사 대 유

아 비율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급크기는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과도

관련(유치원: 시․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가처리 기준에 교실 최대 면적 규정이 있어 한정된

면적 안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

표1에 유아 1인 당 최소 면적 규정이 있어 학급 당 유아 수는 교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됨)이 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또한 현 규정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역․설립유형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시

정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급규모의 기준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급규모에 대한 항목이 항시 현장관찰항목으

로 제시되어 있는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의 평가지표와 같이, 유아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유

치원 평가 지표에도 학급규모에 관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학급규모에 초점을 두고, 적정 학급규모의 교육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

구들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국내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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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부족하였고, 특히 학급규모가 하나의 변인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가 많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학급규모가 적절한지,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적 효과는 어떠하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알아보는 추적연구 및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

어 학급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급규모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예. 교사의 학력 및 경력, 기관

이용 시간, 교실 구성 및 교재교구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

한 연구들은 적정 학급규모와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규모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 규제를 통해 실현이 가

능하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도 학급규모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실제 현장의 변화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학급규모가 교사를 포함한 인력 수급

및 이에 따른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이를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급진적 변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자원에 대한 투자

의 효용성이 높은 시기가 영유아기(Heckman, 2012, Lally, 2013에서 재인용)라는 연구결과는 경제

적 관점에서도 이 시기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규모의 교육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였고, 가

장 최근에 제시된 국내외 학급규모 기준 및 현황과 학급규모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을 분석함으

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학급규모 관련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유아교육기

관 학급규모의 명확한 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유아교육 및 보육의 안정적인 통합과 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실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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