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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아교육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도자에 의하여 유아의 감각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도 유아 원격교육은 일대일 비대면 교육 보다는, 유아교육 꾸러미 등 배포된 자료나 TV등의 매체를 통하여 학부모가 직접 돌보

는 방식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고찰 및 학부모 집중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콘텐츠의 확대 및 접근성 
확대, 유아 원격교육의 기본지식 이해, 실시간 원격교육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대 필요 등의 원격교육 요구사항을 파악하였

고, 현재 제공중인 원격교육 관련 솔루션이 유아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다양성, 용이

성, 실시간 소통, 통합이라는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의 기본방향(VERI)을 제시하고,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

고, 실시간 및 비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Web/App 솔루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격교육 솔루션은 단지 가이드라인과 
자료만 제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아-학부모-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유아 원격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Abstract ]

Due to the characteristic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a process of nurturing children’s senses by a leader rather than the trans-
fer of knowledge, even in the era of with Corona,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is not one-to-one non-face-to-face education, 
but rather through distributed materials such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ackages or media such as TV. Distance education was 
conducted in a self-care method.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intensive parent interviews,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requirements for distance education, such as the expansion and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contents, understanding of basic knowl-
edge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and the need to increase children’s social skills through real-time distance educ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current distance education-related solutions are not suitabl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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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1,13].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유아원격

교육은 긴급하게 시행되었으므로, 통합되지 않은 여러 체널

을 통하여 가정 및 교육기관에 원격교육 자료배포와 기존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시행되어, 교육 종사자 및 학부모의 많

은 시행착오를 초래하였다. 각 유아교육기관은 상황에 따라, 
물리적 교육꾸러미를 가정으로 발송하고, 기존의 가정 통신

문 발송을 위해 보급된 SNS도구(키즈노트)로 제한된 커뮤니

케이션을 수행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자체적으로 유아교육

을 담당하게 하였다. 일부에서는 Zoom 등을 이용하여 율동 

놀이 등의 지도를 시행하였으나, 유아의 조작 및 집중의 어

려움 등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진행되기 못한 실정이다

[6,9,12]. 

전문가 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

측하고 있다[14].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들도 위드 코로나 시

대를 대비하여 언텍트 유아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15]. 따라서, 원격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임시적인 방

안이 아닌,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장의 요구사항

을 반영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효율적인 원격 유아교육 방

안 수립을 위하여, 코로나 시대의 유아 원격교육 실시 현황

과 교사와 학부모의 인지된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유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원격 유아교육 솔루션을 제

안하고자 한다. 

II. 유아교육의 특징 및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계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고

시로 제정, 공포하고 있다. 현재는 2019년 7월 고시되고 2020
년 3월부터 시행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

다. 이 누리과정에 의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5개 영역별 목표

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16].

I. 서 론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경 발생하여 전세계 214개 국가

로 확산되고, 2021년 7월 현재 전세계 1.8억이상의 누적확

진자와 400만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1].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전국민의 협조와 방

역당국의 노력으로 모범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약 6개월을 

주기로 대유행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델타 변이

에 의한 확진자 증가로 1500명대의 확진자와 거리두기 4단
계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다.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의 주요내용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속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

다. 특히, 2020년 초반에는 WHO의 팬데믹 선언과 심리적 공

포감이 더해져서, 개인 스스로도 더욱 이동을 통제하게 되었

다[2]. 이와 같은 방역조치와 개인의 생활 관리는, 한국은 물

론 전세계의 사회, 경제, 교육의 다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왔

다. 특히, UNESCO(2020)는 전세계 165개국에서 15억명의 

학생 (학생인구의 90%)가 국가의 정책으로 학습 중단을 경험

하였다고 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의 휴업명령 및 

등교연기, 순차적 등교가 확진자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

었고, 이에 따른 원격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휴업, 분산 등교 등으로 비대면 교육

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은 교육

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코로나 대

응 정책도 이원화된 부처의 통제를 받았다. 또한, 유아대상

의 학원, 교습소 등은 지자체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마다 휴원 조치 시기와 기간은 다르지만, 
지역별, 감염상황별로 다수의 시간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되

어야 하였다[4,5,9]. 
영유아대상의 원격교육은 다른 연령대의 학생의 교육과

는 다른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유아교육은 지식의 전달보

다 유아의 체험을 통하여 오감으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교사 또는 부모의 관찰과 지도가 필요

하며, 교사-부모-유아의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을 고려하여

the researcher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VERI) of the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solution of diversity, ease, real-time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and provides a Web/App platform that allows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to share content and 
communicate in real time and in non-real time. The development of a solution was proposed. This distance education solution is 
expected to effectively support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in the era of With Corona as infants, parents, and teachers com-
municate and share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only presenting guidelines and materials.

Key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Education solution, With 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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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 개발 제안

A.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 원격교육의 방법론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프로세스로 문헌연구

와 학부모의 FGI를 통하여 유아 원격교육 실시현황과 애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기초로 내용의 유사성으로 범주화를 

시행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솔루

션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수집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KCI, 

Scholar, DBPIA의 통합검색을 통하여 ‘온라인’, ‘원격’, ‘유아

교육’의 키워드를 교차 입력하여 24개의 문헌을 검색하였으

며, 이 문헌 중에서 중복되거나 의미상 유아 원격교육과 관

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등재학술지 중심의 8개 문헌을 수

누리과정의 내용을 보면,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지도자

에 의하여 유아의 감각을 키우는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누리과정의 해설서에 의하면, 새로운 누리과정의 취지

를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가 중

심이 되는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유아의 지식전달 보다는 

체계적인 놀이를 통하여 신체 및 정신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

이다[16].
이러한 유아교육의 특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상황 하

에서, 휴원을 반복하면서, 원격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솔루션 부족, 원격교육용 교육 커리큐럼 부족, 유아교

사의 준비부족, 긴급 돌봄의 증가, 자유놀이 위주로 실시된 

돌봄 교육 등의 원인으로, 유아교육 종사자의 피로도 증가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더욱 증가되는 원아의 이탈현상이 증

가되고 있다[5]. 

표 1.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

Table 1. Goals and contents of each area of the Nuri course

구분 목표 내용 범주 (세부내용 62가지)

신체운동 

건강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4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4가지)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4가지)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듣기와 말하기 (6가지)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는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3가지)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3가지)

사회관계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3가지)

다른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낸다. 더불어 생활하기 (6가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3가지)

예술경험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2가지)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5가지)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예술 감상하기 (3가지)

자연탐구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탐구과정 즐기기 (3가지)

생활 속에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7가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3가지)

그림 1.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 제안 과정

Fig. 1.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solution propos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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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사용한 연구[19,20]가 일부 있었을 뿐 원격교육 모형이

나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21]. 또한, 유아교육

에 있어서 원격 교육은 부적합하다는 의견[21]까지 존재하였

다. 그러나, 현재 지속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유아교

육에 있어서도 원격교육을 피할 수 없으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유치원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원

격교육 현황을 조사한 선행연구[9]에 의하면, 표 3과 같이 대

부분이 원격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빈도는 주에 1~3회 미

만이며, 쌍방향 소통에 의한 실시간 화상수업이 아닌 “놀이, 
활동 준비도구”, “활동지” 등의 교육(놀이)꾸러미 발송 또는 

공공 또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 제공 위주로 진행

되었다.
유아 원격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교사는 1) 경험부족

에 의한 시행착오, 2) 원격교육 관련 인프라 및 지원부족, 3) 
원격수업 독려과정에서의 학부모와 스트레스 증가, 4) 긴급 

집하여[6-13],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시대의 

유아 원격교육 실행 현황, 유아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

항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에서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주 보호자인 어머니)
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2021년 4월부터 

2012년 7월에 걸쳐 3차례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거주

지역, 직업, 자녀 성별 및 연령, 보육시간을 고려하여 (표2)과 

같이 6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질문은 문헌연구에서 

파악한 유아교육 교사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

하여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은 내용타당성 확보를 위

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명의 조언을 받아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Zoom을 이용하여 1.5~2시간 정도로 

실시하여 기록하고 코딩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SNS 또는 

유선으로 질문하여 보충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의 

형식으로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의 분석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기본으로 분석하였고[17], 이를 나선형 질적 자료 

분석법[18]으로 귀납적으로 좁혀 나가 연구참여자의 애로사

항과 요구사항의 키워드 문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코로나19 시대의 유아 원격교육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따른 효율적 원격교육 솔루션 제한이 목적이므로, 학부모의 

FGI의 분석결과는 요약하여 각 부분에서 간략한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선행연구와 유아교육 전문가의 조

언을 바탕으로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의 필수 기능 및 방향성

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B. 유아 원격교육 현황 및 애로사항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는 달리 유아교육 분야는 전자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참여자 거주지역 직업 자녀 성별 및 연령 보육시간

모 1 중구 자영업 남 만5세 주말위주

모 2 강남구 가사 여 만 5세/여 만6세 종일

모 3 용산구 회사원 남 만5세 퇴근, 주말

모 4 부천시 회사원 여 만3세 퇴근, 주말

모 5 진주시 가사 여 만5세 종일

모 6 세종시 공무원 여 만3세/남 만5세 퇴근, 주말

표 3. 유아 원격교육 실행 현황

Table 3. Current status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구분 내용 빈도 백분율

시행 여부

시행 170 86.7%

미시행 26 13.3%

합계 196 100.0%

시행 빈도

주 1회 미만 76 44.7%

주 1회 이상 ~ 3회 미만 56 32.9%

주 3회 이상 ~ 5회 미만 26 15.3%

주 5회 이상 12 7.1%

합계 170 100.0%

시행 방식

(중복응답)

교육(놀이)꾸러미 가정배송 158 92.9%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공 140 82.4%

출력용 활용자료 업로드 66 38.8%

실시간 화상수업 0 0%

기타 2 1.2%

전체 36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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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내용별 유사성으로 분류하여, 유아 원격교육에서의 개

선방향을 도출하면 1) 교육 컨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 
2) 학부모의 유아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지식 전달, 3) 일관되

고 통일된 정보 전달, 4)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5) 실시간 원

격교육 및 유아들 간의 사회성 함양 원격 소통방안 운영 등

이다.

D. 유아 원격교육 매체 분석

선행연구[7]와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SNS앱의 유아교육 

사용가능성을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은, 유아 원격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사-학부모간 소통이 가

능하고, 유아의 사용이 용이하며, 교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돌봄 운영 및 방역관리 등으로 업무의 과중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6,9,13].
또한, 연구자가 6명의 학부모와 집중 인터뷰를 통하여 파

악한 애로사항으로는 1) 원격 수업과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 

부족, 2) 실시간 원격교육 시간 부족, 3) 단순 자유놀이 등과 

같은 교육의 질 저하, 4) 생일잔치, 학예회 등 기타 사회성 배

양 교육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C. 교사와 부모의 원격교육 관련 요구사항

그동안 시행된 유아 원격교육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표 4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출된 교사와 학부모의 원격교육관련 분야별 요구사항

표 4. 원격교육 관련 교사와 부모의 요구사항

Table 4. The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in relation to distance education

분야 교사 [6,9,13,22] 학부모 (6명과 집중토론)

인프라 확충
 공통 플렛폼 및 전문 콘텐츠 

 컴퓨터 소양 및 활용 교육

 인프라 지원 (Wifi, 노트북 등)

 실시간 원격교육 수업 필요

 PC보다는 핸드폰, 테블릿, TV지원

 다양한 콘텐츠 지원필요

 콘텐츠의 수시 및 접근성 제공 필요

학부모 교육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부모에게 제공할 방송 등 콘텐츠 필요

 Zoom을 통한 연수 등 부모교육 자료 필요

 유아 놀이지도 기초 지식 필요

 유아교육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임

 오프라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 희망

놀잇감
 영역별 다양한 놀잇감 지원

 자연물을 포함한 놀잇감 활용 정보 필요
 놀이 꾸러미 제공이외에 기본 설명 필요

 자유놀이 이외에 구성된 놀이 학습 필요

정부 지침
 놀이중심의 안전수칙 필요

 지침이 너무 많고, 명확하지 않음

 관련부처별 일관된 안내 필요

 방역에 협조하지만 예측 가능성 필요

 일관된 방침과 정확한 안내 필요

소통 창구
 교사의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필요

 교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

 학부모와의 온라인 소통창구 필요

 좀 더 많은 가정 통신문 요망

 꾸러미 자료를 자세히 읽어 보기 어려움

 원격교육에 대한 온라인 소통창구 필요

기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인력지원 필요

 원격교육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
 생일잔치 등 아이의 사회성 함양 필요

 휴원시 과외 방문교사에 시간 증가

표 5. 교육용 SNS 앱의 유아 원격교육 사용가능성 분석

Table 5. Analysis of the usability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of educational SNS apps

분야 특징 단점

키즈노트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수기 알림장, 포토, 동영상,  

출석부, 일정표, 귀가동의 등의 기능으로 구성

 사진, 동영상에 교사의 수기 내용 작성

 교사 – 학부모 -유아, 유아 – 유아의 소통은 지원하지 않음

 상업용 광고를 포함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없음

 텍스트 작성으로 소통하므로 유아의 참여 및 이해가 어려움

클래스팅

 한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 개발

 공지 및 게시글, 사진, 영상 등의 공유

 과목별, 영역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상업용 광고를 포함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후 텍스트로 설명을 첨부하는 방식

으로 글쓰기에 미숙한 유아가 사용하기 어려움

시소(SEESAW)

플립그리드(Flipgrid)

 해외에서 유아교육에 사용한 사례가 있음

 인터페이스 등이 유아가 사용하기 쉬움

 유아와 유아 간의 소통 지원

 현재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음

 서버가 해외에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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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형식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놀이자료를 수시로 올

려 분야별로 찾아보기 어려우며, 운영자 측에서만 자료를 게

시하며 일선 교사나 부모가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수가 없다. 
또한 누리포털에서는 그림 2과 같이 교사와 부모가 놀이꾸러

미, 포털자료, EBS프로그램, 유투브 등을 참고하여 원격교육

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치원을 통해 

안내되며, 유치원과 키즈노트, 줌, 구글미트 등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3].

E.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 개발 제안

연구자는 표 6과 같이 교사 및 학부모의 ① 애로사항과 요

과 공유가 가능한 앱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시간 원격교육이 가

능한 줌(Zoom), 웹엑스(WebEx) 등은 유아가 직접 사용하기

에는 인터페이스, 조작 방법 등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러

한 솔루션 들은 해외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녹화의 기능

은 제공하지만 컨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i-누리    

-누리과정 포털사이트(i-nuri.go.kr)를 운영하고 있다. 본 포털

사이트에는 비교적 많은 원격교육관련 콘텐츠 자료가 게시

되어 있으며, 교사 및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그림 2.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체계 (누리 포털 부모지원자료)

Fig. 2. Kindergarten distance education support system (Nuri portal parent support data).

표 6.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의 방향성 도출

Table 6. Deriving the direction of the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solution

①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일부 예시) ② 개선방향 ③ 방향성

 원격교육 설명 및 자료부족 (부모)

 PC보다는 핸드폰, 테블릿, TV지원 (부모)

 실시간 교육 솔루션의 유아의 조작 어려움 (공동)

교육 컨텐츠의 다양화 및 접근성 확대 Various Contents, Easy Interface

 원격교육 설명 및 자료부족 (부모)

 부모에게 제공할 컨텐츠 필요 (교사)

 놀이꾸러미 이외에 기본설명 필요 (부모)

학부모의 유아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지식 전달 Integrated Portal

 지침이 너무 많고, 명확하지 않음 (교사)

 일관된 방침과 정확한 안내필요 (부모)

 공통 플렛폼 및 전문 콘텐츠 (교사)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전달 Integrated Portal

 좀 더 많은 가정 통신문 요망 (부모)

 학부모와 온라인 소통창구 필요 (교사)

 교사의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필요 (교사)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Real-time Comm.

 생일잔치 등 아이의 사회성 함양 필요 (부모)

 Zoom을 통한 연수 등 부모교육 자료 필요 (교사)

 휴원시 과외 방문교사의 시간 증가 (부모)

실시간 원격교육 및 유아들 간의 사회성 함양 Real-time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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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시간 비실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 이는 이전의 유아 원격교육이 가이드 및 자료만

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유아-학부모-교사를 동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다. 2) 유아, 학부모, 교사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상호 콘텐츠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기존 상용화된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재 구성하여 포

털 사이트에서 링크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에 익숙하지 않

은 유아와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실시간 다자간 소

통으로 유아의 사회성 함양에 기여한다.

VI. 결 론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으며,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

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유아 원격교육은 기본 가이드와 

PDF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돌보거나, 일부 교육기관

에서 긴급 돌봄으로 진행하여 왔다. 또한, 유아 교육이 유아

의 감각을 배양한다는 특수성으로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특

징이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는, 임시방편적인 재택 또는 긴급보육으로 만으로 유아를 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원격교

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유아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원격교육 포털의 개발을 제안하여 이를 통하여 유아-학
부모-교사가 상호 교류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하

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여 그 효과

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이

슈 중에 하나를 탐색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한하

구사항을 분류하여 ②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선방

향에 부합하는 ③ 유아 원격교육 솔루션의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도출된 솔루션의 방향성은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명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유아 원격

교육 솔루션의 기본 방향성은 각각의 주요기능을 정의하여 

그림 3과 같이 ‘VERI’로 명명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 방향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통합된 포탈 플랫

폼 기능의 Web/App 솔루션 개발을 제안한다. 교사와 학부모

의 교육 자료 제공은 가독성이 편리한 Web 형식으로 Mooc 
또는 블로그 형식으로 자료를 게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

고, 유아의 사용 및 동영상 조회는 App 형식으로 제공하여, 
유아가 접근하기 쉬운 테블릿, 스마트 TV, 핸드폰의 미러링

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솔루션 개발 제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된 포

그림 3. 유아 원격 교육 솔루션의 기본 방향

Fig. 3. Basic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solutions.

그림 4. 유아 원격 교육 솔루션의 기본 방향

Fig. 4. Basic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distance educ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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