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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환경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발화를 수집하여, 범주를 개발하고 자료를 코딩하여 하위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정보제공하기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통합하기와 

함께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에서는 제안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확산적 사고와 높은 영향력을 보였

다. 셋째,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안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정보제공하기, 확산적 

사고 등이 강한 연결성을 보였다. 이외에 제안과 의사결정이 문제관심을 매개로 평가와 연결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환경교육에 있어 교사가 유아의 문제해결과정을 지원하여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유아의 반응에 맥락적으로 반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유아교사, 언어적 상호작용, 문제해결전략, 언어네트워크 분석, 환경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of composition of young children teacher’s verbal interaction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the narrative of teacher 

i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edu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used categories as a unit of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verbal 

interactions, providing information was the most cental, high influence appeared along with integration. 

Second, teacher’s problem solving strategies, suggestion was the most cental, high influence appeared along with 

divergent thinking. Third, teacher’s verbal interaction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suggestion was the most 

cental, providing information and divergent thinking appeared a strong connection. Besides, suggestion and 

decision were mediated by concern of problem, assessment appeared connection. Through these results from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interact and support problem solving process i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o respond and understand contextually with young children is 

necessary.

Key Words : Young children teacher, Verbal interaction, Problem solving strategy, Semantic network analysis,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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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교사는 공간의 구성자이자 유아의 일과와 교육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육행위자이다. 교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유

아가 경험하는 교육의 내용은 달라진다[1]. 더욱이 환경교

육은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태도로 익혀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 교육으로 지도하는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환경보전의 내용과 더불

어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워줄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  

환경교육에서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의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지

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3]. 또한, 유아는 교사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교육과정의 경험을 일상생활

과 연결하고, 경험을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적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게 된다[4]. 환경교육 활동 

중 이루어지는 대화는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는데 구성된 활동의 구체적인 참여구조

는 맥락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활동 중 

대화는 참여구조에서 교사의 반응에 따라 유아와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활동에 대한 흥미와 사고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아가 환경교육에서 자연과 환경

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앞으로의 삶에

서 가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사와

의 언어적 상호작호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5]. 그러므

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하기를 위한 사고기술의 발달을 도

와주는 교사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6].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적절한 피드

백을 주며, 바람직한 언어적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생각과 행동이 유아에게 전이될 수 있으므

로 중요성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8]. 교사

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활

용되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교육

의도인 교수학습전략에 맞추어 상호작용한다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교육에서는 유아가 자연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기초지식과 태도를 내면화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의 과정이 필요하다[9]. 교사는 유아가 문

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

하고 촉진하는 문제해결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환경교

육에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은 문제에 정해진 답을 찾

는 과정이라기보다 유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다[10]. 

유아가 환경의 가치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문

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에 대한 결론

을 내기까지 교사는 유아의 지적 사고활동을 확장시키

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상호작용의 주요요인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

[11-14], 그리고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의 언

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살펴본 연구[15-17]가 있으며, 

교수학습전략으로 문제해결과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18-20]와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에 관한 연구[21,22]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

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환경교육과정에서 사고기술의 발달을 도울 수 있

으며, 문제해결전략은 유아가 문제해결과정에서 의사결

정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

사가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을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 교육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구조

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환경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다 포괄

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

과 같이 정제된 단어의 빈도를 고려하여 의미를 도출하

는 방법과는 달리 단어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연결 관계의 여부보다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서 간접적 연결의 존재를 

통해 노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유아환경교육

의 사건에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

의 하위 범주의 관계를 살펴 교수학습전략의 구성의 의

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변인과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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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내러티브 안에서 교수학습전략의 구성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관계망을 통해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유아환경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

작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환경교육에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

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D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의 

만 5세 담임교사인 P교사가 유아환경교육에 참여하면

서 수집된 발화이다. P교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11

월 8일까지 11주 동안 총 24회기에 걸쳐 유아환경교육

에 참여하였다. P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7년

차 교사이다. 평소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환

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다. 유아환경교육은 문헌연구와 델파이조사 연구

를 통해 활동의 기초를 구성하고, 교수 3인과 협의 과

정을 거쳐 구체적인 활동안을 구성하였다. 환경교육은 

동물과 식물의 보호, 물의 보전, 쓰레기 분리수거의 내

용으로 각 8회차씩 구성하였으며, 문제의 발견, 아이디

어의 생성, 아이디어의 선택, 계획과 실천의 교수-학습 

단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생각도구 중 관찰, 형상화, 감

정이입, 패턴인식, 패턴형성, 변형, 놀이, 추상화,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통합의 11가지를 사용하였으며, 활동

은 시작과 끝의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와 소집단 토론하

기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P교사가 유아환경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진

행하며 유아와 나눈 대화를 녹취하여 전사한 것 중에서 

교사의 내러티브만을 추출하였으며 A4 용지 254장이다.

2.2 분석범주 개발

2.2.1 언어적 상호작용 

본 연구는 유아환경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의 교수학

습전략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Piandta와 Hamre의 연구[7]를 기초로 한 이경진[8]의 

유아교사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를 수정‧보완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

석 범주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범주와 내용의 타

당성을 검증받았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은 개념설명, 피드백, 

언어모델링이다. 개념설명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사실, 정의, 일반

화, 해석, 원리 등을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과 설

명을 통해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피드백은 상호작용 시 대화의 내용을 통해 비계를 설명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사고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유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화 시 이해도를 증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지

를 안내하는 것이다. 언어모델링은 교사의 모델링을 통

해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유아와

의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사고와 추론을 촉진한다. 구

성요소별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설명은 질문하

기, 설명하기, 통합하기로 제시하였으며, 피드백은 촉진

하기, 정보제공하기, 격려하기, 인정하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언어모델링은 대화이어가기, 확장하기, 표현하기

로 구성하였다. 

2.2.1 문제해결전략 

본 연구에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다. 교사의 문제해결

전략의 분석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24-27]를

고찰하였다. 구성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은 전문가 3인

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은 유아의 문제해결력과 더불어 

논리적,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교사의 문제해결 

전략은 문제의 원인분석,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도출, 문

제해결 계획과 실행,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이다. 

문제의 원인분석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대면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환경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도출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

양한 아이디어를 확대하고 해결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해결 방안들의 장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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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해결 계획과 실행은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

으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결정된 해결안은 지속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유아가 자발적으로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은 문제해결과

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지식, 태도, 가치를 함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실천을 위해 현재의 실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구성요소별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분석은 문제대상, 문제관

심, 문제인식으로, 문제해결 대안도출은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 방법, 수렴적 사고로, 문제해결 계획과 실행은 

제안과 적용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은 지향점과 평

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교사의 언어적 상

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분석 범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tents of the analysis category

frame category subcategory frame category subcategory

Verbal 

interaction

s

Concept 

description

Question
Questions about prediction, 

classification, and comparison

problem 

solving 

strategies

Cause 

analysis

Subject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 

problem

Explanation
Explanation of new words or 

situations
Attention Collect problem information

integration
Integration described in 

conjunction with everyday life
Recognition

Check and understand the 

problem

Feedback

Promotion

Promoting cognitive thinking 

processes, Promoting infant 

reactions
Deriving 

alternative

s

Divergent 

thinking
Derive a variety of ideas

Provision
Feedback describing specific 

information

Solving 

methods

The way of thinking to solve a 

problem

Encouragemen

t

Strengthening, Praising, 

Encouraging, Cheering

Convergent 

Thinking 
Action-based decision

Recognition Concede, Acknowledge, Allow Planning and 

execution

Proposition Selection of best practice

Modeling

conversation Continue the conversation Application Active practice in daily life

Expansion
Redefining a Child's 

words
Result

Directionality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knowledge. attitudes  

Evaluatio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3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유아환경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의 언어

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환경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교사의 발화는 

유아와 교사의 전체 텍스트의 진행되는 주제를 중심으

로 활동별 파일을 형성하였다. 또한, 유아와 교사의 대

화에서 교사의 발화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

째, 데이터 분석에 앞서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 영

어 등을 삭제하여 파일을 형성하였다. 셋째, 주요키워드

를 추출하기 위해 Krwords를 활용하였다. 넷째, 추출

된 주요키워드에서 의미분석을 분석할 수 없는 고유명

사, 관사, 문장어미를 정제하였으며, 명사가 아니더라도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핵심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정제를 마쳐 최종 추출된 핵심키워드는 

191개이다. 넷째,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

전략을 유형에 따라 하위범주에 코드를 부여하고, 도출

된 핵심키워드를 분석 범주에 맞춰 코딩하여 분석하였

다. 코딩 시 한 단어가 여러 범주에 사용된 경우 중복 

코딩하였다. 분석절차는 Fig. 1과 같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범주에 따라 코딩된 단어의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념설명의 질문하기는 예측, 분류, 비교, 

상태, 원인, 주체, 표현, 의견, 결정, 중요성으로, 설명하

기는 동물, 식물, 자연, 지구, 생명, 환경, 현재 상태, 인

류, 생명, 먹거리, 오염상태, 환경문제, 파괴, 심각성, 오

염원, 생명위협, 자연보호, 환경보전으로, 통합하기는 오

염행동, 환경개선과 보호 주체, 시기, 방법, 실천, 습관, 

태도, 재사용, 재활용, 절약으로 분류하였다. 피드백의 촉

진하기는 긍정적 반응, 대답 촉진, 이유, 가정, 설명기회 

제공으로, 정보제공하기는 환경오염의 패턴과 영향, 자연

회복 방법, 환경오염결과로, 격려하기는 자연보호방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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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기발한 아이디어 감탄, 실행력 칭찬, 실천 독려로, 인

정하기는 자연보호방법 동의, 환경보호 노력 인정,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확신으로 분류하였다. 언어모델링의 대

화이어가기는 응대, 반복, 재질문으로, 재정의하기는 환

경오염과 원인 근거 재정의, 새로운 단어 사용, 유아어 사

용,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Data collection

⇨

Data organization

⇨

Basic analysis

⇨

Structure analysis

• Collection of transcriptio

n data

• Teacher text extraction

• Correcting grammatical 

errors

• Organization files acco

rding to terms

• Main keyword extraction

• Key word refinement   

• Core keyword coding

• Analysis of the relation

ship between codes

Fig. 1. Analysis procedure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분석범주에 따라 코딩된 단어

의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원인분석의 문제

대상은 환경파괴 대상, 주변 생활환경, 자연환경, 동식

물로, 문제관심은 정보수집, 환경오염 원인과 현상 확

인, 자료수집과 방법, 문제 상황으로, 문제인식은 환경

문제 인식, 현재의 문제 이해, 문제 확인, 상황파악으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 대안도출의 확산적 사고는 가정, 

이유, 비교, 확장, 다양한 의견, 새로운 대안, 자유로운 

사고, 시각의 확대로, 문제해결 방법은 발문, 사고도구, 

표현, 설명, 새로운 방식, 패턴, 생각으로, 수렴적 사고

는 결과 예측, 심사숙고, 미래 예상, 대안 탐색, 선택, 환

경개선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 계획과 실행의 

제안은 결과를 유추한 최선책,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 

실행과 성공가능성으로, 적용은 실행능력, 실천방안, 계

획수정, 능동성으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 결론의 지향

점은 환경친화적 태도, 친환경적 가치, 환경보전 지식, 

미래 시민관으로, 평가는 다음활동의 계획, 동기마련, 

의미있는 경험, 객관적 기준, 수용과 비판, 개선방법 목

표달성 확인으로 분류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한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KrKwic과 UCINET 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특정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

진 단어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Krwords를 이용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

고 정제한 핵심키워드를 산출하였다. UCINET 6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2원 연결망 분석 시 필요한 코드 간의 

공출현 매트릭스를 만들고, 중심성, 네트워크 특성을 분

석하였다. Netdraw 프로그램으로 단어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시화하였다. 자료분석은 교사의 언어적 상호

작용 하위범주의 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구

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개념설명, 피드백, 언어모

델링의 4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념설명은 

질문하기, 설명하기, 통합하기, 피드백은 촉진하기, 정

보제공하기, 격려하기, 인정하기, 언어모델링은 대화이

어가기, 재정의하기의 9가지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하위 범주 빈도와 중심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teacher’s verbal 

interaction 

Section Frequenc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oncept 

descriptio

n(D)

D1 85 0.441 100.000 0.812

D2 86 0.484 100.000 0.880

D3 96 0.521 100.000 0.873

Feedbac

k(F)

F1 83 0.469 100.000 0.798

F2 96 0.594 100.000 1.000

F3 43 0.293 100.000 0.544

F4 31 0.178 100.000 0.302

Modeling

(M)

M1 18 0.123 100.000 0.261

M2 67 0.385 100.000 0.680

D1=Question

D2=Explanation

D3=Integration

F1=Promotion

F2=Provision

F3=Encouragement

F4= Recognition

M1=Conversation

M2=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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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통합하기(D3)와 정보제공하기

(F2)가 96회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하기(D2) 86회, 질문

하기(D1) 85회, 촉진하기(F1) 83회, 재정의하기(M2) 67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빈

도가 높은 정보제공하기(F2)가 연결중심성 0.594, 근접중

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1.000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하기(D3)가 연결중심성 0.52

1,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0.873으로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설명하기(D2) 역시 연결중심성 

0.484,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0.880으로 나타

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화이어

가기(M1)가 빈도와 중앙성이 낮게 나타났다. 교사가 학습

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 시 반복적으로 대화하

거나 대화의 빈도를 높이는 언어적 모델링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네트워크 구조는 Fig. 2와 같다.

Fig. 2. Visualization of structure of the teacher’s verbal 

interaction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노드(node)는 9이었으며, 밀도(density)는 0.389

이며, 평균연결거리(average distance)는 1.672로 나

타났다. 컴포넌트(components)와 지름(diameter)은 

각각 2, 3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

ntralization)는 0.536이다. 네트워크 구조 시각화에서

도 정보제공하기(F2)와 통합하기(D3)가 가장 연결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다음으로 질문하기(D1)와 설명

하기(D2)가 중요하게 위치하였다. 

3.2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분석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은 문제의 원인분석, 문제해결 

도안도출, 문제해결 계획실행, 문제해결 결론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문제의 원인분석은 문제대상, 문

제관심, 문제인식으로, 문제해결 대안도출은 확산적 사

고, 문제해결 방식, 수렴적 사고로, 문제해결 계획실행

은 제안, 적용으로, 문제해결 결론은 지향점, 평가 10가

지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을 분

석하기 위한 하위 범주의 빈도와 중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teacher’s 

problem solving strategy

Section Frequenc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ause an

alysis

(PC)

PC1 61 0.270 100.000 0.478

PC2 68 0.279 100.000 0.572

PC3 84 0.420 100.000 0.611

Deriving 

alternativ

es(PA)

PA1 111 0.635 100.000 0.876

PA2 65 0.401 100.000 0.406

PA3 91 0.477 100.000 0.744

Planning 

and 

execution

(PE)

PE1 119 0.643 100.000 1.000

PE2 80 0.204 100.000 0.582

Result(P

R)

PR1 53 0.260 100.000 0.358

PR2 91 0.480 100.000 0.748

PC1=Subject

PC2=Attention

PC3=Recognition

PA1=Divergent thinking

PA2=Solving method

PA3=Convergent Thinking 

PE1=Proposition

PE2=Application

PR1=Directionality

PR2=Evaluation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제안(PE1)이 119회로 가장 

많았으며, 확산적사고(PA1) 111회, 수렴적 사고(PA3) 

91회, 평가(PR2) 91회, 문제인식(PC3) 84회, 적용(PE

2) 80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제안(PE1)이 연결중심성 0.643, 근접

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1.000으로 영향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산적 사고(PA

1)이 연결중심성 0.635,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

심성 0.876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평가

(PR2)가 연결중심성 0.480,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

중심성 0.748으로, 수렴적 사고(PA3)이 연결중심성 0.

477,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0.744로 나타

나 주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향점(PR1)의 빈

도와 중앙성이 낮게 나타났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전략에서 교사는 환경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인과 이유 등 확산적 사고와 최선

의 해결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결과를 예측해 보는 등

의 제안 중심의 교수학습전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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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네트워크 

구조는 Fig. 3과 같다. 

Fig. 3 Visualization of structure of teacher’s problem 

solving strategy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

다. 노드(node)는 9이었으며, 밀도(density)는 0.322

이며, 평균연결거리(average distance)는 1.967로 나

타났다. 컴포넌트(components)와 지름(diameter)은 

각각 1, 4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

ralization)는 0.278이다. 네트워크 구조 시각화에서도 

제안(PE1)이 가장 연결에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확산적 

사고(PA1)와 강한 연결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렴적 사

고(PA3)과 평가(PR2)가 연결되어 중심에 위치하였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노드(node)는 9이었으며, 밀도

(density)는 0.389이며, 평균연결거리(average distan

ce)는 1.672로 나타났다. 컴포넌트(components)와 

지름(diameter)은 각각 2, 3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는 0.536이다. 

3.3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종합

분석

유아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의 하위

범주 간의 관계를 환경교육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교사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하위 범주의 빈도와 중심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teacher’s 

problem solving strategy

frequenc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oncept 

descriptio

n(D)

D1 85 0.402 100.000 0.689

D2 86 0.463 100.000 0.791

D3 96 0.497 100.000 0.847

Feedback(

F)

F1 83 0.426 100.000 0.721

F2 96 0.545 100.000 0.909

F3 43 0.255 100.000 0.452

F4 31 0.151 100.000 0.249

Modeling

(M)

M1 18 0.088 94.737 0.146

M2 67 0.343 100.000 0.574

Cause an

alysis

(PC)

PC1 61 0.318 94.737 0.575

PC2 68 0.418 100.000 0.723

PC3 84 0.403 100.000 0.697

Deriving 

alternativ

es(PA)

PA1 111 0.525 100.000 0.877

PA2 65 0.268 100.000 0.462

PA3 91 0.467 100.000 0.797

Planning 

and 

execution

(PE)

PE1 119 0.594 100.000 1.000

PE2 80 0.372 100.000 0.624

Result(P

R)

PR1 53 0.250 100.000 0.418

PR2 91 0.445 100.000 0.766

D1=Question

D2=Explanation

D3=integration

F1=Promotion

F2=Provision

F3=Encouragement

F4= Recognition

M1=conversation

M2=Expansion

PC1=Subject

PC2=Attention

PC3=Recognition

PA1=Divergent 

thinking

PA2=Solving method

PA3=Convergent 

Thinking 

PE1=Proposition

PE2=Application

PR1=Directionality

PR2=Evaluation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제안(PE1)이 1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사는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내기 위해 해결방안을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

과를 유추해보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

산적 사고(PA1) 111회, 정보제공하기(F2) 96회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

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외에 통합하기(D3) 96회로 빈도가 높은 편

으로 나타나 유아가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실천 가능하

도록 일상생활과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제안(PE1)이 연결중심성 

0.594,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1.000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제공하기(F2)가 연결

중심성 0.545,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0.909

로 높게 나타났으며, 확산적 사고(PA1)가 연결중심성 

0.525, 근접중심성 100.000, 위세중심성 0.877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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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 인정하기(F4)와 대화이어가기(M1)가 빈도와 중앙성

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

해결전략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네트워크 구조는 Fig. 4

와 같다. 

Fig. 4. Visualization of structure teacher’s verbal 

interaction and problem solving strategy

Fig. 4에서 나타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노드(node)는 19이었으며, 밀도(d

ensity)는 0.363이며, 평균연결거리(average distanc

e)는 1.693로 나타났다. 컴포넌트(components)와 지

름(diameter)은 각각 1, 3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집

중도(network centralization)는 0.265이다. 네트워

크 구조 시각화에서도 제안(PE1)이 가장 연결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확산적 사고(PA1)와의 연결강도가 가장 

높았다.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중에 제안(PE1)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선정된 환경문제 해결안의 결과를 유추해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유아와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제안(PE1)은 확산적 사고(PA1)

와 강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제안(PE1)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확산적 사고(PA1)와의 연결 이외에 통합하기(D3)

와 수렴적 사고(PA3)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제안

(PE1)과 연결된 수렴적 사고(PA3)는 문제관심(PC2)을 

매개로 평가(PR2)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교사

는 유아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연결하여 사

용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

용과 문제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

전략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범주를 구분

하여 분류한 후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환경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사는 유아가 텍

스트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닌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

합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정보제공하기

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통합하기와 함께 강조되어 사

용되었다. 교사는 환경오염에 대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

으로 인해 자연이 오염되고, 오염이 다시 인간에게 돌

아오는 영향을 순환관계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

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제공하기는 유아

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미래의 환경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28]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

다. 교사는 통합하기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유아들이 문제해결의 주

체임을 알려주고 유아가 경험을 통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적 

지식의 공유는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으로, 

지식은 활동에서 활용되고 체계를 명료화할 수 있으며, 

교육적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4,16]. 그러므로 교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합하기를 통해 활동의 맥락에 

따라 유아가 자신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여 교육

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언어적 상호

작용 시 특정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아의 현재 경험과 

요구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정보가 지식

이 되고 다시 행동으로 실천이 될 때 교육적 효과를 함

양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대화이어가

기와 인정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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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사의 공감하는 태도와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반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는 유아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문제해결의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시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전략 중 제안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제안과 더불어 

확산적 사고가 강한 연결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는 유아가 단편적인 결과만을 도출하는 문제해결과

정보다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의 순환적 

관점에서 해결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출

하는 과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문제해결전략은 문

제의 해결책을 유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의 사고가 제한되지 않도

록 적절히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

이다[28]. 또한, 교사는 가장, 비유, 비교 등 다양한 아

이디어를 도출하여 유아가 확산적 사고를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수신

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수신

념은 유아와 위계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보다 유아의 입

장에서 질문하고, 격려하고, 응답하여, 유아가 어려움 

없이 도전하고 생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29]. 따라서 교사는 환경교육에서 유아가 환

경문제를 해결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의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가치

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태도와 신념을 함양해야 하겠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환경교육을 통해 가지게 될 친

환경적 가치와 태도에 관해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활동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문제해결전략 중 

지향점의 빈도와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환경교육은 정보의 전달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접근방식으로 원칙과 이념을 추

구하는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적 가치와 원칙은 교수학습 기법이나 이론으로 녹여내

기는 어렵다. 교사가 알고 깨달은 친환경적 지식과 태

도는 교사의 교육신념과 가치로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

아 학습자인 유아에게 전달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가 자연을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사회를 위해 가져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반 

한 환경소양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이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사의 환경교육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관련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가 유아환경교육에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 

중에서 제안과 정보제공하기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 교사는 본 활동을 통해 유아가 앞으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행동을 스스로 찾

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유아

환경교육 과정에서 유아가 다양한 해결방법이 포함된 

복잡한 관계의 의미를 해석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아의 주도적 사고능력을 믿어 

주고, 판단과 결정의 주체로써 인정해 준 결과이다[30].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환경과 오염행동 간의 관계 혹은 

환경보전행동과 자연회복의 관계, 인간이 자연에게 주

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과정을 촉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고촉진 과정은 교사가 학습자인 유

아의 이해수준을 파악하여 유아의 생각을 다차원적으

로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반추의 과정

이 포함된 것이다[25]. 환경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구

조화된 수업과는 다르게 친환경적 지식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흥미, 반

응, 해결과정을 예상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견주어 보며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환경교

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에 유아의 관점에서 환

경과 인간,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

는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4]. 구조화된 교

수법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유아의 관심과 이해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유아가 체험하는 

문제상황의 공간, 유아의 문제해결의 경험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맥락적

으로 이해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아환경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전략을 언어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환경교

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화를 의미범주로 분류하

고 코딩하여 구성을 분석하여 교수학습전략의 의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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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설명하고 하위범주간의 관계를 재고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언어는 상황과 과정

마다 같은 구성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가 말하는 발화 속에 내포된 교수전략의 구

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아환경교육의 상황에서 분석

함으로써 연구의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

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확장

하여 분석한다면 교사의 교수학습전략을 구성하는 요

인들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유아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가

치관을 형성하도록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적용하였다. 유아는 교사의 교수학습전략을 통

해 자극받고 지원받아 지식을 확장하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습전략

과 함께 유아의 반응을 환경친화적 지식과 태도, 문제

해결력 등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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