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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발현적 교육과정으로의 가능성 탐구

The Role of Teachers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s an Emergent Curriculum

김대욱

Kim, Dae-Wook*

요 약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탐색하고, 적합한 유아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발현적 교

육과정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의 역할은 지원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탐구를 통한 발현

적 교육과정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교사가 유아의 근접발달지대를 적극 활용하여 구성주의적 실천을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발현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비계설정을 활용하는

연구자 교사, 교육과정 운영에서 융통성 있는 교사, 자율성을 갖고 유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사로 나타났다. 본 논

문의 결론으로 첫째, 교사는 개별 유아, 다수의 유아에게 최적의 놀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적합한 비계설정을 할 수 있도록 관찰과 기록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달에 적합한 발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는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어 :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 발현적 교육과정, 레지오에밀리아, 발도르프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of teachers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o suggest the role 
of appropriat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s an emerging curriculum. It was 
clarified that the role of teachers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is the applicant, compared to the Nuri curriculum by 
age 3~5. It could be compared with the role of teachers in the emergent curriculum. Based on the emerging curriculum, 
the roles of teachers that can be practiced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re teachers who use scaffolding, flexible 
teachers in curriculum management, and teachers with autonomy and faith in young children. As a conclusion of the 
study, first, teachers should be experts who can provide optimal play materials to individual young children and multiple 
young children. Second, teachers must faithfully observe and record so that appropriate scaffolding can be established. 
Third, teachers must constantly perform questions suitable for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sustain the interests of young 
children. Fourth, teachers should operate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emergent 
curriculum. 

Key words :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eacher's Role, Emergent Curriculum, Reggio Emilia, Wald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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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항상 놀이와 유아의 중요

성을 강조해왔지만,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성격을

놀이중심과 유아중심에 두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에서 제시한 교사의 역할인 지원자는 유아로부터 이끌

어나오는 교육을 실천하는 발현적 교육과정과 같은 맥

락을 갖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인 지

원자를 발현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향후

발현적 유아교육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

시된 놀이지원자라는 새로운 교사의 역할에 대해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경

험을 살펴보고자 2019 개정 누리과정 초기에 유아교사

에게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떠한 가치와 어

려움이 있는지 알아본 연구[1],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의 경험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원방안

을 제시한 연구[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교사들의 교육 실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탐색한 연구[3]가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수

는 있지만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아니

어서 역할에 대한 주된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고찰한 연구[4]는

‘간 거주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유

아교사의 역할로 ‘사이 존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문

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

의 역할을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변화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서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주된 역할을 제시하면 교사의

교실 내에서 역할 수행에서의 혼란을 줄여주고, 교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변화된 교사의

역할인 ‘놀이를 지원하는 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

음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주된 교사의 역할로

제시된 지원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유아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유아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교

육과정과의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접근법에서는 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존재로 보고 있고[5-6],

발도르프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는 유아와 깊이있는 관

계를 유지하고 협동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다[7-8]. 발현

적 교육과정은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지 않고 유아의 자율에 최대한 맡기는 운영을 하는데

[8], 교사의 역할을 유아를 지원하는 자로 본다는 측면

에서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접근법, 발도르프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발현적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발현적 교육과정의 교사의 역할과 비교하여 분석함으

로써 발현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2019 누리과정의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새로

운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발현적 교육과정

으로써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019 개정 누리과

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며

[9],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면밀

한 탐구가 있어야 한다.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에서 의

도한 교육목적을 잘 이해하고 실행해야 질 높은 유아중

심과 놀이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고[2], 이를 위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을 고찰하여

제시한다면 현장의 교사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

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에

서 발현적 교육과정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Ⅱ.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변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1969년에 처음 제정되어

유치원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점차 어린이집의 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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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원화하여 함께 사용하게 되었고, 2012년 3~5

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며 변화되어 왔다 [4].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9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각 개정마다 시대적, 교육적, 상

황적 이슈가 배경이 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유아중심·놀

이중심을 지향해왔으며 차수를 거듭하여 수시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공통과정을 지향해왔

으며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의 누리과정보다 보다 더

놀이중심, 유아중심에 대한 가치를 혁신적으로 많이 담

아내었다[10].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흥미와 관

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유아는 유치원에서 자유

롭게 놀이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하루일과에서 이 두 활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11]. 이처럼, 유아

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많이 놀이를 하고 싶어하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 유아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2019 개

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변화로 인해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

였다. 본 장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교사의

역할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국가

수준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교사의 역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와 놀이가 중심적

으로 고려되었다. 구체적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을 제시하고, 유아 주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교

수학습 방법 중에서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

속하거나 선택하고 유아의 일상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

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습득할 것을 제시하였다

[12]. 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국가수준 유

아교육과정은 많은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포함된 교사용 지도서는 11개 생

활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 연령으로 제안

하고 있어 총 33권의 많은 양에 이르고, 이 33권의 누

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들어있는 단위 활동들은 모두

2166개로 매우 많다 [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

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통합하

여 다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내

용보다 어려워지기도 하고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

었다 [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교사는 그 모든 내용을 다 활용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와 놀이를 경시한 것은 아니었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포함된 많은 양의 교육내

용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니 교사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

육과정을 이끌어나는 경우가 잦아졌다. 기존의 누리과

정은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강제적으

로 현장에서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는 ‘계획-실천-평가’에 의해 일어나며 유아에게 자율

성을 존중하되 교사가 활동을 계획한 것에 맞춰 유아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아의 선택권이나 자

율성은 다소 제약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누리과정은

교사 중심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지침서와 지도

서에서 사례로 소개한 교사의 발문이 지나치게 직접적

이거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3~5세 연령별 누리

과정의 지침서를 분석한 연구[15]는 ‘지도지침 및 유의

점’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직접적

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교사의

발문이 지나치게 지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는 유

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지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제시된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해마다 동일

한 교육내용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

았다. 사실, 유아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생활주제는 매

우 다양하며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16], 유아교사는 생활주제를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와있

는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아교사는 생활

주제의 지식을 교육과정 실천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교

사의 역할을 가르쳐야 하는 자로 인식하고 생활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하는 목표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사가

생활주제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들을 추출해내서 활동

을 위한 목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국가수준 누리과정

의 교육내용을 오히려 누리과정 관련요소 정도로 이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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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성격을 유아 중심과 놀이 중

심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3~5세가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내용들을 대강화,

간략화시켰고, 전면적인 개정 누리과정의 도입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내용의

축소, 놀이 중심 교육의 방향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12]. 또한, 2019 개정 누리과

정은 그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하고, 미

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목표와 인간상을 드러내고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의 5개 영

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령별 세부내용 369개를 59개

의 내용으로 대강화 및 간략화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확

대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10]. 이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

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획일

화된 교육내용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교사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시킨 것을 찾

아볼 수 있다. 교사 주도의 유아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을 지양하고, 유아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역할로 ‘유아를 지원하는

자’를 제시하고 있다 [9]. 현장의 교사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던 교사의 역할과 다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교사는 전반적으로 유아교육현장의 여건이 미

흡하여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

기 어렵고 말하기 때문이다 [17]. 교사에게 본인의 역할

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한다면 교사가 2019 개정 누리과

정을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교사

의 교육관에 따라 현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가 달라진다. 달라진 교사의 역할에 맞게 교사가 관찰

을 통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개별 유아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놀이자료를 제공할 때 놀이지원자

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교사

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

라 유아에게 즐거운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놀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유아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과 같은 교

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8].

Ⅲ.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통해 살펴 본 발현적 교육과정
가능성 탐구

기존의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에서도 교육은 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으며 유아의 놀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부터 강조해오던 것으로, 국가

수준 누리과정과 연관된 교사의 오랜 역할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4]. 본 장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변화된 교사의 역할을 통해 발현적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발현적 교육과정인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

접근법, 발도르프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발

현적 교육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유아교육에서의 발현적 교육과정

유아교육에서 발현적 교육과정은 유아의 요구와 흥

미에 맞춰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 수행

기간, 활동선정, 진행방향에서 유아에게 자율성을 제공

하고 교사의 경험과 관찰에 따른 판단과 유아의 학습

상황을 타협해가며 교육과정이 발현되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19]. 발현적 교육과정은 학습자인 유

아로부터 만들어나가는 교육과정이다. 유아의 흥미로부

터 시작해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아가

어떠한 놀이자료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경험

을 하는 가이다. 유아는 놀이자료를 활용하여 놀이를

하면서 경험하고, 다시 놀이자료를 가지고 놀면서 경험

을 반복하면서 배움을 넓혀나간다. 발현적 유아교육과

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유아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유

아 스스로 삶으로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에 대한 개념과 발현적

교육과정의 방향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발현적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근접발달지대를 활용하여

유아의 이전 경험을 깊숙이 탐색하고 이를 확장시켜 학

습을 유도해가고, 반성적 사고를 통한 반성적 실천으로

개별 유아, 모든 유아,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

가고, 기록작업자가 되어 기록을 통해 유아, 동료 교사,

부모와 소통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

는 학습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구성주의적 실천을 해나

가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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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발현적

교육과정 탐구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하루 일과를 자유롭게

운영하여 발현적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유아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누리과정에 제시되어 있

는 학급을 운영하고 교육내용을 따르는 것에 교사의 철

학적 상충을 갖고 올 수 있다 [6].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변형된 교육과정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그 변화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이기 위

해 교사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흥미와 교사의 지원을 활용하여 발현적 교육과

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발현적 교

육과정이란 교사가 유아의 학습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유아가 지식을 생성해나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도

록 이끄는 교육과정으로 [20], 발현적 교육과정은 교사

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발현적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유아의 선경험을 기초로,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새로운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세운다

[21].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실천의 장에서 유아-유아,

유아-교사, 교사-교사 간 만남을 통해 즉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교사가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자료를 제공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워나가며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즉시

적으로 놀이를 통한 활동으로 연결한다. 발현적 교육과

정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찰과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한 유아의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유사하다. 발

현적 교육과정에서는 동료교사와 협업하여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교사는 유아에게 어떠한 놀이자료

를 제공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23].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이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24],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록과 관찰을 통해 개별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5]. 교사가 연구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개별 유아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비계설정을 통한 전

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20].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것처럼, 발현적 교육과정을 유아에게 실천하기 위한 교

사의 역할은 연구, 협업, 융통성, 믿음, 자율성, 기록, 관

찰, 적절한 교육 환경 제공, 비계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

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에 대한 믿음을 토

대로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20, 21, 25] 분

석을 바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발현적 교육과

정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비계설정을 활용하

는 연구자 교사, 교육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교사, 자율

성을 갖고 유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사로 제시하고자

한다.

2.1. 비계설정을 활용하는 연구자 교사

발현적 교육과정의 구체적 방법으로 비계설정을 위

한 교사 전략, 상징화 주기를 통한 교수 전략, 상호 조

정적인 학습, 기록화 작업 등이 있으며, 이때 교사의 역

할은 유아의 주도성, 가능성, 상징적 표상 능력을 인정

하여 유아가 할 수 있는 범위인 근접발달지대를 설정하

여 그 안에서 적절한 지지를 통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8]. 유아는 능동적인 학습자이지

만, 발달상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놀이자료를 스스로

찾아내서 놀이하기는 어렵다. 교사가 적절한 놀이자료

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비계설정을 하여 놀이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유아는 스스로 모든 놀

이를 발현시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를 관

찰하면서 어떠한 놀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지 찾아야

한다. 교사가 유아에게 적절한 놀이자료를 통해 비계설

정을 제대로 해준다면 유아의 실제적 발달수준을 잠재

적 발달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과 기록하여 놀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때 교사가 개별 유아에게 맞

는 비계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유아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나간다 [26].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 접근법은 교사에게 평생학

습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구성주의적으로 지식을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교

사에게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학내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을 권장하고 있어, 교사가 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연구해나가는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안정적

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질높은 교육을 제

공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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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정 운영에서 융통성 있는 교사

발현적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융통성은 유아의 자율

적인 놀이상황을 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

접근법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내용에

맞춰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리과정 지침서에 따른 유아교육과정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 누리과정에서 변화한 교사

의 역할에 따라 발현적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프로그

램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27]. 레지오

유아교사는 귀 기울이는 교육을 특징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8]. 유아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또 유아의 이

야기를 경청하면서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탐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유아에게 적

합한 정해지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며 융통성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발도르프 유아교

육에서는 처음 발현적 교육과정을 접한 교사가 겪는 어

려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

을 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9].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교육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넘겨주

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

의 역할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일 때에 비해 지원하

는 역할로 많이 변화하였다. 교사들에게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는 시간을 들

여 적응하면서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연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서 융통성 있는 교

사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3. 자율성을 갖고 유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지원자로서 교사의

역할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3~5

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교사가 계획하

여 유아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는데, 2019 개정 누리과

정에서는 교사가 놀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일이며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도 교사의 역할로 유아의 모습을 변화시

키기 위하여 교사 자신의 모습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며[30],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는 수평적

인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교사가 가지고 있던

운영권을 유아에게 양보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고 교육환경을 구성한 후, 유아가 교

사가 제공한 교육환경 속에서 놀이를 통한 배움을 해나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아는 매체나 자료

를 탐색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매체와 자료들에 대해

배우고 관계를 구성하고, 다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환

경 속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재탐색해나간다 [31]. 직접

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에 비해서 유아가 배워나가는 시

간이 더딜 수 있지만 교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릴 필요

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하며 놀이지원

을 위해 자율성을 갖춰야 하는 전문가라고 제시하고 있

다[9]. 발도르프 교육을 고안한 슈타이너는 유아가 상상

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놀이를 통해 배움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고, 교사는 유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

내하고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32]. 레지오 에밀

리아 유아교육 접근법에서도 교육의 3주체로 유아, 교

사, 학부모를 꼽으며 유아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하여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때 학습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계획한대로 혹은 제안한대로 유아가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유아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제공

하고 유아가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을 유아에게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역할을 지원자로 전환

하는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역할을 오랜

유아교육의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인 ‘활동을 계획하여

가르치는 자’에서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자’로 바꾸고난 이후, 현장의 유아교사들이 어떤 방향인

지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10].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

정에서 제안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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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개별 유아, 다수의 유아에게 최적의 놀

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개별

유아와 다수의 유아에게 적절한 놀이자료는 매번 다르

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원자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놀이자료와 교육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사가 먼저 유아에게 적절한 놀

이자료와 교육환경을 탐색하고, 적합한 매체를 제공해

야 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위

유치원을 위한 컨설팅,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나아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방법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안

내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는 의견[33]이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

대시킬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단위 유치원은 교사를

위한 놀이 확장 방법의 실제를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 관련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34]도 있다. 교

사 재교육을 통해서 유아 관찰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과 달리 놀이지원자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발현적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사교육을 실

행할 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에게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비계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장학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교사들이 적응하기 위해 주변 동료나 원장

의 조언, 전문서적 찾아보기, 선배 교사들의 도움받기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고민을 능동적으로 해소한 연구

[29]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을 수동적인

교육을 통해 안내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교사 본인의 노

력으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

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는 유아에게 적합한 비계설정을 할 수 있

도록 관찰과 기록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찰을

통해, 유아의 경험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학습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찰 뿐 아니라 기록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아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고, 그 기록물에 근

거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자료를 제공하고, 비

계를 설정하여 교육적 자극을 준다면 교육적 효과가 매

우 클 것이다. 교사가 모든 유아에게 자발적으로 비계

설정을 해나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교사의 능

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교사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에게 반성적 사고를 통해 유아 전반에

대한 지식, 개별 유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이 지식

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여 유아의 통찰이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교사가 개별 유

아에게 비계설정을 해주면서 놀이를 지원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한국에서 발현적 교육과정으로서 발도르

프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처음에는 우연한 만

남으로 교육을 시작하지만, 곧 초기에 기존의 교육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는 보고[35]도 있는데, 신입 교사이든 경력 교사이든 비

계설정을 통한 놀이 지원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사가

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끊

임없이 발달에 적합한 발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와 달리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발문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 교사는 줄어든 발문 기회에서 최선

의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교사가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예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교감하고, 소통한다면 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는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발현적 교

육과정에서 유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은 교육과정의 성

공적인 실천과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보

고[36]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사는 지원자의 역할에 대

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유아에게 어떠한 지원이 적합한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발현적 교육과정

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갖는 의문은 ‘교육의 매순간 발

현이 일어나는지? 에 대한 문제이다 [37]. 매순간 유아

에게서 발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사는 유아에

게서 발현되는 그 순간을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한다.

그럴 때, 유아로부터 시작되고 유아가 주도하여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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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발도

르프 유아교육에 입문한 교사가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노력하여

이를 수정해나가면서 성숙한 발도르프 유아교사로 성

장하기 위한 자기발전 과정을 경험한다는 보고[30]가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도 달라

진 교사의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자기질문과 받아들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발현적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는 유아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함께

놀이해가야 한다. 레지오에밀리아의 교사는 스스로 유

아의 학습 파트너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학습과

정은 더러 공백이 있거나 되돌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

유아와 함께 즐기면서 구축해나가는 경험을 말한다 [5].

이상의 논의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

의 역할을 단순히 지원자가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발달

을 바탕으로 비계설정을 통한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변화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10],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유아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사의 역할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유아교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 지원해나가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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