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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가 생각하는 만 3세 교실에서‘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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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chool Teacher's Educational Meaning of an Activity

: 'Discourse between Children through Books' in 3-year-old Children's

Classroom

Suh, Hye Jeong Yoon, Koung Ok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

누기’ 과정을 통해 만 3세 유아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수집한 자료는 교사의 수업 기록물, 사진, 협의노트,

면담 자료이다. 연구결과,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유아가 탐구할 주제 정하기,

유아의 궁금증을 해결할 적합한 책 선정하기, 책의 그림으로 유아간의 대화 시간, 이해를 공

유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교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능력, 아이디어, 그리

고 탐구 의욕이 많은 유아들을 만났다.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지식 그림책

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였으며, 유아들이 학습을 주도함으로써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였다.

지식 그림책은 유아의 대화 통로가 되어 유아들에게 사고가 담긴 앎 체득으로 작용함으로써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이 유아주도적인 탐구학습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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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자가 신임교사일 때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매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적이 있

다. 교사에 의해 선정된 주제로 매일의 이야기나누기의 주제는 교사가 정하고, 수업은 교사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신임교사였으므로 경력교사보다 어려움은 더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집단으로 진행하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은 연구자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 흥미로운 활동

이 되지 못했다. 43명으로 편성된 과밀학급에서 이야기나누기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대집단

으로 모여 앉게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나누기 시간만 되면 초점

이 흐려지는 아이들의 눈빛, 재미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은 연구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지만 ‘손들고 발표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7-8명의 아이들로 근근이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교사로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모르는 유아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었다. 25년 전의 내 교실에서 보았던 이야기나누기시간

의 수업 풍경은 한 반의 유아 정원이 달라진 것 외에는 현재 교실에서도 흡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25년 전의 내 교실에서도, 25년 후의 유아교실에서도 교사가 만나는 아이들은 전공서적

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있고’, ‘능동적인’ 유아는 아니다. ‘수동적이고’, 교사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적절히 대답하는 단편적인 모습의 아이들이다. 즉, 유아들은 유아교사에 의해 전달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전통적인 수업의 유형인 일정한 패턴양식을 갖는 IRE(Initiation, Response, Evaluation)와

IRF(Initiation, Response, Feedback)(Cazden, 2001) 둘 다 현재 우리 현장에서 익숙한 수업

형태이다. IRE와 IRF는 교사가 아이에게 질문 또는 여는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하도록 유아

를 지명하게 되며, 이에 지명된 아이는 교사의 질문 또는 시작을 여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교사는 그 이야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

는 수업에 대한 사전 계획을 할 때 IRE와 IRF의 일련의 흐름을 염두하고 수업일지를 작성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직전교육에서도 시범수업 계획안 작성

하는데 적용된다. 이러한 훈련으로 유아교사의 수업은 교사의 질문에 유아들이 반응하면 거

의 반자동적으로 뒤따르는 교사의 평가나 피드백은 오히려 유아의 사고와 유아들 간의 교류

및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의 교

사와 유아들이 발언의 기회는 유아에 비해 교사가 훨씬 더 많은 양을 갖는다. ‘평균적인 학급

의 경우, 교사가 주도하는 시간이 75%(조정숙, 유향선, 김은심, 2007)라는 보고처럼 IRE/I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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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양식의 수업에서 교사가 말하는 비율은 2/3(Cazden, 2001)를 차지하고 있다. 교사 질문의

8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은 깊이가 없는 교사의 질문에 교사가 원하는 답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에 따라 평가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수업에서 교사가 질문/대답 순환의 전체 구조를 소유

하므로 유아의 위치는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Young,

2003).

교육활동에 있어 교사가 학생 간의 진정한 대화는 능동적 지식구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요

인이며, 지식구성은 자신과 타인간의 상호작용적 대화를 통해 형성하는 것이므로 유아는 자

기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청자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과 발달을 조장하므로 최적의 교육적

환경인 대화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즉, ‘설명’과 ‘전달’이 주가 되었던 수업에서 ‘이해’와 ‘공

유’(유혜령, 2004)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유아에게 했던 ‘설명’과 ‘전달’은 교사의 말을 중

요시하는 것일 뿐 주체적인 존재로서 유아가 설 자리가 없는 교수방법이다. ‘이해’와 ‘공유’는

유아가 주체적으로 수업장면의 중심에 있으며 대화 속에서 적극적인인 ‘이해’와 ‘공유’를 하기

위해 유아는 화자와 청자를 반복하며 발화하게 된다. 유아들뿐만 아니라 ‘설명’과 ‘전달’에서

‘이해’와 ‘공유’로의 교수방법 변화는 그 동안 멈춰있던 교사들을 성장이라는 움직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유수경(2007)과 허미애(2007)는 우리나라 유치원의 이야기나누기에서 발견되는 문

제점을 학습할 것을 전달하는 교육적 가치로 생각하는 교사주도의 이야기 나누기 형태라 하

며, 허미애(2007)는 ‘교사주도의 이야기하기’ 상황을 ‘교사-유아 상호주도의 유아중심 이야기

나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나누기의 변화를

추구한 연구(김유정, 이지현, 2004; 임부연, 유정미, 류미향, 2010; 이지현, 1995)들은 유아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학습에 참여하며 유아들 간의 대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였다. 임부연 외(2010)는 유아들 간의 내러티브 중심의 이야기나누기,

김유정과 이지현(2004)은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적용을 통해 유

아 중심의 이야기 나누기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지현(1995)은 동료와 서로 가

르치고 배우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효율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더불어, 김혜선, 조복희(2002)

는 프로젝트의 탐구 과정에서 유아들이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여 서로의 생각과 이유를 듣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제공될 때, 유아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이 일어남을 제

시하였다. 종합해보면, 이야기나누기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 주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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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능동적 주체로서 어른들과 다른 유아와 연관하여 자기 구성과 사회적 구성 과정

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므로 유아들을 교육적 대화에 참여하는 환경적 배려가 필요하다

(Dahlberg, Moss, & Pence, 1999). 교육적 대화에 유아를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곧, 유아의 권한을 찾아주는 것이다. 유아에게 ‘왜’라는 물음을 가지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

도록 하지 않고 교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로 유아들을 안내하고 학습함으

로써 과정을 즐기며 탐구하는 학습자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Freire, 1997).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에게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할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여 어린이가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집단 구성의 기회를 마련

해 주어, 지식 구성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교사와 다른 유아와의 관계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의미를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아는 지식구성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

며 유아들이 만드는 지식을 의미하는 학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교사는 유아들이 주도적으

로 탐색하고 관계 맺으며 학습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지식을 함께 구성하는데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학습과 지식 구성에 책

임감을 갖게 된다(Dahlberg et al., 1999).

대부분의 연구(김미숙, 최미숙, 2006; 송순옥, 최미숙, 2013; 임춘금, 2007; 정남미, 2011; 최

형주, 김영주, 2008)들은 그림책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유

아주도적인 학습에서 주체적인 유아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드러내는 연구

가 더욱 필요하다. 교사주도적인 이야기나누기의 대안으로써 소집단에서의 그림책 읽기를 통

해 과정을 즐기는 또래와의 문화를 공유하며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것

으로 내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며 다양한 사회

적 의사소통기술 발달에 대한 심향분과 성소영(2011, p.347)의 연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그림책을 활용한 연구(심향분, 2011)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향분

(2011)은 정보그림책 읽기에서 안내자, 정보수집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심향분과 성소영(2011)의 연구와 같이 소집단의 유아들이 정보지식그림책을 이용하

여 유아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지식구성의 과정을 드러내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

다. 물론, 심향분과 현은자(2009)는 상호작용적인 정보지식 그림책 읽기가 유아들에게 정보들

을 통합하여 지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과정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애 본 연구는 수직관계로서 교사의 지식을 학습자인 유아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로서의

교육개념(Freire, 1997)을 실천하는 교사의 모습을 내려놓음으로써 교실을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급 공동체를 창조해 내도록 하는 탐구를 위한 장소(Fu, Stremmenl, & Hill, 2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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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자 한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중심의 대집단으로 진행하는 ‘이야기나누기’ 활

동을 유아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지식 그림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능동적으로 학습해가는 모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다. 만 3세 교실에서 지식 그림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과정의 의미를 들여다보며 전공서적에서

존재하는 ‘능력 있고’, ‘능동적’이며, ‘주제’가 되는 존재인 유아를 만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아이들이 아닌, 타고나면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그들의

존재를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탈피하여 유아에 의해, 유아를 위한 수

업 실현의 시작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3세 교실에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맥락은 무엇인가?

2.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통해 만난 만 3세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3. 만 3세 교실의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K 교사와 K 교사가 담당한 만 3세반의 여아 9명, 남아 9명이다.

연구 참여자인 K 교사는 J 도의 H 대학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소재의 J 유치

원에 근무하고 있다. K 교사가 다른 지역에 취업한 이유는 대학 소재지에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아 유치원 취업 의사가 있는 졸업생들인 경우 도외로 취업하는데 K 교사는 그 중 한 명이

며, 대학에서 배운 프로젝트접근법을 실천하는 원에 취업을 희망하였다. 신임교사 때부터 3년

차 교사가 되는 2010년에도 K 교사는 만 3세 반 담임을 하고 있으며, 2년차가 되던 해 학기

초,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담임소개를 하는 시간에 K 교사의 반으로 배정된 어머니들은

기립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를 원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면서, 컨설팅장학으로 월 2회 수업협의

를 위해 만나는 관계이다. 연구 참여자와 컨설팅 장학으로 격주마다 만날 때의 수업 협의는

K 교사가 협의를 끌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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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여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

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묻고 또 물었다.

“제가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해나가면서 서로 상호보완

적인 관계였죠. 면담할 때에도 수업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심층면담,

2013, 7. 29)” 연구 참여자인 K 교사의 이야기처럼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는 스승과 제

자 사이이지만 사회에서는 컨설팅 장학을 하는 교사협력자로서 K 교사와 만난다. 수업 협의

를 할 때에도 K 교사가 협의를 이끌어갔는데 이는 컨설팅 장학에서 만나는 관계가 스승과 제

자이기 전에 컨설턴트로서 교사협력자로서의 멘토와 교사인 멘티로서 만남을 의미한다. 또

한, 컨설팅 장학의 특징은 수평적인 관계로 컨설턴트와 교사와 만나는 것이며, 교사의 선 요

구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됨에 따라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관

계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K 교사와 본 연구자 간의 컨설팅장학에 대한 연구(서혜

정, 윤경옥, 2013)에서도 K 교사는 컨설턴트인 연구자에게 부끄러운 내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도 연구자는 스승이라는 관계로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를 위해 교사업무 외의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을 부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교사의 업무에 과중을 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2.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 나누기’의 맥락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Vygotsky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학습을 위

한 활동 형태이다(Berk & Winsler, 1995). K 교사가 2010년 3월 말부터 진행한 '나비‘ 프로젝

트에서 비고스키의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은 유아들이 탐구하고 싶은 나비

에 관한 궁금증이 같은 유아들 간에 집단으로 구성하여 궁금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비 관

련 과학 지식 그림책을 활용하여 만 3세 유아 발달에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유아들이 탐구하고

싶은 소주제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주제마다 소주제 관심사가 다르므로 집단

의 규모, 수가 주제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나비‘ 주제에서의 ’책

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의 집단은 3집단으로 ’생김새(5명), 먹이(6명), 천적(7명)

으로 구성되어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식 그림책은 독자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김현희,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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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만 3세 유아들의 발달 특성 상 글을 읽지 못하므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는 유아들 간에 책의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유아들 간의 대화를 나누고, 이후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사진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업협의일지, 2010, 4. 14)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가 이야기나누기의 다른 점은 유아가 궁금해 하는 것을

소집단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야기나누기는 대집단으로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진행하잖아요. (심층면담, 2010, 5. 25)

[그림 1] K 교사의 ‘나비’ 프로젝트접근법에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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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0년 3월 말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나비’주제로 프로젝트접근법을 하는 J

유치원의 주제탐구방법인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K

교사는 2010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주제 ‘나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책

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교사의 수업 기

록물, 사진, 협의노트, 면담 자료이다.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K 교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2010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수업 기록물, 사진, 협의노트이다. K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

을 하고 있으므로 수업 과정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일상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

사의 수업기록물인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기록은 K 교사가 자유선택활동시간

에 유아들 간의 대화를 속기하거나 교사가 포함되어 소집단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녹음

하여 K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다. 연구자는 K 교사의 수업 기록물과

수업 과정의 사진을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은 201년 5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짧게는 16분, 길게는 67분 동안 총 6회 면담이 이

루어졌으며, 총 233분의 면담과정은 녹음하였고, 면담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1차 의미 있는 글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 의미 있는 것을 세그멘팅하였다. 세그멘팅한 글은 별

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서 세그멘팅한 내용이 함축된 의미를 담는 주제어를 지었다. 세그멘

팅한 원 자료가 여러 개의 주제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제어에 따라 세그멘팅한 자료를 조각

내어 분류하였다. 수집한 날짜 별로 분석한 주제어는 주제어끼리 모아 유목화작업을 하며, 수

집한 자료의 축 구성이 되면서 연구의 윤곽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경청하며 자료를 수집하

지만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며 또렷해져가는 연구의 윤곽으로 인해 심층 면담의 초점이 정해

져 구조화된 질문을 생성하여 심층면담을 하게 된다. 즉, 첫 심층면담은 포괄적인 연구 참여

자의 경험을 경청한다면 두 번째 심층면담부터는 첫 번째 심층면담을 분석하면서 생긴 심층

질문을 생성하게 되며, 점차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심층면담에

서는 연구자의 구조화된 질문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주제어는 모두 모아 유목화 작업을 하여 유목화한 주제어를 대표하

는 소주제어를 지었고, 다시 소주제를 모아 유목화 작업을 하여 대주제어를 지었다. 즉, 전사

한 원자료 읽기 - 의미 있는 내용 세그멘팅하기 - 주제어 짓기 - 유목화하여 소주제어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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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제어 유목화하여 대주제어 짓기 - 연구문제 도출 - 연구주제 도출의 과정을 거쳤다.

면담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코딩을 하며 연구 축을 구성한 후, 교사의 수업 기록물, 사진, 협의

노트는 구성한 축에 배치하였다. 특히, 대주제어를 지으며 연구문제를 만드는 연구 축을 구성

할 때에는 연구자가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해석의 과정은 분석

의 과정과 일맥상통한 맥락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세그멘팅한 자료에 이름을 짓는 주제어

정하기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절한 주제어를 짓는 과정에 내포

하게 되어 분석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과정은 분석하면서

생성된 주제어에 해석을 더하는 방식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의 통합을 하였으며, 글쓰기의 타당성은 연구 참여자

에게 분석과 해석한 글쓰기를 읽도록 하여 인터뷰한 자료와 분석, 해석의 내용과 맥락이 같은

지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연구자의 해석 간의 간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해석을 읽고,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해석 간에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과정에서의 사진과 상호작용의 문서에

활용된 유아는 연구 참여자인 K 교사로부터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논문에 인용된 유

아들은 각 부모로부터 ‘연구동의서’ 문서를 통해 연구동의를 받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 나누기의 맥락

1) 유아가 탐구할 주제 정하기

연구 참여자인 K 교사의 교실은 프로젝트접근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K 교사는 프로젝트

의 시작으로 유아들이 흥미를 갖는 동화를 들려주며 나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비’라는 공동의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여도 유아들이 궁금한 소주제는 다르다. 즉,

대주제인 ‘나비’로 공동 주제를 시작하였으나 유아들은 ‘나비 천적’, ‘나비 먹이’, ‘나비 생김새’

라는 소주제에 각 유아의 관심이 생긴다. 이러한 개인의 궁금증은 중요한 학습의 출발점이

되고, 탐구하고 싶은 궁금증이 같은 유아들끼리 소집단 프로젝트팀이 된다. 유아의 관심과 흥

미와 무관하게 교사가 준비한 학습과 유아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학습은 학습

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적극성과 흥미에 다르게 표현된다. 이렇게 유아가 탐구할 주제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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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은 학습 주체인 유아가 학습하는 데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

아의 참여는 학습의 조건이 된다(Tschapka, 2007).

연구자: 탐구할 소집단 주제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K 교사: 프로젝트 주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궁금해 하는 부분을 이

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모았어요. 이후 각자 좀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을 그래프 활

동을 통해서 팀을 정했어요. (심층면담, 2010, 9. 10)

[그림 2] 나비에 대한 궁금증으로 탐구할 소주제 정하기

소그룹 할 때 정말 잘 들어야 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그룹

팀을 나눌 때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인 천적, 먹이로

프로젝트팀을 정했을 때의 아이들의 관심도랑 교사가 임의대로 정했을 때와는 백퍼센트

다를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7. 29)

2) 유아의 궁금증을 해결할 적합한 책 선정하기

만 3세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적합한 책을 선정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유

아들은 학습 주체로서 자신의 궁금증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

에게 적합한 책은 유아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생한 사진이 담겨 있는 책이다. 예를

들면, 나비가 의인화되어 있거나 나비의 생김새가 생략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유아에게 보여주었을 때, 유아들은 의인화되어 있고 생략된 경험을 그대로 흡수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참여자는 유아의 궁금증을 해결할 적절한 자료로 의인화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

지 않은 실제 사진 자료가 담겨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유아들의 탐구를 위한 준비이다. 그

래서 유치원에 적합한 책이 없으면, 교사는 유아의 궁금증이 사진으로 표현된 적합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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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거나 화보로 제시한 것에서 찾아 준비하였다.

나비를 봐도 이 동화책에 있는 나비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림 정보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

을 봤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중략…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

나누기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비의 생김새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은 없어서 책을

보고, 아이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화보를 다시 보여주었어요. …중략… 책을 통한 유아

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요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6. 25)

K 교사: 아이들은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대충 의미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연구자: 그럼 아이들은 글 보다는 그림을 보고 해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림에 관련되

어서 책 선정에 고려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K 교사: 너무 과장되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요. 정보 책이지만 책에는 정말 동화처럼

나비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실제 모습이 아니라 특징을 알려주려고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심층면담, 2010, 6. 25)

정보지식책의 사진 자료 인터넷에서 출력한 화보 자료

[그림 3]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에 활용하는 생생한 사진 자료(임향교, 서은경, 2006)

3) 책의 그림으로 유아 간의 대화하기

만 3세 아이들이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소집단으로 구성된 같은 궁금증을

가진 동료들과 책을 매개로 대화하는 것이다. 이때 대화는 유아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이

루어지며, 유아들은 책에 제시된 사진, 그림에서 정보를 읽어낸다. 대화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고, 대화의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유아들 간의 대화 속에는 나비에 관한 선 경험이 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6호

- 350 -

는 유아와 선 경험이 없는 유아 간에 책의 사진을 매개체로 하여 대화가 오고 간다.

정답을 추구하는 교육에 익숙한 교사는 처음 경험하는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을 염려하지만, 정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유아들은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목표 없이 사

진에서 보이는 대로 읽으며 동료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책 속의 사진을 통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

하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업’으로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유아 내부의 호기심이 학습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통의 탐구

할 과제로 연결되는 유아들이 만나는 행위인 대화는 대화자 간의 대화를 존중해야 가능하며

(Freire, 1997), 대화는 대화의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되는데(Freire,

2006), 유아들은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몰입하는 구체적인 맥락인 책의 사진을 통해 공동으

로 의미를 만들어가며 성장하였다(Young, 2003).

오히려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한 유

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의 글을 보고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해서 알아내는 것이니까요. (심층면담, 2010, 5. 25)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자기네끼리 하니까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발표라기

보다는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요 (심층면담, 2010, 7. 29)

주영: 어, 나비를 잡아먹는다!

윤서: 이건 사마귀야, 사마귀 같은데?

주영: 사마귀 아니야. 메뚜기 같은데….

수민: 얘(사마귀를 짚으며) 얘(나비를 짚으며) 먹고 있는 거야.

민후: 사마귀 맞아. 우리 집에 가서 한 번 봐야겠어. 그리고 또 있는

데? 새! 애벌레도 먹어요. (교사기록일지, 2010, 4. 23)

연수: 새가 나비를 쫒아가는 거 같아요.

민후: 어! 나비 먹었다.

예솔: 애기(나비)를 잡아먹는 것 같지?

희진: 나비가 천천히 날아가서 잡아먹힌 것 같아요.

수민: 맞아, 나비는 천천히 날아. 원래 새나 갈매기는 빨리

날아다녀. (수업기록일지,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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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를 공유하기

유아들은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여 이해한 것을 다른

구성원에게 공유하려는 방법인 표상 방법을 교사의 조력을 받으며 준비한다. 이때, 교사는 유

아가 주체가 되도록 공유의 과정인 준비과정과 최종 공유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유아에게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존재로서 유아의 권리가 인정되고, 유아의 의견이 경청될

수 있으며 유아가 의도하기 전에 기존의 지식과 범주를 강조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Dahlberg et al., 1999). 같은 관심사로 함께 하게 된 소집단의 유아

권리가 존중되고, 유아들이 학습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은 ‘이해’란 구성원 모두가 일치된 하나의 동일한 지식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 복

잡성, 모호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임을 교사가 터득하여 함께하기 때문이다

(Dahlberg et al., 1999; Glasersfeld, 1999).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인 대화는

창의적인 공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의 창조행위의 시간이

된다. Freire(1997)는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참된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K 교사

와 만 3세의 유아들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학습으로 연결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식은 협동을 통해 추구해야 하며 함께 떠나는 것임을

유아에게 암시하는 것이다(Banner & Cannon, 2003, p.31).

 

주영: (사마귀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옷 입으면 되죠!

수민: (잠자리는) 눈 동그랗게 만들고 날개는 울퉁불퉁해요.

희진: 나비는 핑트종이를 잘라서 예쁘게 모양내요.

예솔: 나비처럼 날개를 만들어!

윤서: 개굴개굴 개구리니까 개구리처럼 뛰어다녀야겠다.

민후: 새는 입 만든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요.

연우: 맞아, 새 날개도 종이를 자르면 되겠어요.

(수업기록일지, 2010, 4. 27)

‘나비’ 주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만큼 동적인 활동이 될까?’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알아가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

지 않을까? 했는데 동적인 활동이 충분한 거예요. (심층면담,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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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른 주제 탐구 그룹에게 동극으로 공유하는 모습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한 후, 공유하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인데, 다른 친

구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

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새로운 사실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자.’ 했

어요. (심층면담, 2010, 7. 29)

  

2. 교사가 만난 만 3세 아이들의 존재

1) 탐구하고자 의욕 있는 아이들

교사는 그동안 만 3세의 유아들에게 탐구에 대한 내부적인 열정을 기대하지 않고 만나왔

다. 만 3세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임에도 만 3세에 대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만난다면 나이

가 어릴수록 주변 성인의 조력으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유아들은 성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유아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인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나비’ 주제의 궁금

증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방법으로 유아들이 탐구하도록 교

사가 조력하자 유아들은 교사에 의해 제시된 지식 그림책의 사진을 보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해독하고 있었다.

Dewey(1995, p.59)는 “전통적인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능력과 목적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 이야기한다. 즉, K 교사가 유아들의 궁금증을 탐구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은 인지 대상이므로 교사와 학생의 인지적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므로

(Freire, 2006) 유아가 탐구하고자 하는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탐구하고자 하는 유아의

성향은 그동안 청취자로서 교사가 전달한 인지적인 지식을 일방적인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

‘탐구’는 학습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배우고자 움직이는 것이므로 유아의 탐구력을 위해 교사

는 동료와 또는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비판력을 가진 공동탐구자가 되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

어야 했다(Freire, 199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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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때 뭐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하고나니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5세 아이들도 궁금한 것은 다른 연령의 아이들과 똑같은 거잖

아요. 이번처럼 주제를 친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5. 25)

저희 반의 어떤 친구는 나비를 관찰하다가 책을 가지고 와서 나비 옆에 놓고서는 책 속에

있는 배추흰나비를 보며 비교하며 보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관찰하다가 궁금

한 것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다.’ 이것을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

기’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심층면담, 2010, 5. 25)

2) 도움은 필요하지만 능력 많은 아이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아들 간의 개인차는 크다. 흥미, 생각하는 힘, 생각을 언어로 표

현하는 것,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 것 등에 많은 개인차를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

을 받고 자란 교사들은 개인차가 크거나 학습자의 능력이 발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기다림을 멈추고, 대신해주며 ‘가르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구 참여자는 유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일방적 전달을 지양하고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기다림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다(Freire, 1997). 이러한 배경에는 ‘가르치기’란 교사의 적절한

보조(교사의 방향 설정, 자극, 권위)가 필요하긴 해도, 교육은 반드시 학습자인 유아가 만들

고, 학습자인 유아가 받아들여야 하며(Freire, 2006), ‘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

(Freire, 1997)임을 깨달은 데서 비롯된다.

Freire(1997, p.106~107)는 “인간은 침묵 속에서가 아닌 말 속에서, 일속에서, 행동 사고 속

에서 도약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교사 또한 유아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고와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알기에 온전히 유아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흥미가 지속이 되는 상황에

서 교사의 적절한 조력을 하며 기다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 역할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의 생각을 기다려주고 표현하도록 더 기다려 주는

것이 유아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에 실제로 도움 되는 것(Dewey, 1995)임을 실천적 지식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는 유아의 생각을 교사의 생각에 맞추려 하기보다 유아의 사

고가 발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Banner & Cannon,

2003). 관심, 발달 개인차가 무척 큰 유아들이라 다른 연령보다 더 기다려줘야 하는 나이의

유아들이며, 비록 생각하는 시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유아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어

려워하지 않았으며, 항상 교사가 기대하는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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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차이가 너무 커서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끌어 내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은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아이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 표현이 잘 안되니까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7세나 6세라면 질문

했을 때 즉각 대답하겠지만 만 3세 아이들은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더 많이 물어보고, 많이 기다려주어야 해요. (심층면담, 2010, 5. 25)

천적에 대해 동극하는 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제일 오래 걸렸지만 애들

이 제일 재미있어 했어요. 자기 몸에 테이프로 종이를 붙이는데도 너무 재

미있어했어요. 애들이 말할 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 같이 준비하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애들

이 더 좋아해요. (심층면담, 2010, 7. 29)

새로운 시도에 애들보다 제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이걸 재미있어 할까? 애들이 이

만큼을 해낼 수 있을지, 얘네 능력을 의심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잘해요. …중략… 교사가 준비하는 대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좋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애들은 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7. 29)

3) 교사의 경청으로 드러나는 아이디어 많은 아이들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과 언어 표현을 경청하며 유아들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교사가 능력

있는 존재라고 예상한 것 보다 더 큰 능력을 발견함에 따라 유아 존재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교사의 예상을 벗어난 다양한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

며,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만드는 수업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교사는 유아의 아

이디어로 표상 작업으로 결정된 것에 더욱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생각은 교사

의 아이디어보다 유아의 아이디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교사라

고 하여 어린 유아들보다 수직관계로서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님을 K 교사는 깨

닫게 된 듯하다. 그로 인해 K 교사는 그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유아와의 관계 속에서 때

로는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유아들도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

께 성장하는 ‘과정’에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Freire, 1997).

배우고 가르치고 아는 행위는 힘들고 무엇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또한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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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기도 하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똑같은 결과의 지식을 산출해내지 않고, 지식을 재창출

하는 다양한 표상이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행위로서 가르치기가 이루어졌다(Freire, 2003). 유

아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유아 옆에 있는 성인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아이디어 보고인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드러내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못함은

유아 옆에 있던 성인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유아들의 능력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인은 유아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들으려 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드러낸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한 눈과 경청의 귀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기발할 때가 많고, 재미

있을 때가 있고 애들이 참 무한한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8. 16)

혜은: 책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그려서 색칠해서 보여주는 거예

요. 내 생각 어때요?

현겸: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럼 나는 ‘입’ 그리고 싶어요!!

정연: 나는 그럼 더듬이,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빈: 동현이가 가져온 나비 책(OHP  필름지와 종이로 된 책)

처럼 만들어요!

새희: 유빈이 말처럼 책 만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수업기록일지, 2010, 5. 17)

수업을 예상하고, 준비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 네 끼리

이야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예상이 빗나갔지만 아이들이 이야기 한 것이 훨

씬 더 재미있어요. 책 만들기도 그랬고, 그림 그려서 색칠하는 것도 그랬고, 나비 먹이 체

험할 때에는 반 전체 게임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중략… 팀마다 공유 방법도 다르니

까 첫 번째 팀이 공유를 했을 때, 다른 두 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언제 저런

것을 하지?” 아이들이 보기에도 교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심층면담, 201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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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사과에서 나온 물을 컵에 담아요. 우리 집에 사과 주스

만드는 기계 있어요!!

준석:  귤을 짜서 보여줘요.

성재: 포도도 될 것 같아요. 깨물면 국물 나오잖아요.

경원: 수박에도 물이 많아요. 수박과즙!!

윤서: 과즙 나오면 먹어도 돼요? 

동욱: 나도 먹고 싶어. 딸기가 달콤한데.

성재: 그럼 큰 마트에 가서 사와서 게임해서 누가 빨리 먹나 게

임 하자요.                       (수업기록일지, 2010, 5. 7)

3.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의미

1) 지식 그림책에 대한 선입견 탈피하기

지식 그림책은 정보와 지식이 담긴 책을 의미한다(심향분, 현은자, 2009). 그림동화책에는

삽화가들이 동화내용에 관한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그림이 있다면, 지식 그림책은 사실적인

사진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주를 이룬다. 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책이 그림동화책이라

면 지식 그림책은 교사 자체도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친숙하게 다루지 않는 장르의

책이다. 그래서 교사는 지식 그림책을 유아에게 들려주는 기회가 거의 없어 유아에게도 지식

그림책은 친숙하지 않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이용하여 글도 모르는 유아와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에 관해 제안을 받은 연구 참여자는 시도도 하기 전

에 마음의 문을 닫아 놓았다. 그러나 교사의 선입견과 달리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

기’를 위해 지식 그림책을 유아에게 제시하자 교사가 전달하지 않아도 유아들은 지식 그림책

의 그림을 매개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사진에서 정보를 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연구 참여자인 K 교사는 교사가 제공한 지식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생각할 자료가 되었

으며, 지식 그림책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

었다(Freire, 2003).

제가 지식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것을 보

고 아이들이 뭔가를 알아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될까? 책을 보고 알아낼 수 있을까, 아

이들끼리 이야기할지 너무나 걱정이었어요. (심층면담,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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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지식 그림책의 글자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이야

기를 나눈다고 생각했어요. 단편적인 사진 한 장을 보고 과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을 깨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중략… 아이들은 글자를 해독한다는 부담

감 없이 그림책 보는 건데, 교사는 지식 그림책을 얘네가 글자를 보고 알아야 하나, 뭘 보

고 알아야 하는지 미리 걱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심층면담, 2010, 6. 25)

제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5살이라서, 5살이 뭐해? 애기 같아서 자꾸 어리게만 생각이

드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

나누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내가 생각한 건 교사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아이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치를 낮췄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7. 29)

지식책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알까 했는데, 책을 보여주니까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 하던데요? 보면서 날개, 배, 더듬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입

이 대롱처럼 생기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미리 쓸데없는 걱정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애들이 동화책보다 과학책에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지

식 그림책이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네가 본 책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더 늘어나

요. (심층면담, 2010, 7. 29)

아이들은 자기가 궁금한 건 이야기 하고, 알아가고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재미있게 이루

어지니까 그 모습이 그냥 기특해요. 걱정하고 '될까?' 했던 제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이었

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8. 16)

2) 아이들 간의 대화의 통로가 되는 지식 그림책

“Freire(1997, p.112)는 대화는 희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유아들

의 대화가 정답을 추구하지 않는 위협적이지 않는 분위기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유아가 지

식 그림책에서 사진에서 주는 정보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조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는 평가자이기보다는 협력자로 존재해야 한다

(Woolfolk, 2001). d;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전략으로 지식

그림책을 활용하는 경험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로 지식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게 되었다. 지식 그림책에 대한 첫 경험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며 유아들은. 능력 있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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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학습 주체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하며 지식 그림책에 담긴 유아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

해가는 즐거움을 경험하였기에 지식 그림책을 통해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놀이로 인

식한 듯하다. 그로 인해 유아들은 동료들과 지식 그림책을 보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로서

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었다(Freire, 1997).

준석: 나비가 꿀 먹고 있어!!

성재: 난 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목마른 가 봐요.

경원: 어, 나무도 먹는 것 같아요. 왜 나무를 먹지?

윤서: 나뭇잎 먹고 있어. 아기 애벌레가!!

동현: 나무에 있는 물을 먹나?

동욱: 나비는 달콤한 꿀을 좋아해요. 

(교사기록일지, 2010, 5. 7)

자기네들끼리 볼 때는 지식 그림책을 너무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저희 반에 뱀 책이 꽂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뱀이고, 나오면 어떻게 되고, 산에 가는

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 지식 책을 아이들이 전혀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보

지식 책을 보면서 이야기가 정말 더 많이 나와요. 동화책 보다 훨씬 이야기가 많이 나와

요. (심층면담, 2010, 7. 29)

아이들이 모여 정보 지식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 책을 보

면서 아이들이 저 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지

식 책도 애들한테 동화책만큼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0, 7. 29)

3) 사고가 담긴 앎 체득

유아들은 지식 그림책의 사진을 인지하는 순간 생각이 발동한다. 그 생각은 다시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지평을 드러내게 되며, 대화는 유아들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과정이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가 전달

하여 듣고 아는 것과 스스로 탐구하며 알아가는 것과의 앎의 차이를 가져다주었다. 사고 없

이 입력되는 기억은 이후 쉽게 잊게 되지만, 탐구하며 아는 것은 강력하여 생활 속에서 계속

하여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알게 된다.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

견나누기 활동의 목적은 교사가 유아에게 학습 목표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여 알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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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유아가 탐구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Young, 2003). 이해의 드러

냄은 정답을 추구하는 학습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다(Freire, 1997).

유아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동료 학습자와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

누며 체험하고 이해한 지식이므로 체화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통해 체험한 지식과 관련한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체화된 지식

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즉, 유아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은 또다시 구성한 지식을 더 넓은 지평에까지 자신 있게 확대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Freire, 2006). 이러한 현상은 처음보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며 이야기를 즐기게 되었다. 유아들은 학습과 관련하여 체화한 지식을 대화로 나타내며 자신

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Freire, 1997).

나비의 더듬이를 처음에는 뿔이라고 했거든요, 머리에 뿔이 났다고, 그런데 이것이 뿔이

아니고, 더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만약 정형화되었다면 뿔인데 더

듬이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마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아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심층면담, 2010, 5. 25)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말을 막 만들잖아요? 이렇게 말은 만드는 지금의 단계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필요한 단계인데, 아이들이 한글을 먼저 알았다면 사고하는 과정 없이, 그

냥 글만 무의미하게 읽어버리고 말겠죠. (심층면담, 2010, 5. 25)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하고나서, 나비를 보면 나비 먹이 했던 애들은 빨리

먹이를 가져다주러, 과즙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가져다주면 좋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꽃이

없어서 나비가 먹이를 못 먹는 줄 아는 거예요. (심층면담, 2010, 7. 29)

아이들은 나비 천적, 천적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요, 그게 어렵고 학습된 단어

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느끼게 된 거잖아요. 보고 알고, 해보고 하면서 '아, 나비를 위협

하는 존재구나, 나비가 무서워하는 존재구나'를 아니까. (심층면담, 2010, 7. 29)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서는 사마귀를 봐도, 과일 주스만 마셔도 이야기가 많아요. 나중에는

생각이 더 붙어서 처음보다 이야기가 더 많아져요. (심층면담,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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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들이 주도하여 다양해지는 수업

유아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은 교사 혼자 진행하던 수업보다 더 다양한 수업이 되었다. 교육

의 주체가 유아들이며, 교사는 이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다. 유아들이 수업을 주도해 나감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되자 교사는 유아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유아들은 자

신의 호기심을 탐구와 연결하여 배우고 가르치면서 호기심은 살아 움직이며, 가르치고-배우

는 토대 위에서 교차하였다(Freire, 2006).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의 근간은 유아들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능력을 기대하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만약, 교사가 유아들의 능력

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일구어낼 그 무언가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능력을 발

휘할 기회는 좁혀질 것이다. 즉,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은 많은 유아가 다양한 생각을 교류

하며 협의해 감에 따라 더 많은 아이디어가 양산되어 교육에 유아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

음을 교사가 깨달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교사의 권한을 유아

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유아들이 생각을 말할 권리가 존중되고, 교사가 경청하고 존중함으로

써 유아들은 망설임 없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즐겁게 주도해나갔다. 또한, 유아 자신들이

탐구한 결과는 경험을 통해 체화된 것이므로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을 자신 있게 즐기며

소개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아이들이 나비가 좋아하는 과즙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집에서 엄마가 쥬스 만드는 기계로 만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과즙이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 보자고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과즙을 만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비 입이 빨대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고 쥬스를 담은 접시가 마시기

에는 조금 불편한 그릇이어서 빨대로 꽂아서 먹자고 말을 한 거예요. … 중략 … 아이들

이 이야기 한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쥬스를 골라서 나비처럼 먹고 오는 것이 게임이었

어요. 아이들과 협의하며 진행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어요.

(심층면담, 2010, 6. 25)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교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신나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말하고 저는 옆에서 아이

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느라 아주 바빠요. …중략… 아이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제가 사진

찍은 것으로 나중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런

발표는 진짜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네끼리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심층면담,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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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

기’ 과정을 통해 만 3세 아이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

출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맥락은 유아가 탐구할 주제 정하기, 교사의

사전 준비로써 유아의 궁금증을 해결할 적합한 지식 그림책 선정하기, 책의 그림을 매개로 유

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그리고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 만 3세의 유아가 탐구의 존재

가 되어 탐구하고, 이해를 공유하는 방법에서부터 공유하기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이

르기까지 유아에 적합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다른 나이에 비해 더 많은 기다림을 통

해 함께 만들어갔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만난 만 3세 아이들의 존재는 탐구하고자하는 의

욕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나 능력 많은 아이들이었으며, 교사의 경청으로 드러나는 아이디어

가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유아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유

아의 궁금증이 담긴 지식 그림책이다. 그로 인해 지식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유아들 간의 의

견나누기는 학습자인 유아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주도성을 강화하였다(이철환 외, 2000).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심향분과 현은자(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심향분과 현은

자(2009)는 지식 그림책 활용이 만 5세 유아들이 놀이시간에 자생적인 모임으로 형성되었지

만, 본 연구는 공통의 궁금증을 가진 만 3세 유아들 간에 ‘함께’ 읽는 소집단이 형성되어 궁

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도구로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 그림책을 읽는 동기가

자생적이든, 프로젝트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든지, 지식 그림책을

접하는 유아들은 능동적 읽기 참여자(심향분, 현은자, 2009; Lancy, 1994)가 되었으며, 지식

그림책에 있는 시각적인 그림 속 정보를 적극적으로 읽으며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유아들

은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며 해석하고 이해하며, 현재의 경험을 이후의 경험과

연결하며 앎을 확장해 나갔다.

유아들은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하는 적절한 맥락 속에서 표상의 방법을 통

해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였다(이철환, 김종희, 정재흠, 진명희, 2000). 궁금증을 해결하

여 체득하게 된 지식을 극화활동, 게임, 과학책 만들기 등으로 표상하고, 배움의 과정을 동료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은 학습의 흥미와 탐구의 욕구를 지속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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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wey, 1995). “비고스키는 아동이 학습하기 위해서 행동과 언어가 함께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McGee & Richgels, 2000, p.27)”, 이러한 강렬한 첫 경험을 통해 유아

들은 이전의 경험을 이후의 경험과 연관 지으며 선 경험에 후 경험을 축적하며 지식을 구성

할 수 있었다(von Glasersfeld, 1999). 연구 참여자인 K 교사가 만 3세의 유아에게 유아 자신

의 궁금증을 탐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식 그림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 전략

을 선택한 것은 유아가 사고하는 주체가 되어 많은 생각을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유아들은 지식이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었다(Freire, 2003).

지식 그림책의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 간의 사고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보를 읽

고 즐기는 정보탐색의 즐거움과 동료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의 효과

를 가져왔다(정환금, 1995; 허미애, 2008). 이러한 과정은 사고의 공동체로서 궁금증이 같은

유아들 간의 모임인 프로젝트 소집단 팀 간에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즉, 유아들의 궁

금증이 담긴 지식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 간의 책을 매개체로 하여 대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들의 언어는 유아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

(Merleau-Ponty, 2005)가 되었다. 이는 언어를 매개로 유아들은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으

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에 참여하게 한 임희준과 노태희(2001), 이

철환 등(199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아들은 만 3세이지만 이철환 등

(2000)의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어린 유아들이 동료 간의 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의미를 더욱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유아 자신이 유아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아 스스로 찾아가는데 교사

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김수향(2008)과 허미애(2008)는 교사가 유아에게 질문하고 그 질

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교사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배움

에 대한 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 연구와 김수향(2008)과 허미애(2008)의 연구 간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지식 구성을 학습 주체가 되어 참

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아 스스로 궁금한 것을 결정하여 학습할 방향을 결정한 것, 학습

동료인 유아 간의 협력을 통해 유아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해결하여 구성한 지식을 공유

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존중되었기에 유아들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김정래, 2000).

두 번째, 만 3세 담임교사인 유아교사는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를 통해 만 3세

유아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그림책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식 그림책은 유

아들 간의 대화 통로로 작용하여 사고가 담긴 앎 체득의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었다.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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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하여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여 함께 협의하는 과정은 교사가 혼자 계획하는 수

업보다 더 다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사와 학습자인 유아 간에, 또는 유아와 유아 간

에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며 공동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겪

게 됨에 따라 학습자인 유아는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이루어졌다(Woolfolk, 2001).

지식 그림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는 Vygotsky의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

누기를 만 3세의 연령에 적합한 인지적 탐구의 과정으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교사

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수업 전략에 대해 시도해보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편견을 갖지 않은 학습자인 유아로 인해 지식 그림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의 의미를 찾아가며 새로운 학습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Dahlberg 등(1999)은 교사가 도전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질문, 토론

의 형식, 새로운 매체와 기법의 형식 도전하여야 하며, 경청, 바라보기, 듣기, 질문하기, 도전

하기와 같은 예술을 터득하여 학습자인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 복잡성, 모호함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학습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도전이어

야 하며(Freire, 2003), 교사 자신의 성찰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서혜성,

고민경, 2013). 이러한 교사의 도전은 교사양성교육에서 배운 교수방법에 국한한 교사로 살아

갈 것이 아니라 학습자인 유아와 함께 찾아나가는 가르치기의 예술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학

습자를 존중하며,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가르치기에 관한 실행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사라면 교사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Apple, 2002).

연구 참여자인 K 교사는 더 이상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며, 어린 유아

들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이철환 등, 2000). 새로운 교육방법

을 시도한 K 교사는 학습자이자,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되었다. 새로운 시도로 교사는 가르치

지만, 가르치면서 또한 배우게 되었고, 유아들 간에는 서로 교사가 되기도 하고, 학습자가 되

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존재로 전환하게 되었다(Freire, 2006).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티에서의 교육자는 연구자,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깊

이 이해하려고 하고, 기록 작업, 다이얼로그, 비판적 성찰, 그리고 해체를 통해 어린이가 어떻

게 학습하는지를 성찰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Dahlberg et al., 1999).

이 연구는 만 3세 교실에서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지식전달로 진행되는 이야기나누기를 학

습의 주체로서 학습자를 두고 지식을 구성하는 탐구의 전략으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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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여전히 유아교육에서 어린 연령의 유아가 소집단에서 능동적

으로 대화를 하며 지식을 구성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연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

나 만 3세 교실에서 교사의 교수방법 변화 시도로 교사는 시도 이전에 만나지 못한 만 3세

유아의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 K 교사는 컨설팅 장학을 통해 컨설턴트의 새로운 교수방법 안

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멘토의 역할로 연구 참여

자인 K 교사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Wahl, 2007;

Wu & Tyan, 2007). 이러한 바탕에는 교사가 연구자가 되어 멘토의 조력을 받으며 연구 참여

자 자신인 수업을 개선하였다(Zhending, 2007).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 거의 매일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육 접근으로서 이야기나

누기 활동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나누기’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전략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실천적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자와 현장 교사가 연결하여 기존

의 이야기나누기를 해체하는 과정에 대한 실행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항상 교사가 ‘되어가는(becoming)'과정에 있는 것으로 정지해

있고 도달해 있음이 아닌 성장한다는 의미로써‘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을 자각해야 한

다. 교사는 유아들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이며 진정한 교호작용을 통해 함께 변화하

면서 공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다(유혜령, 2004). 이것은 유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

는 것, 유아의 관심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이 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잘 가르친다’는 의미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인 유아기의

어린이임이 틀림이 없다. 이야기 나누기 외의 다른 활동에서도 유아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현장 실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만 3세 교실에서 ‘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 활동이 유아들 간에 능동

적이고 자발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교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유아 주도적인 탐구 학

습에 적절한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문헌

김미숙, 최미숙(2005). 그림책을 활용한 과학통합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과정기술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20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만 3세 교실에서‘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  서혜정 ․ 윤경옥

- 365 -

김수향(2008). 교사-유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질문방법 및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아동교육, 17(1), 81-94.

김유정, 이지현(2004). 생활문제 중심의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가 유아의 수연산 발달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4(1), 165-185.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이익.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9-21.

김현희, 박상희(2003). 유아문학교육(8쇄). 서울: 학지사.

김혜선, 조복희(2002). 이야기 나누기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에서의 교사와 또래의 scaffolding 분석.

유아교육연구, 22(3), 125-151.

서혜성, 고민경(2013).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분석: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159-184.

서혜정, 윤경옥(2013). 컨설팅 장학에서 컨설턴트의 역할과 유치원 교사의 경험에 대한 의미. 유아교

육학논집, 17(5), 137-164.

송순옥, 최미숙(2013).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43-78.

심향분(2011). 정보그림책 읽기에서 교사의 역할. 한국유아교육학회(정기학술발표 논문집), 11(1),

143.

심향분, 성소영(2011). 그림책 읽기 맥락에서 또래 상호작용의 탐색: 소집단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

육연구, 31(1), 325-350.

심향분, 현은자(2009). 유아들의 정보그림책 읽기과정 탐구. 유아교육연구, 29(5), 225-244.

유수경(200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이야기 나누기시간’의 의미. 아동학회지, 28(3), 267-285.

유혜령(2004).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대화와 이해. 2004-4 KCCT 월례강좌.

이지현(1995). 또래간 상호작용의 내용 및 효율성에 대한 질적믄석. 유아교육연구, 15(2), 105-133.

이철환, 김종희, 정재흠, 하동훈(2000). 초등학교 사회과 협동 학습을 위한 인터넷 통신 활용방안. 정

보교육학회논문지, 5(1), 344-359.

임부연 유정미, 류미향(2010). ‘내러티브’중심 이야기나누기시간에서 유아들의 지식형성에 대한 의미

탐구. 유아교육연구, 30(4), 123-143.

임춘금(2007).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언어능력 및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6(4), 223-233.

임희준, 노태희(2001). 이질적으로 구성된 소집단 협동학습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한국과학교육학

회지, 21(4), 668-676.

임향교, 서은경(2006). 명품꼬마자연관찰: 꽃을 사랑하는 나비와 나방. 서울: 한국차일드아카데미.

정남미(2011). 그림책 중심 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놀이성과 놀이행동,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6호

- 366 -

교육학논집, 15(2), 267-289.

정환금(1995). 미래를 향한 열린 교육의 이상에 대한 토론(Ⅰ). 열린교육연구, 3(2), 21-24.

조정숙, 유향선, 김은심(2007).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파란마음.

최형주, 김영주(2008). 그림책을 활용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

육지원학회지, 4(2), 156-179.

허미애(2007). 우리나라 유치원에서의 이야기나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1(3),

181-205.

(2008). 유아교사의 사고성향수준과 질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2),

233-257.

Apple, M. W. (2002). Official knowledge :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학교지식

의 정치학(2쇄)(박부권, 심연미, 김수연 옮김). 서울 : 우리교육.

Banner, J. M., & Cannon, H. C. (2003). The elements of teaching,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

다(이창신 옮김). 서울 : 풀빛.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 설정(scaffolding)-비고스키와 유아교육(홍용희 옮김).

서울 : 창지사(원판 1995).

Cazden, C. B. (2001). Classroom discourse: The language of teaching and learning(2nd ed.).

Portsmouth, NH : Heinemann.

Dahlberg, G., Moss, P., & Pence, A. (1999).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Falmer.

Dewey, D. (1995). Experience and education, 경험과 교육(강윤중 옮김). 서울 : 배영사.

Freire, P. (1997). Pedagogy of the oppressed, 페다고지: 억눌린자를 위한 교육(3쇄)(성찬성 옮김).

서울 : 한마당.

Freire, P. (2003). Teachers as cultural workers, 프레이리의 교사론(10쇄)(교육문화연구회 옮김).

서울 : 아침이슬.

Freire, P. (2006). Pedagogy of hope, 희망의 교육학(3쇄)(교육문화연구회 옮김). 서울: 아침이슬.

Fu, V., Stremmenl, A. J., & Hill, L. T. (2001). Teaching and learning. Merrill Prentice Hall.

Lancy, D. F. (1994). Children's emergent literacy: from research to practice. USA : Greenwood.

McGee, L. M., & Richgels, D. J. (2000). Literacy's beginings, 영유아의 문해 발달 및 교육(김명

순, 신유림 옮김). 서울 : 학지사.

Merleau-Ponty, M. (2005). Le langage indirect et lex voix du silence,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

소리(김화자 옮김). 서울 : 책세상.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만 3세 교실에서‘책을 통한 유아들 간의 의견나누기’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  서혜정 ․ 윤경옥

- 367 -

Tschapka, J. (2007). Taken serious-How to involve teachers and students into AR process. 청주

대학교 국제학술대회, 65-72.

von Glasersfeld, E. (1999). Re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교육과 구성

주의(김판수, 박수자, 심성보, 유병길, 이형철, 임채성, 허승희 옮김). 서울 : 원미사(원판 1995).

Woolfolk, A. E. (2001).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학(김아영, 백화정 설인자, 양혜영, 이선

자, 정명숙 옮김). 서울 : 학문사(원판 1980).

Wahl, S. (2007). Understanding the graduate diploma process. 청주대학교 국제학술대회, 27-38.

Wu, L. J., & Tyan, N. C. (2007). Action research-The bridge of transition. 청주대학교 국제학술

대회, 2-14.

Young, R. E. (2003). A critical theory of education : Habermas and our children's future, 하버마

스, 비판이론, 교육(이정화, 이지헌 옮김). 서울 : 교육과학사.

Zhending, H. (2007). Two norms in action research in teacher education. 청주대학교 국제학술대

회, 59-6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6호

- 368 -

논 문 투 고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2013. 12. 08.

최종게재결정 2013. 12. 2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over how three-year-old children to search for existence and its

meaning, while they participate a programme, 'discourse among children through books'

as a way of resolving curiositie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2, September 10,

2010 and the collected data included teacher's class records, pictures, discussion notes and

interview materials. The results showed that 'discourse among children through books'

follows steps in a process. The steps include: Deciding a topic that children should search

for, choosing an appropriate book to resolve children's curiosities, spending some time for

discoursing among children by using pictures in the book, and sharing what they had

understood. Through this process, a pre-school teacher met with children who were full

of abilities, ideas and motivation to explore with a little assistance. The pre-school

teacher was able to overcome preconceived ideas that informational books could be

difficult for children, and experienced various lessons, while the children led their own

learning. It represents that the activity, 'discourse among children through books' can be

a children centered inquiry learning teaching strategy, because the informational books

ensure that the children gain knowledge and are actively in cogitation.

▶Key Words : informational book, discourse, 3-year-old, classroom, mea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