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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체험활동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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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Need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Young-Sik Kang1*

1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숲 체험활동에 한 유아 교사들의 인식  요구도를 연구하 다. 연구 상은 역시에 소재한 유치

원과 어린이집 교사170명을 상으로 하 으며,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조사 상자의 일반  

황은 빈도분석을, 숲 체험 활동에 한 인식과 요구도는 빈도분석  분산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교사들
의 숲 체험활동에 한 교육  효과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숲 체험 활동에 한 인식  요구에서 숲 체험교육

의 요성에 한 교육 로그램의 극 인 추천과 권장할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체험 교육의 요성과 
유아교사들의 인식이 유아의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과 공존의 요성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는 데 숲 체험 교육이 그만큼 요하고 유용함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for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170 early childhood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in Daejeon city. The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Th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general state of those
surveyed. The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perceptions and needs for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The findings showe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for the educational 
effects of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Especially, they perceiv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of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need to be highly recommended to early children as forest experience education is important for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Consequently, forest experience education is just as important and useful for early children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existence with human and nature, and develop a sense of community by interacting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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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숲 체험 활동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숲의 생태  환

경을 탐구하는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환경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장

소이다[1]. 

특히, 발달기 유아들은 주변 환경에 한 사물을 바르
게 인식하고, 환경을 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

하여 이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유아들의 
올바른 자연환경에 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해서는 

환경교육을 자연 친화 인 교육으로 도심내 이론교육보

다 자연과 함께하는 탐구·체험을 통해 익히는 숲 체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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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권유하고 있다[2]. 이러한 자연 친화  교육은 유아

기부터 환경보 을 실천하는 것을 습 화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
유아들을 상으로 한 일상  환경 방과 실천을 생

활화하기 한 숲 체험 교육은 자연 친화 인 장소에서 

반복 인 교육이 제공될 때 효과가 극 화되기 때문에 

탐구 심의 환경 교육은 그만큼 유아교육에서 요성을 

갖는다[3,41]. 왜냐하면 유아기에 형성된 환경오염에 
한 방이나 자연 친화 인 이해와 태도는 자연환경에 

한 반복 인 과 이용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

다[4]. 이러한 이유로 련 학자들[5-6]도 환경오염 방

에 한 정 인 태도 형성을 해 취학 이나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가치  태도 육성을 한 자연 탐구와 체

험 심의 교육을 시킬 것을 강조한다[3-5,42-44]. 
숲은 유아들이 자주 하는 교육장소로서 유아 교육

기 에서 자주 활용하는 요한 경험의 장이기도 하다. 
이는 련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숲 체험을 활용한 환경교육 로그램은 자연환경에 한 

유아의 반 인 인식, 태도  행동에도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4, 7-8], 숲을 활용한 환경교
육은 유아들의 자연스럽고도 효과 으로 유아들에게 환

경에 한 지식과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숲 체험 교육의 장
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안 과 보호라는 에서 유

아들을 원내에서만 가르치려는 기존의 ‘공장식 유아교
육’ 내지 ‘가두기식 유아교육’이 늘고 있다. 

한, 그동안 수행되어 온 환경 련 선행연구에서도 
동화나 문학, 미술을 활용한 환경교육 연구[3-4, 7, 9-11]
와 텃밭 가꾸기[12-15], 자연물탐색[8, 16], 환경친화  

행동[17-18], 자연체험 활동을 통한 미술표 력 효과 연

구[19-20] 등의 교육효과에 치 한 연구에 머물러왔다. 
즉, 선행연구들 부분이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목하여 여러 분야에 미치는 효과에 해 검증

하고 있으나 유아 환경교육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숲 환경에 한 자연체험교육을 통한 방태도  지식

과 련한 유아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수 이 무엇인지 

이와 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유아 교육
장에서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유아교

사들이 유아들의 교육에서 심  역할을 담당하고 유아

의 가치   행동에 직·간 으로 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 탐구 체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과 유아들에게 보완돼야 할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체

험 장소의 숲 체험 지역  특성이나 상황들을 잘 알고 

이에 맞는 유아들의 특성과 수 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

로 지도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교사가 느끼
는 교사의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 으로써 숲 체험 로

그램에 한 문제 과 보완 과제를 찾아 개선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숲 
체험 활동에 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요구도를 악

하여 교육  시사 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을 갖

는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00명을 상으로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각 50명) 
으로 선정하 으며, 설문조사 후 불성실 응답자와 결측
치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는 유효한 설문지 170매를 
분석에 활용하 다.

2.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숲 체험활동에 한 

유아교사의 인식  요구도를 알아보기 해 이애심

[21], 민 순[22], 정 님[23], 최귀 [24]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기 로 장희정[25]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가
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 다.

체 으로 유아 교사의 숲 체험활동에 한 일반  

인식 9문항과 교육  효과 10문항 활동 요구도 4문항  
인구 통계  요인 5 문항 등 총 28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척도는 Likert 5  Scale로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정 임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

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
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황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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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Question 
Content Number Question 

Number
Question 

Type

General Background 1-5 5
Selective 
Nominal 

Scale

Perception on 
Forest 

and 
Human

Perception 
on Forest 1-3

9 5-point Likert Scale 
Value of 

Forest 4-6

Individual 
Perception 
on Forest

7-9

Perception on 
Forest 

Kindergarten 
Effect

General 
Perception 1-4

10 5-point Likert Scale
Educational 
Perception 5-10

Need 
on 

Forest 
Kindergarten

Activity 
Period 1

4 5-point Likert ScaleActivity 
Program 1

Operation Method 2

Total Question Number 28

Table 1. Questionnaire Construction

을 실시하 다. 한, 숲 체험 활동에 한 인식, 숲 체험 
활동에 한 요구도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현황

다음 Table 2는 170명의 조사 상자들을 상 로 실시

한 일반  황에 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담임반 연령에 해 ‘만 1세’가 21명(12.4%), 

‘만 2세’가 30명(17.6%), ‘만 3세’가 38명(22.4%), ‘만 4
세’가 28명(16.5%), ‘만 5세’가 33명(19.4%), 기타(원장 
등)이 20명(11.8%)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연령은 20  62명(36.5%), 30  66명(38.8%), 

40  34명(20.0%), 50  8명(4.7%)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19명(11.2%), ‘석사’가 110명

(64.7%), ‘박사’가 41명(24.1%)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58명(34.1%), 

‘법인/직장어린이집’ 41명(24.1%), ‘사립유치원’ 37명
(21.8%), ‘유치원 공설(단설)’ 11명(6.5%)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타(유아기 )은 23명(13.5%)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33명(19.4%), ‘여아’가 
17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없음이 120명
(70.6%)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유아교사들의 연령 가 20~30 가 체 

75%를 차지하고 있어 유아교사들의 연령이 20~30 가 

주류를 이루나 40 도 20%나 되고 특히 50 도 4.7%되 
문직으로서의 유아교사들의 연령 가 높아져 가고 있

음은 그만큼 사회  합의와 유아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한 

경력교사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6%가 자녀가 없는 은 교사들이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최종학력에 있어 유아교사들의 학력이 석 박사  

교사가 체 89%를 차지하여 고학력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냈다. 이는 부모들의 유아에 한 높은 심도에 
따른 이에 부합한 문성을 요구받는 실과 유아교육계

에서의 기 에 따른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학력 한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숲 체험 활동에 대한 인식

다음 Table 3은 숲 체험 활동에 한 일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숲 체험 활동은 꼭 숲에서만 
하는 것 이외 자연과 더불어 체험하는 것이다.’(M=4.62)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은 유아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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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Class 
Age 

1 21 12.4
2 30 17.6
3 38 22.4
4 28 16.5
5 33 19.4

Other
(Director etc.) 20 11.8

Teacher's 
Age

20s 62 36.5
30s 66 38.8
40s 34 20.0
50s 8 4.7

Teacher's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19 11.2
Master 110 64.7
Doctor 41 24.1

Kindergarten/
Childcare 

Center

Public 
Kindergarten
(Independent)

11 6.5

Private 
Kindergarten 37 21.8

Incorporated/
Employer-
supported 
Childcare 

Center

41 24.1

Private 
Childcare 

Center
58 34.1

Other
(Children 
Institute)

23 13.5

Gender of 
Children

Male 33 19.4
Female 17 10.0

No 120 70.6
Total 170 100.0

Table 2. General Status

요하다고 생각한다’(M=4.56), ‘숲 체험 활동은 물, 바람, 
모래, 흙, 햇볕과의 을 통해 직 인 체험활동을 하

는 것이다.’(M=4.54), ‘숲 체험 활동은 실외에서 자연과 
더불어 활동할 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M=4.54), 
‘숲 체험 활동은 실제 숲이나 들, 야외에서 숲과 련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다.’(M=4.41), ‘숲 체험 활동은 ·
유아 발달기에 요하다고 생각한다.’(M=4.35), ‘숲 체
험 활동은 상품화된 놀잇감 활동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한

다.’(M=4.33), ‘숲 체험 활동은 숲에서 하는 것이
다.’(M=3.72), ‘숲 체험 활동은 실내에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M=2.89) 순으로 나타났다.

한, 숲 체험 활동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아의 신체·건강’이 91명(53.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유아의 감성’이 45명(26.5%), ‘유아의 자립심’ 19
명(11.2%), ‘유아의 리더십’ 6명(3.5%) 순으로 나타났으

Classification

General 
Percep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mean doing 
experience activities related to 
forest in the woods and fields. 

4.41 .839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mean doing direct 
experience activities through contact with water, 

wind, 
sand, soil and sunlight. 

4.54 .770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mean doing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woods.
3.72 1.050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mean doing 
experience activities with 

nature, not only in the woods. 
4.62 .688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needs for young children. 4.56 .713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more useful than 
the play with 

commercialized toys.
4.33 .768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more useful indoors than outdoors. 2.89 1.223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more useful for outdoor activities 
with nature than indoor activities. 

4.54 .697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important during young children's 

period of development. 
4.35 .699

Table 3. General Perception(1)

며, 기타는 9명(5.3%)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체험 활동이 꼭 숲에서만 해야 한다는 기존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폭넓게 자연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모두 숲 체험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 

이는 도시 속에서의 교육이 부분인 실에서 멀리 떨

어진 깊은 숲이 아니어도 주변 야외 활동과 연계해 쉽게 

언제나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유아들을 인솔하고 직  숲 활동에 직  체험교육

을 담당하면서 유아교사들이 느끼는 인식으로서의 숲 체

험 활동 교육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하는 유아들의 신

체건강과 감성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직  가르치며 

유아들의 반응과 체험과정에서 몸소 느끼는 생각을 나타

낸 것으로 볼 때 자연환경에 한 바른 인식과 정 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자연 친화

인 숲 체험활동교육이 극 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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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The reason why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is 
important

 sensibility 45 26.5
leadership 6 3.5
sense of 

independence 19 11.2

health of body 91 53.5
Other

(Director etc.) 9 5.3

Table 4. General Perception(2)

다음 Table 5는 숲 체험 활동에 한 반  효과 인

식  교육  효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
 반  효과 인식에 해 ‘숲 체험 활동은 자연과 인
간 서로에게 향을 주고받을 것이다.’(M=4.5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은 인간의 생명존 에 향

을 미칠 것이다.’(M=4.50), ‘숲 체험 활동은 환경과 서로 
향을 미칠 것이다.’(M=4.49), ‘숲 체험 활동은 자연 생
태계 보   환경보존의 실천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

다.’(M=4.4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효과 인식에 해 ‘숲 체험 활동은 유아의 

건강발달 향상과 체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

다.’(M=4.6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은 유
아의 술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M=4.61), ‘숲 
체험 활동은 유아의 집 력과 감성발달에 도움이 될 것

이다.’(M=4.54), ‘숲 체험 활동은 유아들의 인지능력
과 사고확장에 발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M=4.37), 
‘숲 체험 활동은 유아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발달에 도
움이 될 것이다.’(M=4.35), ‘숲 체험 활동은 유아의 사회
성 발달과 언어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M=4.25)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숲 체험 활동에 한 교육  효과가 크고 

모두가 유익한 결과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 하는 실천  수

업이 효과 인 수업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26-30], 핵심 가치인 환경보존, 생명존 , 자
연과 교감, 실천태도를 체험 속에서 느끼는 복합 교육의 
장 을 유아교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유아들의 숲 체험활동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

운 계를 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고 정신

과 육체를 튼튼히 하여 유아를 인 이고 개성 으로 

교육하는 데 매우 좋은 근방법임을 인식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는 숲 체험활동이 놀이를 심으로 활동

하면서 모든 활동 역을 통합 으로 구성하여 유아들의 

인 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lassification

Perception 
on General 
Effect and 
Educational 

Effect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n 
General Effect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ave an influence on nature 

and human. 
4.52 .723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ave an influence on human 

life respect. 
4.50 .763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ave an influence on 

environment. 
4.49 .756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ave an influence on a 

practical attitude toward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4.49 .763

Perception on 
Educational 

Effect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health and physical 

fitness. 

4.68 .572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the expansion of young 

children's cognitive ability and 
thinking, and expression 

learning. 

4.37 .642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4.35 .673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ity and 
language ability. 

4.25 .785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ntration and 
sensibility. 

4.54 .654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will 
help young children's artistic 

expression. 
4.61 .655

Table 5. Perception on General Effect and Educational 
Effect

특히 숲 체험활동에 한 교육 효과에 한 유아교사

들의 인식에 있어 자연과 인간 상호 간 교감을 통해 생

명존 과 자연 생태계 보존  환경보존을 한 실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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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태도를 기르는 데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내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의 
숲 체험활동을 통해 집 력과 자연 찰 속에서 감성발달

과 술  실   찰에 따른 인지능력과 사고확장에 

실질도움과 동시 사회성 발달로 이어짐을 입증해  것으

로 볼 수 있다. 

3.3 숲 체험 활동에 대한 요구도

다음 Table 6.은 숲 체험 활동에 한 요구도를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우리 기 에서 숲 체험 활동을 

한다면 극 권장할 것이다.’(M=4.28)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숲 체험 활동은 가까운 숲에서 정기 으로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M=4.25), ‘숲 체험 활동은 
계획된 연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M=4.12), ‘유아교사로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
에서 유아들을 해 숲 체험 활동을 하길 원한

다.’(M=4.09) 순으로 나타났다.
한 숲 체험 활동은 하루 어느정도 하는 것이 유익하

다고 생각하는 지에 해 ‘매일 1시간’ 26명(15.3%), ‘매
일 1시간 이상’ 38명(22.4%), ‘매주 하루 1시간’ 18명
(10.6%), ‘매주 하루 1시간 이상’ 9명(5.3%), ‘매주 1시
간이상 1-2회 정도’ 79명(46.5%)으로 체로 매주 1시
간 이상 1-2회 정도 숲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하는 장소는 
어느 곳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해 ‘주변에 자연
과 한 곳’이 88명(5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숲’이 70명(41.2%), ‘주변에 자연과 한 곳’ 7명
(4.1%), ‘지역사회에서 지정한 곳’ 3명(1.8%), ‘기타’ 2
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숲 체험 활동은 담임교사 외 더 필요한 인원이 보충된

다면 가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숲 
해설가’가 104명(6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유
아 보조교사’ 42명(24.7%), ‘학부모 사 도우미’ 16명
(9.4%), ‘지역사회 사단’ 4명(2.4%), ‘기타’ 4명(2.4%) 
순으로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을 리·감독해야 한다면 
어느 기 이 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산림청’이 
107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 지방자치 
시·군·구 계 기 ’ 28명(16.5%), ‘교육과학기술부’ 24
명(14.1%), ‘보건복지부’ 6명(3.5%), ‘기타’ 5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 에서 숲 체험 활동을 한다면 몇 세부터 숲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만 1세’ 61
명(35.9%), ‘만 2세’ 87명(51.2%), ‘만 3세’ 5명(2.9%), 
‘만 4세’ 13명(7.6%), ‘만 5세’ 4명(2.4%)으로 나타나 
체로 만 2세부터 숲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숲 체험 활동을 비할 때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비는 ‘숲 체험에 한 태도’
가 87명(5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숲 체험에 
한 인식’ 61명(35.9%), ‘ 문  지식’ 13명(7.6%), ‘상
식’ 5명(2.9%), ‘기타’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eed

Mean Standard 
Deviation

It is important to do regular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woods near here. 
4.25 .876

The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need 
the planned annual programs. 4.12 .720

My institute will actively 
recommend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4.28 .832

I want to do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in my institute 
as an early childhood teacher.

4.09 .830

Table 6. Needs

숲 체험 요구도에 있어 주변에 극 권장과 가까운 숲

에서의 정기  실시 요구  연간 로그램을 가지고 1
일 1시간 내외로 아 때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체험 유아교육의 인식에 한 
선행 연구에서 밝힌 권성 (2005)[31]의 학부모와 교사
의 인식  요구도의 차이연구에서 생태 유아교육의 효

과와 김성옥(2000)[32]의 교수, 원장  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에서 교수, 원장,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연체험 
유아교육에 한 인식이 반 으로 실천  의지를 갖추

고 극 도입을 권장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는 에

서 자연체험 로그램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 순(2005)[33]이 밝힌 원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도에서 “생태 유아 교육은 
자연과 인간에 한 우리의 가치 을 재정립하여 생태계 

기극복에 필요한 로그램”이라고 피력하 듯이 체계

화된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요구되고 한 박귀자

(2008)[34]가 밝힌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한 연구에
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탐구교육으로 해법으로 숲 체

험 로그램의 교육  효과가 정 인 것으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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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한 에서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체 으로 분석결과 교사들의 숲 체험활동에 한 

효과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숲 체험 활동에 

한 요구에서 숲 체험교육의 유용성에 따른 교육 로그

램에의 극 인 반 지지와 권장할 것을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에 한 일반  인식  교육  효과에 

한 인식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 친화교육’이 
정 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임갑빈·윤난호[35]의 연구 
결과와 해외의 숲 유치원 교육 효과[25]와 부모들의 자
연친화 유아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  효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최귀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해 본 연구결
과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주었다.
둘째, 숲 체험교육의 필요성  정기  수행과 연간 

로그램화된 교육수행의 필요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숲 
체험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교육  효과가 타 활동 비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오복희[36], 이 녀[37], 김덕건·김
효진[38]의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
셋째, 숲 체험 교육이 유아들에게 가장 합한 교육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자연친화 교육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김태희[3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 숲 체험 교육의 운 시간이 일 일 1시간 이상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내 최귀 [24]의 하루일과  자연친화 
교육활동의 비율이 50% 이상이 당하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어린이집의 재량에 맞는 숲 체험 
교육의 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 으로 숲 체험 교육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계

에 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창의력에 합한 것을 볼 

때 이는 자연체험활동에서의 숲에 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체로서 자연환경과 함께 한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공존 계를 일깨워

주는 가치 있는 교육임을 뒷받침해 다. 따라서 숲 체험 
교육을 한 유아교사로서의 숲 체험 교육 지도에 한 

자격이나 생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환

[40]의 연구에서 지 했듯이 아기부터 자연 친화  보

육 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던 을 고려

할 때 아를 한 숲 체험교육이 따로 개발되는 것이 

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더욱 다양

한 숲 체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의 교육  자연 생태계와 할 기

회가 부족한 실에서 숲 체험 교육은 자연과의 친 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일반  

원리를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형성된 자연에 한 인식과 태도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배한다. 바람직한 자연행동의 변
화를 인식하기 해서는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그와 

련된 신념과 태도 형성을 바르게 하기 한 유아교사

들의 역할이 시된다. 그러므로 자연을 체험하는 체험
교육 방법의 하나로 숲 체험활동에서의 탐구체험 심의 

수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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