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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김민희*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i-Curriculum 

  Kim, Min Hee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실시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구의 연도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누리과정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 검색사이트에서 “누리과정” 으로 검색된 연구물 중 5세 누리

과정이 실시된 2012년 이후부터 2015년 3월까지 발표된 논문 102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누리과정 관련 연

구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3～4세로 확대되어 실시된 2013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둘째, 연

구대상에 있어서는 누리과정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관련 안내서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전체의 66.7%로 나타나, 연구가 일부 영역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중 내용분석 방법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

된 방법은 질문지법, 문헌연구였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실험이나 관찰 연구 및 

질적 방법을 통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었다. 넷째, 연구내용은 “누리과정 구성방향 관련 

연구”의 내용이 전체의 68.8%였고, 그 중 자연탐구 영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누리과정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므로 

보완되어 연구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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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만5세 공통과정’의 시

행 발표로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고, 2013년에는 3~5세 누리과정이 개발

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이원화 

체제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로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누리과정’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교육과정에 대해 통합교육

과정, 전인발달, 생활주제 등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야하는지 혼란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권미경, 2014; 지성애, 홍혜경, 정정희, 이민정, 고영미, 김낙흥, 2014). 아직은 그 도입 

초기로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발달 시기에 있는 3~5세 유아들을 생각

한다면 하루빨리 현장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원장 및 부모들이 누리과정을 이해

하고, 그 뜻한 바대로 유아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누리과정의 바람직한 현장 적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누리’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보육과 교육을 통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교육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이 그 어느 시기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보고들(Barnett, 2007; OECD, 2006)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흐름 등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이는 누리과정을 통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무상교육 

실시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책에도 효과가 미칠 것을 기대한

다. 이렇게 많은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누리과정 대상의 발달적 특성과 운영체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누리과정 실행 주체인 교사가 누리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쉬우며, 누리과정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 원감 등 운영자들도 어

려움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각 기관의 실

정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누리과정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다소 급격히 이루어졌으므로 현재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반영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연구의 동향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학술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향후 누리과정을 수정,

보완하고, 나아가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목적은 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또한 3~5세 연령별 누

리과정의 영역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은 연령별로 다섯 가지 영역을 기초로 전인발달을 이

루도록 한다. 또한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인성, 자율성, 인간과 자연존중 및 우리나라에 대한 이

해를 강조한다. 2013년에 개정된 3~5세 누리과정에서는 기본 구성방향에 더하여 녹색성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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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미디어중독 예방교육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초등학교 뿐 아니라 0~2세 표준보육과정

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화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표 1>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①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②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③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④ 만 3~5세 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가에서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누리과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다양한 안내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개발, 발간하여 

이용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세 누리과정 해설서’1권, ‘5세 누리과정 지

침서’1권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에는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

서’11권, ‘유치원 혼합학급 운영매뉴얼’을,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서는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4권, ‘5세 누리과정 연령 연계 프로그램’1권이 개발, 보급되었다. 

이후 3~5세를 위한 누리과정으로 개편되면서‘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1권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1권을 비롯하여 유치원교사를 위한‘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0

권,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1권, ‘5세 누리과정 수정보완서’1권, ‘혼합(복식)연령 

학급 지도서’1권이 보급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

집 프로그램’ 1권,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6권,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

로그램’ 1권과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7권을 개발하여 현장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삼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누리과정의 

현주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루어진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인식에 관련된 

연구들(이윤선, 이영신, 김보연, 2013; 전혜미, 서영숙, 2012)과 누리과정 현장 운영 및 이용실태, 

실행 수준에 관련된 연구들(조숙영, 이용주, 2014; 지성애 외, 2014)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누리

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 영역이 함께 분석되었는데,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교

육내용이 과학활동(김민정, 2013; 남기원, 이은형, 2013), 수학활동(강민정, 한선아, 차영숙, 2013), 

미술활동(정은숙, 2013), 음악활동(안경숙, 2012), 언어활동(이지현, 전홍주, 박은혜, 2012), 사회활

동(최정혜, 2013) 뿐 아니라 창의성 관련(송규운, 2013), 인성 관련(박선미, 2013), 전통문화(박찬

옥, 김진희, 이경진, 2013), 초등학교 연계(이지현, 전홍주, 박은혜, 2012), 융합교육(최지원, 서소

정, 2014)을 어떻게 설명하고 적용하는가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밖에 지침서의 활용(안부금, 

박수미, 2014)이나 앞으로의 발전방안(지성애 외, 2014)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향후 누리과정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들에 의하면(안부금, 박수미, 2013; 지성애 외, 2014) 현장에서는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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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그 적용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현장 교사

들은 누리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스스로 상당히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누

리과정 관련 재교육이나 연수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영역별로는 자연탐구영역을 가장 어려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2014; 권미경, 2014). 그리고 내실 있는 교사 및 원장 교육 강화, 누

리과정의 유아 평가지침 반영이나 지침서의 활동 부족, 영아 및 유초 연계 구축 필요, 실내·외 

환경 및 시설 설비의 보완, 누리과정 연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박선

미, 홍창남, 2012; 손수연, 이기숙, 2013; 지성애 외, 2014).

직접적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 활용과 관련해서는 

소주제별 활동 수가 부족하며, 활동이 생활주제 중심으로 전개되어 누리과정의 내용 반영이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지성애 외, 2014). 또한 자유선택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나 혼합연령 학급

을 위한 활동이 적고, 좋은 수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

다(배은영, 2014; 안부금, 박수미, 2014).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장의 교사들은 가르쳐야할 것이 

생활주제인지, 누리과정 내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오히려 교육과정의 효율적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용 지도서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실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김윤희, 황해익, 2014; 박민정, 성일관, 2011)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장이나 원감 등 관리자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교사

들이 누리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기초한 생활주제를 자유선택활동과 대․소

집단활동을 통한 놀이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누리과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유·보 통합이라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같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장에서는 아직

까지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 2013). 따라서 공정한 출발선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여 어떤 

기관이라도 유아의 행복한 삶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다.        

  누리과정은 아직 실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3~5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전면

적 실시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사실상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교육제도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 2013), 지금

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해보고 보다 심도 높은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

는 것은 현장에서 누리과정의 올바른 적용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결과

는 더 나아가 전 연령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의 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의 경향은 어떠한가?

넷째,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의 경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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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특수 교사, 초등학교 교사

원장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 보육 현장 전문가

유아 유치원 3~5세 유아, 어린이집 3~5세 유아

유아-교사 유치원 3~5세 유아, 어린이집 3~5세 유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부모 유치원 3~5세 유아의 부모, 어린이집 3~5세 유아의 부모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된 2012년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술지에 게제된 논문 102편

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지 논문은 현재 연구 동향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뿐 아니라, 

발표되는 많은 학위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들은 학술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발표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의 논문 검색 사이트(KIS

S와 DBPIA)에서 검색어 “누리과정”을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제목에서 “누리과정”

으로 나타난 논문 112편 중 연구주제가 누리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논문이나, 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 논문 등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10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2. 분석 기준 및 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술지 게제논문 102편의 논문은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김춘희, 남기원, 우영

숙, 최순덕, 2011; 국지윤, 양시내, 김영옥, 2014)에서 분석한 틀에 기초하여 연도별 연구 경향, 연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내용으로 나누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연구 경향

  연도별 연구 경향은 누리과정이 실시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루어진 논문들을 연도

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대상의 경향

  연구대상의 분류는 연구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의 참여 대상을 유목화 하여 교사, 원장, 

전문가, 유아, 교사-유아, 관련 자료의 내용(contents), 문헌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교사의 하위

범주로는 유아교사(유치원, 어린이집교사), 특수교사, 초등학교교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분류 기준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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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Contents)

5세 누리과정, 3~5세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3-5세 누리과

정 교사용 해설서, 3,4,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5세 누리과정 수정 지침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프로그램, 0~2세 표준보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 기타 유아교육프

로그램, 그림책 등의 내용

문헌 문헌 고찰

  3)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방법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동향분석에 관한 선행연구(국지윤, 양시내 김영옥, 

2014; 한태숙, 김연, 황혜정, 2066)의 분석기준에 따라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및 다중연

구로 연구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유형은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최종 분류 형태나 문장진술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연구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수량화한 것은 

양적연구로, 심층면담이나 관찰 내용을 유목화 및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례를 추출

한 연구는 질적 연구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문헌을 비교분석 및 평가한 논문은 문헌연구

로 구분하는 것이다. 연구유형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전체

적인 논문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분류하였으며, 특히 양적연구에 있어서 조사, 관찰, 

실험 이외에 내용분석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5세 누리과정’, ‘3~5세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

용 지침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도서’등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

구소 등에서 개발, 보급한 안내서 및 ‘초등학교 교과서’, ‘표준보육과정’, ‘그림책’, ‘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자료’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량으로 제시한 경우, 이를 내용(contents) 

분석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양적연구, 질적연구 및 문헌연구 등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

을 병행한 경우 다중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분석기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방법 분석기준

구분 세부내용

질적연구 참여관찰, 면담

양적연구 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 내용분석

문헌연구 문헌고찰

다중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 연구의 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

 

  4) 연구내용의 경향

  연구내용별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논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고, 연구내용을 유목화 하였으며,  

유목화 과정을 통하여 연구내용 분석틀을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유목화 과정에서 본 연구

자가 연구를 5번 이상 정독하고, 그 내용에 대해 분류항목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분석틀을 완성

하여 국문과 박사과정 1인의 검토를 받아 항목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분석 틀은 다시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아 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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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에서 제시한 영역별 교육과정, 인성, 창의성, 사람과 자연존중, 우리

문화 이해, 연계성 및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 장애, 녹색성장, 융합교육 등에 대한 내

용을 ‘누리과정 구성 방향 관련 연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프로그램, 내용체계, 활동

목표, 평가, 진술방식, 운영시간, 현황 및 발전방안, 지속발전교육, 지도서 활용, 핵심역량, 척도

개발, 현직교육, 전문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누리과정 운영관련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밖에 

누리과정의 이해나 인식, 실태와 관련된 논문들은‘누리과정 인식 및 실태 연구’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의 분석기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내용 분석기준                                                             

분류 세부내용

누리과정 

구성방향 

관련연구

영역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인성

창의성

사람과 자연존중

우리문화이해

연계성

기타 장애, 다문화, 녹색성장, 융합교육

누리과정 

운영관련 

연구

프로그램, 내용체계, 활동목표, 평가, 진술방식, 운영시간, 현황 및 발전방안,

지속발전교육, 지도서 활용, 핵심역량, 척도개발, 현직교육, 전문성

누리과정 

인식 및 

실태 연구

이해, 인식, 실태

3. 자료 분석

  분석은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술지에 게제 된 102편의 논문을 위의 분석기준과 방법

에 의해 실시하였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전공 교수의 검토를 받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경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

구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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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경향   

  누리과정이 실시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루어진 학술지에 게제 된 논문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의 수는 총 102편이었다. <표 5>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세 누리

과정이 이루어진 첫해에 발표된 논문은 15편으로 전체 논문의 14.7%였으나, 2013년에는 누리과

정이 만3~4세로 확대 실시되어 연구도 46편(45.1%)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2014년에는 38편

(37.3%)이 연구되었으며, 2015년에는 3편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인 

3월까지의 논문이므로 그 해의 논문 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누리과정에 관련된 연

구들은 그 초기 단계이므로 연도별 경향 추이를 통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표 5>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경향                                                  (N=102)

분류 2012 2013 2014 2015(1월~3월) 계

논문수

(%)

15

(14.7)

46

(45.1)

38

(37.3)

3

(2.9)

102

(100)

<그림 1>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경향                                              

2.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경향   

  <표 6>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 대상은 누리과정과 관련

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68편(6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3~5세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7편, 초등교사 대상이 1편, 특수교사 대상이 1편, 유아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함께 

연구한 논문이 1편 이루어져 총 21편(20.6%)이었다. 그밖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

(4.9%)이 이루어졌으며, 누리과정 내용과 교사의 심층면담이나 누리과정 내용과 교사 및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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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논문 등 다중 연구대상의 논문이 4편(3.9%) 발표되었다. 또한 원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2%)이었고,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1%)이 연구되었다. 

  이는 누리과정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이 주로 누리과정 지도서, 지침서, 해설서 등과 같은 관

련 안내서나 프로그램, 동화책, 초등교과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누리과정의 자료에 기초하여 누리과정 내용을 분석한 논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반면 

실제 누리과정의 공급자이며 수여자인 교사나 유아에 대한 논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유아는 누리과정의 최종 목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단 5편이었다. 

 <표 6>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경향                                                (N=102)

연구대상

교사

원장 전문가
교사·

부모
유아

내용

분석
다중 계

유아 초등 특수
유아·

특수

논문수

(%)

18 1 1 1
2

(2.0)

1

(2.0)

1

(1.0)

5

(4.9)

68

(66.7)

4

(3.90)

102

(100)21

(20.6)

<그림 2>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경향                          

3.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경향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경향은 <표 7>과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로, 76편이 연구되어 전체 논문의 74.5%를 차지하였다.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적 연구는 참여관찰, 면담으로 분류하고, 양적

연구는 관찰법, 검사법, 질문지법, 내용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 또는 문헌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다중측

정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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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경향                                                (N=102)

분류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

연구

다중

측정
계참여

관찰
면담 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

내용

분석

논문수

(%)

1

(1.0)

6

(5.9)

0

(0.0)

4

(3.9)

16

(15.7)

56

(54.9)

11

(10.8)

8

(7.8)

102

(100)

7

(6.9)

76

(74.5)

11

(10.8)

8

(7.8)

102

(100)

                              

<그림 3>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 경향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적연구 중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56편이 연구되었으며, 이는 전체 논문의 54.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질

문지를 이용한 연구로 16편(15.7%)이 발표되었고, 실험연구는 4편(3.9%)이, 관찰을 통한 양적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면담을 통한 연구가 6편

(5.9%)이 실시되었고, 참여관찰연구는 1편(1%)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가 11편

(10.8%), 다중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8편(7.8%)이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누리과정의 자료수집방법의 경향은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

어진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국가가 보급한 누리과정의 지도서나 지침서 등과 같은 누리과정 

관련 자료나 초등학교 교과서, 표준보육과정, 그램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빈

도와 백분율로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 분석도 전체의 

10.8%(11편)를 차지하여 누리과정 관련연구는 자료나 문헌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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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세부 연구방법 경향 

4.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 경향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누리과정 구성방향”, “누리과정 프로그

램 운영”, “누리과정 인식 및 실태”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누리과정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는 세부내용으로 영역별 구성방향, 인성, 창의성, 우리문화이해, 연계성 등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과 장애, 녹색성장, 다문화, 융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

다.

<표 8>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누리과정 구성방향”에 관련된 연구로 나타났다. 특히 누리과정의 다섯 개 영역과 관

련된 연구가 31편으로 누리과정 전체 연구의 30.4%에 해당된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운동·건강영역 3편(2.9%), 의사소통 영역 7편(6.9%), 사회관계영

역 3편(2.9%), 자연탐구영역 11편(10.8%), 예술경험영역 7편(6.9%)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신체운동영역, 바깥놀이, 신체활동과 관계된 연구로 각 1편씩이 연구되

었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동화와 동시를 중심으로 7편이 분석되었으며, 사회관계영역은 

사회관계 영역 및 성과와 관련하여 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연탐구영역에서는 자연탐구영역

(2편), 수학적 탐구(5편)와 과학적 탐구(4편)로 구분하여 연구되었고, 예술경험영역에서는 예술경

험(2편), 동작(2편), 음악(3편)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을 분석하였다.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에서는 누리과정의 다섯 가지 영역 이외에 인성, 창의성, 사람과 자연존

중, 우리문화이해와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어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성

관련 연구가 3편(2.9%), 창의성 관련 연구가 3편(2.9%), 사람과 자연존중에 관련된 연구가 6편

(5.9%), 우리문화 이해 5편(4.9%)과 연계성 관련 연구가 7편(6.9%)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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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 경향                                                 (N=102)

분     류 논문수(%) 합계(%)

누리과정 구성방향 

누리과정 영역

신체운동·건강 3(2.9)

70(68.6)

의사소통 7(6.9)

사회관계 3(2.9)

자연탐구 11(10.7)

예술경험 7(6.9)

인성 3(6.9)

창의성 3(2.9)

사람과 자연존중 6(5.9)

우리문화이해 5(4.9)

연계성 7(6.9)

기타

장애 5(4.9)

다문화 5(4.9)

녹색성장 2(2.0)

융합 3(2.9)

누리과정 운영 18(17.6)

누리과정 인식 및 실태 14(13.7)

합계 102(100)

                                       

<그림 5> 누리과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 경향       

누리과정 구성방향과 관련된 연구들의 세부내용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특히 연계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누리과정의 실시 이전 시기인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성과 누리과정 실시 이후 시기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7편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 중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은 주로 언어, 수학, 생태, 예술경험, 민족공동체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연계를 분석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이 외에도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장애관련 5편(4.9%), 녹색 성장관련 4편(3.9%), 다문화관련 5

편(4.9%), 융합(STEAM)과 관련하여 3편(2.9%)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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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18편(17.6%) 있었는데, 프로그램 분석, 내용체계, 진술방식, 

활동목표, 운영시간, 평가, 현황 및 발전방향, 지속발전방향, 지도서 활용, 핵심역량, 평가척도 

개발, 현직교육, 통합어린이집 운영, 전문성 제고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실태는 이해와 실행 수준 등과 관련하여 14편(13.7%)이 이루어

졌다. 이는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원장, 초등학교 교사나 통합교사들을 통해 누리과정의 

인식이나 이해 및 실행 수준 등을 알아보았다.   

<그림 6> 누리과정 구성방향 연구 세부내용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누리과정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누리과정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발표된 국내 누리과정 관련 연구 

102편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연구 경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으로 누리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

록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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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누리과정 관련논문의 연도별 경향을 알아본 결과 포스터 발표 논문, 정책 논문 등을 제

외하고 두 개의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한 학술 연구 논문은 102편으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홍보와 국민적 관심 뿐 아니라 유·보 통합이라는 역사적 발돋음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관심이

며 또한 책무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그 초기 단계이므로 연도별 경향을 추이로 나타내 보는 것

은 그 의미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

련한 연구의 동향분석(국지윤, 양시내, 김영옥, 2014)이 지난 10년 동안 학술지에 98편이 게제 

된 것에 비한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둘째, 누리과정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로 누리과정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 2013)에 의

하면 국가 발간자료인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97.6%이고, 거의 매일 

이용 또는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80%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국가발간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의 충실성과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드러내어 현장에 반영하게 될 수 있는 기초자료

가 되기에 누리과정의 시행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

한 연구를 기초로 직접 현장에서의 적용 실제와 관련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누리과정과 관련된 자

료들의 내용 구성을 분석해본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누리과정의 수혜자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인 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게 수행되어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누리과정의 연구방법 경향은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누리과정에 관련된 연

구가 주로 인식이나 적용을 알아본 연구와 운영실태, 지도서 분석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손수연, 이기숙, 2013; 지성애 외, 2014)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평가인증과 같

은 국가수준의 평가 방법을 연구한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가 양적으로 이루어진(국지윤, 양시

내, 김영옥, 2014) 점으로 미루어보아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식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자료와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리과정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보기 어

렵기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한 정책 초기 연구의 경

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이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며(박선미, 홍정남, 2012; 손수민,201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누리과정을 평

가하고 개선해나갈 때 비로소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누리과정이 그 효율성을 거두게 될 

것이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누리과정 관련 연구들은 주로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즉, 누리과

정의 영역별 내용, 인성, 창의성, 전통문화, 다문화, 녹색성장 등이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내용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는 교사의 지도서에서 이러한 구성방향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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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가르치도록 제안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영역은 자연탐구영역(11편, 10.8%)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유아교사들이 수학, 과학 

영역을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 영역의 운영능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연

구결과(박지희, 조형숙, 염지숙, 2014)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연구

는 교사교육,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와 구성방향과 관련된 연구가 70%이상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주

로 교과내용 지식보다는 방법에 대한 탐구에 더 집중하여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다양한 활동

을 찾는데 몰두한다는 지적(박은헤, 김소혜, 2003)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지도서의 내용이 어떻

게 구성되어있는가는 교사의 활동선택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숙자, 김현정, 장윤정, 2008). 전문가들 역시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실시 

초기에 교사들의 누리과정 적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든 이러한 지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를 제안하고 있다(남기원, 이은형, 2013). 따라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되어 보다 탄

탄한 지도서의 재구성이 요청된다. 덧붙여 앞으로의 연구는 지도서의 내용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제안한 활동 등 누리과정을 실제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바람직한 사례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모색하

는 방향의 연구가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피교육자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이

므로 누리과정의 초점이 유아에게 맞추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많은 누리과정의 현장연구들이 유아의 바람직한 성

장·발달을 돕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연구들은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유·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운영 실태와 관련

된 자료들은 범국가적 수준에서 보고되고 있다(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 2013;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2012; 장명림, 2012; 장명림, 장혜진, 이환기, 이승미, 송신영, 최미미, 2012; 최은

영, 최윤경, 이경진, 신은경, 2013). 이에 연구자들은 보다 실제 현장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이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해 계획-실행-평가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내용분석이나 운영 및 실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교

사와 유아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의 질을 높여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의 핵심인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누리과정은 교육현장의 인프라구축, 행정업무의 과다, 현장 

교사들의 누리과정 내용 숙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원장과 교사의 질 높은 연

수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손수민, 2014; 조혜영, 황인주, 2012). 따라서 누

리과정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한 교사교육 방법과 실제 적용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교사교육과 함께 누리과정 교실 연구의 누적된 

결과들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구성된 누리과정의 실시 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누리과정’을 그 본래의 뜻을 살리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누리과정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아 그 동향을 보기에 충분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그 추이를 살펴보기에 제한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본 연구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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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심도 높은 누리과정의 탐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앞으로 학

술지에 더해 학위논문이나 정책보고 등을 함께 분석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올바른 

적용에 더욱 폭넓은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초로 각 구성내용의 방향과 관

련한 내용의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제언한다. 즉, 관찰 및 참여 관찰, 적용사례연구 등 누리과정의 적용 연구들은 우리나

라의 3-5세 모든 유아들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누리과정 연구의 방법들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이 대다수였으나 보

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각적 측면의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례

연구, 관찰 연구 등 현장연구들을 통해 생생한 보고와 함께 질적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양적연구에서 깊이 분석하지 못한 내용은 질적 연구로 보완해주고, 한편 질적 연구

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주관적이기 쉬운 면을 보완함으로써(성태제, 2009) 누리과정과 관

련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는데 도움을 주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주기를 기

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의 분석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실제 누리과정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거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교사교육 뿐 아니라 누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환경요

인, 교사요인 등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의 관련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에게 관련된 연구주

제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할 부분, 또는 새롭게 접근해 보

아야할 부분에 대한 통찰을 주어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

도라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은 그 초기 단계로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관련 자료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가 드

러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의 방향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누리과정의 실시가 많은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 초기 시점임에도 불구

하고 연구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 즉, 정부는 누리과정 지속발전을 위해 향후 

핵심역량 기반 누리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

다. 마지막으로 보다 폭넓은 현장연구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

여 도시나 농어촌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체의 3~5세 유아들이 본래 취지대로 누리과정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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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f the Nuri-Curriculum, a national level 

curriculum, analyzing the subjects, the research methods, and the contents of Nuri-Curriculum 

studies, and current research trends. For these purposes, 102 Nuri-Curriculum articles in major child 

care-related journals from 2012-2015 are reviewed. PASW 18.0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frequency and percentage ra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despite a relatively short implementation period. Second, many 

research topics dealt with include curriculum-related material. Third, 74.5 percent of the articles used 

quantitative methods, and content-analysis was the most widely used method among them. On the 

contrary, there was relatively less research which used the experimental method applying the 

curriculum to real practice, observational or qualitative method. Fourth, most of the research contents 

focus on the direction of making of the curriculu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supplementary research including its application to real practice as the research approaches on the 

Nuri-Curriculum performed so far have bee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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