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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합격자를 상으로 유아교육 

공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유아에 한 이미지가 변화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유아교육자 

지원자 328명과 합격한 후 1학년을 마친 25명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그림 그리기 은유를 사용하 고 수집

된 자료는 내용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한 이미지는 ‘정성, 사랑, 심이 필요한 존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여리고 연약한 존재’로 나타났고, 입학 후 1년이 지난 시 에는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상으로 이해하고 유아기에 한 발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로 변화하 음을 보여

주었다. 

■ 중심어 :∣유아∣이미지∣은유∣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find out how the images of 

children have been changed when the applicants have entered the department from successful 

applicants. Study subjects were 328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25 students who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completed the first year. Data were 

collected by painting metaphors and the contents of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beings that require sincerity, love, and attention’, ‘beings that 

must be taught and led’, ‘beings that are liberal and characterful’, ‘beings that are bright and 

pure and give happiness’, ‘beings that have potential for learning and growth’ and ‘beings that 

are soft and weak’ and when one year had passed after the entrance into the department,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the students were changed into the subjects of teaching by the 

students as teachers and images based on developmental knowledge of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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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인간이 어떤 상에 해 가지는 신념이나 인상의 총체

이며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

는 주 인 지식, 인상, 상상력, 감정 등을 나타낸다[1]. 

사람들은 체로 자신과 련 있는 어떤 사람에 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사람을 상으로 가지게 되는 이

미지는 그 상에 해 알고 있는 지식과 역할 기 를 

심으로 형성되고 상과의 계나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2][3]. 를 들면 성인이 자녀 혹은 아

동이라는 존재에 해 형성된 이미지는 자신의 자녀

과 연 되어 자녀에 한 기 와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교사가 가지는 학생에 한 이미지는 교수방법과 

학생지도 시 상호작용 유형과 련이 된다[4]. 즉, 이미

지는 추상 이고 념 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들

의 사고와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5]. 따라서 

사람에 한 이미지  유아 혹은 아동에 한 이미지

는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유아 을 나타내며 

이는 곧 유아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유아에 한 이미지 연구는 동화 속에 나타난 어린이

에 한 이미지[6], 미술작품에 묘사된 유아에 한 이

미지[7], 사상가들의 사상 속에 비춰진 아동 [8] 등이 

있으며  사회에서 유아에 한 이미지는 유아 상

의 상품 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  유아 을 살

펴볼 수 있는 속담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존재

( 를 들면, “귀여운 애에게는 매채를 주고 미운 아이에

게는 엿을 다”,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9]이면서 매

우 귀하고 존 받아야 하는 존재( 를 들면, “늙은이는 

시해도 아이들 시는 안 한다”)[9]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속담에 나타난 유아 은 유아를 유용

한 인간으로 유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인간으로 성장

하기를 바라며, 논리  사고의 생활화를 요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0].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인식한 아동은 

가족과 노동, 그리고 놀이와 학업이라는 생활 범주 속

에서 존재하 으며, 사회  구성원, 가족의 요한 존재

로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하 음을 알 

수 있다[11]. 20세기  우리 사회가 격히 변화하던 

시기에 소  방정환은 「사랑의 선물」, 어린이날 선포 

선언서 등에서 이 의 통  아동 과는 구분되는 어

린이의 자율성과 자기 활동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펼쳤

다[8].

 유아 은 유아 상 상품 고에서 엿볼 수 

있다.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유아용 상품

고를 보면 두뇌를 발달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분유와 요

구르트로부터 과학 으로 공부시키는 학습지, 아이들

의 높이에 딱 맞추어 가르치는 학습지, 신기한 어, 

튼튼한 어 등 ‘ 이 이데올로기’[12]가 유아에 한 

이미지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고에 나타난 유아 이미지는 잠재력은 있으나 가르

치고 훈련시키는 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른 유아 이미지에 한 연구에 따르면, TV 

고에 나타난 유아의 내  이미지는 순수하고 맑은, 희

망 이고 밝은, 소비 이고 의존 인 이미지로 나타났

으며 미디어에 나타난 유아에 한 이미지와 련하여 

교육 장과 가정에서 부모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아

에 한 이미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13]. 

교사가 유아에 해 어떤 아동 을 갖는지에 따라 언

어  상호작용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14]가 

있었던 바와 같이 교사가 가지는 유아에 한 이미지는 

교사가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유아 을 나타내

며 이는 곧 유아를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향을 주

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상

에 해 가지는 이미지가 교육철학과 교수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에 한 이미지

와 련된 연구는 유아교사교육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사들이 어떤 철학  을 갖고 유

아를 교육하는가는 교육의 질  수 에 향을 주고 교

수방법과 평가방법이 달라지며[15], 교사의 교육철학 

 교육 상인 유아를 어떤 상으로 인식하는가는 교

육내용과 교수방법선정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16]. 

특히 교사로서 교육 을 확고히 형성하기 이  단계

에 있는 비교사가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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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유아에 한 교사의 철학을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교사양성과정에서 고려하고 반 해야 

할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기 해 필요하다. 

한 최근 교사교육의 경향인 인지  구성주의 입장

[17-19]에서 볼 때, 교수활동을 시작하기 에 학습자

인 비유아교사의 재 상태를 악하여 그에 기 하

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  구성주의의 견해로 보면 교

사교육 양성과정에서 비교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형성하고 있는 신념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비유사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 이 에 가지고 있는 

유아 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 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비유아교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아 이나 지식 등이 수정, 강화, 보완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앞의 논거에 따라 유아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한 이미지와 교사양성과정에서 

비유아교사의 유아에 한 이미지가 변화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비유아교사의 유아 , 더 나아가 교사

의 역할과 련되어 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미지에 따

라 교사가 되었을 때 교수 스타일과 역할 수행 방식이 

어떠할 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유아교사의 유아에 한 이미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Lin은 유아교육과 

비교사를 상으로 교육실제에 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이 에 

이미 특별한 교수(teaching)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이미지는 본인의 경험과 행동으로 옮

겨질 때 표상되는 지식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교사교육자들은 이러한 비교사가 형성하고 있는 이

미지를 기 로 교사양성교육과정의 틀을 계획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한편, 사람에 한 이미지는 외모와 같이 객 인 

정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찰된 특성과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의 속성

으로 인해 동일한 상에 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르

게 그려진다[21]. 타인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인상과 태도를 구성하는 도구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변화를 가져와 바람직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다[2]. 즉, 타인에 

한 이미지는 타인에 한 지식과 역할 기 와 련이 

있으며, 향후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시·공을 월하여 일 성을 유지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 계에

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회심리학  측면에

서 그 요성을 강조하 다. 사회심리학  근에 의하

면, 개인이 형성한 이미지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주

변의 정보와 메시지를 수용하고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

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22]. 한 커뮤니 이

션학 분야에서 이미지와 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

를 개인의 행동 이해와 련 지어 개인의 행동은 이미

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23][24]. 이러한 맥락에

서 보면 교사가 되기 이  양성과정에서 형성된 유아에 

한 이미지는 교사가 되어서도 변화하기 어려우며 앞

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듯 이미 형성된 유

아에 한 이미지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향을 미

칠 것이다.

이 듯 이미지 형성에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  

요인이 향을 미치고[6-8][12] 이미지가 개인의 행동

에 향을 미치며 한 번 형성된 이미지가 변화되기 어

려운 것이라면 실제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이 인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에 한 이미지 형성을 지원하

는 것 한 요해 진다. 따라서 비유아교사의 입학 

 유아에 한 이미지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입학 

에 형성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상으로서 유아에 한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 련한 교사 혹은 가르치는 일에 한 

이미지를 알아본 연구들[25-28]은 비교사와 교사들

을 상으로 ‘교사 이미지’를 알아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지를 알아본 방법은 언어를 통한 은유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는 이미지를 알아보는 

방법  시각  표  즉, 그림을 통한 이미지를 알아보

는 것은 언어표 을 통한 이미지에 비해  잘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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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심리 이고 정서 인 측면의 사고를 드러낼 수 있

는 방법이다[29]. 

Adler(1982)에 따르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개인이 어

떤 사람이나 상황에 한 개인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

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특정한 문화  환

경에 한 집단의 가치를 표 하는 것이라 하 다[29]. 

즉, 그림을 그리고 평가해보는 것은 교사교육에 한 

문  지식을  수 있는 교사에 한 사람들의 입장

뿐 만 아니라 역사 , 문화 으로[30], 그리고 개인 으

로 정형화된 입장에 해 요한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그리기는 언어  서술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분별력에 한 통찰을 제공한

다. 한 그림 그리기는 가르치는 일에 한 정체성을 

평가해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을 통해서 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한 사회학  

기능을 갖는데, 보여 진 세상에 해 인간이 갖는 기본

인 함축, 즉, 서로의 직 인 일견이 어떻게 인식, 승

인, 이해, 친 감을 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지를 

보여 다[31]. 인간이 본다는 것은 심리 인 것이며 

뇌의 명령을 받으며[32], 시각을 가장 포 이고 고귀

한 감각으로 여겼던 데카르트는 시각  재 의 가능성

을 인식하 고[33], 이미지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치

가 상승하고 있으며[34], 수학에서는 이미지가 문제해

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등[35], 을 통해서 무엇인

가를 인식하고 평가해보는 작업이 매우 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정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본래 Finson이 50년간 종단

으로 실시해온 과학자들에 한 이미지 분석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완성된 그림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나 과학학습에 한 효능감 수 , 미래의 작

업 선택 등을 유추하는데 있어 효과 이라는 방법  의

의를 갖는다[36]. 

개인이 사물이나 상에 해 갖는 이미지가 순간의 

경험치가 아닌 으로 기록된 경험치가 형성된 것

이라는 에서 그림 그리기를 통한 이미지 분석 방법은 

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회상하기에 합하다. 한 

과학교육에서는 DASTT(Draw-A-Science-Teacher- 

Test Checklist)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2000년 부터 객

으로 과학교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해오고 있으며[37], 최근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서 이루

어지는 이미지에 한 연구는 이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부분으로 그림그리기를 통한 이미지 연구의 요성

을 반 하고 있다.   

최근에 그림을 통한 이미지 분석이 유아교육분야에

서도 행해졌다[38-40]. 연구결과, 비유아교사가 교사

로서의 문성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을 탐색하여 그림

을 통한 은유 이미지 표 이 비유아교사들의 유아교

사에 한 자아정체감과 교수학습방법 변화에 향을 

주는 등 그림 은유의 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도구가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은유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교

사가 가지는 자신과 수업에 한 이미지로 표 되는 신

념이나 태도는 교수 실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

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미지 교사양성과정 동

안 변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비교사의 교사와 교육에 

한 이미지와 이미지 변화 양상을 악하는 것은 바람

직한 교사 역할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게 될 

상인 유아에 한 이미지는 교사역할과 교수스타일

에 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일이

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합격자를 

상으로 입학 후 유아에 한 이미지가 변화  변화하

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지원자  합격자를 상으로 

유아에 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서 비유

아교사교육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하 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한 이미

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 공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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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 한 이미지는 유아교육 공 1

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변화가 있는가? 

만약 변화가 있다면, 구체 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역시 4년제 A 학 유아교육과 수시

입학 형 지원자 328명과 수시 지원자  합격하여 1학

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5명이다.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양  7개 교과목(외국어1, 외국어2, 자기계발

과 리더십,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컴퓨터 활용, 읽기와 

토론, Freshman Seminar), 교직  2개 교과목(교육학 개

론, 교육철학, 교육 사 1)과 공 6개 교과목(유아교육

개론, 아동발달, 유아미술교육, 논리  논술, 정신건강

론,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 다. 수시 형 지원자에

게 유아에 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림에 한 서술을 

작성하여 제출한 344명의 자료  그림과 서술  한 

가지라도 작성하지 않은 자료 16부를 제외한 328명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고 그  합격하여 1학년을 

마친 재학생 25명을 상으로 하 다. 

2. 연구도구
유아교육과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유아에 한 이미

지와 입학 후 유아에 한 이미지 변화가 있는가를 알

아보기 해 은유를 사용하 다. 은유는 개념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감춰진 다른 측면에 한 통찰도 보여 다

[41]. 이미지는 개인  경험, 가치, 지식이 사고와 감정

에 향을 주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인 방식으

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한 도구로 그림 은유를 사용하 으며 선행

연구[38-40][42]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은 조사 도구

를 구성하 다.

‘유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

세요.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한 설명을 가능한 자

세히 어주세요.

 : 엄마를 ‘털옷’으로 그림

엄마는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고 내가 춥지 않

을 때는 생각하지 않지만 추워지면 언제라도 

꺼내 입을 수 있는 털옷과 같다고 생각

  

그림 1. 그림 이미지 작성 양식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자료 수

집은 그림그리기와 그림에 한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졌으며 1차 자료 

수집은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한 이미지를 알

아보기 해 2014학년도 10월 수시 형에 지원한 지원

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2차 자료 수집은 유

아교육과 입학 1년 후 유아에 한 이미지 변화를 알아

보기 한 목 으로 1차 자료 수집 상자  합격하여 

1학년을 마친 학생을 상으로 2차 자료를 수집하 다. 

1차 자료 수집은 기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유로

운 분 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서술하도록 안내 되었

다. 2차 자료 수집은 1차 작성 자  합격한 학생이 1학

년을 이수한 시 인 2015학년도 3월에 수업 외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유아에 한 이미지를 그리

고 설명을 서술하도록 하 다. 자료를 완성한 후 1차 작

성한 자료를 제시하고 1차와 2차의 달라진 과 달라진 

이유에 해 서술하도록 하 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Bogdan과 Biklen(1990)과 김병성

(1996)이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사

용하여 은유에 나타난 ‘유아’에 한 이미지 분석하 다

[43][44].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별로 분석하 다. 즉, 연

구문제 1에 한 답을 얻기 해 유아교육과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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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양   질 으로 분석

하 고, 연구문제 2에 한 답을 얻기 해 유아교육 지

원자  유아교육 공 1학년 과정을 이수한 25명이 지

원 시 작성한 자료와 1년 과정 이수 후 작성한 그림 이

미지와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에 해 서술

한 자료를 질 으로 분석하 다. 

이미지를 알아보기 해 내용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

구[38-40][45]와 마찬가지로 은유 자체보다는 은유가 

내포하는 이미지를 심으로 분석하 다. 즉, 자료에 나

타난 그림을 심으로 서술을 참조하면서 범주화하여 

의미 범주를 구성하고 유목화 하 다. 를 들면, 은유 

‘새싹’은 ‘ 심과 사랑이 필요한 약한 존재’라는 이미지

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할 경우 같은 

그림으로 표 되었다 하더라도 의미에 따라 다른 범주

로 구분되었다. 

1단계: 범주화 전 자료 정리
원자료를 읽으며 은유별 

의미를 나열
전체 자료의 은유를 같은 은유와 서술된 
의미를 원자료 그대로 엑셀로 작성
⇩

2단계: 1차 범주화 및 사례

은유별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의미별로 은유를 

범주화 

정리된 엑셀 자료를 같은 의미별 은유로 
재정리하여 원자료의 표현으로 
범주화(‘잠재력’, ‘연약함’, 

‘조심스러움’, ‘예측하기 어려움’ 
등 00개 범주)

⇩
3단계: 2차 범주화 및 사례

1차 의미 범주를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여 의미 범주를 

구성

유사한 범주를 통합하고 은유를 다시 
읽으면서 범주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
(‘잠재력’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 ‘가능성’은 가르치는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로 범주화하여 8개 
범주로 통합)

⇩
4단계: 3차 범주화 최종 확정

범주 제목과 상호배타성을 
검토하여 최종 범주 구성

최종 6개 범주로 범주화
([표 1]참조)

그림 2. 내용분석 과정

자료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모든 자료가 유목화 되고 각 유목들이 배타 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 다. 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연구자와 은유를 사용한 연구경험이 있는 유아교

육 문가 1인이 범주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최종 유목화를 일치시켜 나갔다. 최종 분석된 유목들의 

명칭은 입학  이미지와 입학 후의 이미지를 비교하

되, 연구 상자들의 의도를 최 한 살릴 수 있도록 그

들이 나타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 다. 

1단계에서는 모든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난 은유를 나

열하고 그림 은유와 서술에 나타난 의미를 도표로 정리

하 다. 2단계는 1차 범주화과정으로 정리된 은유를 다

시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검토하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 

은유끼리 범주화하 다. 를 들면, ‘새싹’으로 표 한 

그림 은유는 그 의미가 ‘잠재력을 지닌 존재’와 ‘연약한 

존재’인 것으로 다르게 설명된 것은 다른 범주로 구분

하 다. 3단계 분석과정에서는 1차 범주 통합과 조정 

과정으로 범주가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고 범주 내에 다

른 의미가 포함된 것을 재조정하 다. 를 들면, ‘어리

고 약한 존재’인 ‘아기 새’로 표 된 은유와 ‘아직 만들

어지지 않은 흙’으로 표 된 ‘도자기’는 ‘가르치고 이끌

어 주어야 하는 존재 이미지’로 통합하 다. 이런 과정

을 반복하면서 범주화된 은유들  유사한 의미 범주를 

재조정하거나 통합하 고 다시 자료를 읽으면서 범주 

간 이미지가 상호 배타 인지를 확인하고 최종 확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표 한 유아의 이미지를 분

석한 최종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성, 사랑, 심이 필요한 존재’가 40.5%(133명)

으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73명, 

7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43명, 13.1%),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38명, 11.6%), ‘학습

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28명, 8.5%)의 순이었고 

‘여리고 연약한 존재’는 4.0%(13명)으로 가장 었다.

‘정성, 사랑, 심이 필요한 존재’의 이미지로 표 된 

그림 은유는 주로 잘 돌보아야 하는 어린 동물(새, 알, 

병아리), 작은 식물이었고 직 으로 보호되고 있는 

유아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 다. ‘가르치고 이끌어

야 하는 존재’의 이미지로 표 된 그림 은유는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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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새싹’ 등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물로 은

유되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이미지는 주

로 튀고 굴러가서 측하기 어려운 공으로 은유되었다.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로 은유된 것이 부분이었다. ‘학습과 성장 잠

재능력을 가진 존재’이미지는 ‘스펀지’, ‘스 치북’, ‘블

럭’ 등과 같이 유연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물로 은유되

었다. ‘여리고 연약한 존재’ 이미지는 ‘아기 천사’, ‘비

방울’로 표 되었다. 

표 1.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그림 이미지 범주
이미지 범주 그림 은유 사례 빈도(%)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둥지 속 알, 작은 싹, 
식물, 아기새  133( 40.5)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도자기, 그림책, 
백지, 나무   73( 22.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공, 요술공, 풍선, 
구름   43( 13.1)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천사   38( 11.6)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스펀지, 백지, 흰천, 
블럭   28(  8.5)

여리고 연약한 존재 아기천사, 구슬, 
비누방울  13(  4.0)

계 328(100.0)

은유에 포함된 구체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를 연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둥지 속의 새’, ‘온실 속 식물’, ‘비 방울 속 

아기’처럼 조심스럽고 잘 돌보아야 하는 유아의 이미지, 

‘부모의 테두리 속 어린 아이’와 ‘어미새가 돌보는 아기

새’의 이미지는 교사로서는 돌 (caring)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는 어리고 연약한 존

재라는 일반 인 유아에 한 이미지와 다르지 않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 LYH 지원자 OSE   

지원자 LAY

 

지원자 KEB  

 지원자 YJE  지원자 PSY

그림 3.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이미지

2)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한 이미지는 성인

(교사)에 의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존

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잠재능력을 가진 이미지와는 다른 것으로 사진첩이나 

도자기처럼 유아의 능력 발 보다는 교육과 외부의 

향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원자 BSA 지원자 LSJ

 
지원자 KMJ 지원자 KJH

그림 4.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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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유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측할 수 없는 풍선이나 

‘통통 튀는 공’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유로움을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의 

행동과 유아기의 특징을 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 GYE 지원자 ORK

그림 5.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이미지

4)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한 이

미지는 ‘천사’로 은유되었고 천사는 순수함과 밝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교육 지

원자들이 “유아가 좋아서 지원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

과로 유아에 한 막연한 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고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기 보다는 바람직

한 이상을 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 YYJ 지원자 OSI

그림 6.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이미지

5)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한 이미지는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

고 있었다.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블럭’과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는 ‘백지’나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을 한 잠재능력을 갖춘 존재 이미

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게 주도 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환경 제공을 강조하는 교사

역할과 교육철학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원자 JEH 지원자 LHJ

그림 7.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이미지 

6) 여리고 연약한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인식한 유아에 한 이미지

는 보호막에 둘러싸인 아기천사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맑은 유리로 표 되는 소 하고 연약한 이미지 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은유되

었지만 그것이 밝고 순수한 행복을 주는 이미지의 천사

라기보다는 여리고 연약한 천사이고 이런 유아는 다치

거나 깨어지기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

러한 이미지는 유아 자체의 어리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 SEH 지원자 KYH

그림 8. 여리고 연약한 존재 이미지

2. 유아교육과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
유아교육과  입학 후 1년 과정을 이수한 후 유아에 

한 이미지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입학 후 유아에 대한 그림 이미지 범주
이미지 범주(빈도) 그림 은유 사례 %

스스로 발전 역량이 있는 존재
(13)

크레파스, 풍차, 동화책, 
피아노건반 52

발달적 특성을 가진 독특한 존
재(7)

흰천, 거울, 시작, 백지, 
새싹 28

상호영향을 미치는 이미지(5) 거울, 앵무새, 비타민 , 
바람, 20

총계(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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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발전 역량
이 있는 존재로 인식 변화

입학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한 이미지

는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 다. [그림 3]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입학 에는 유아를 ‘새싹’으로 은유하여 

잠재력은 있으나 군가가 잘 가꾸어야 하는 나무처럼 

성인이 돌보고 잘 가꾸어야 나무로 자라나는 존재로 인

식하고 있었다. 비유아교사로 1년을 지낸 시기에 유

아에 한 이미지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

여  ‘피아노 건반’으로 은유하 다. 이는 입학 후 유아교

육을 공하면서 유아는 성인이 만들고 가꾸는 존재라

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 역량을 가진 개별 존재로, 각

각 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지가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지원자 시기)> <2차( 비유아교사 시기)>

여리고 약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웅장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원자 EJM)

각각 제 소리를 지닌 피아노 건반처
럼 유아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비유아교사 EJM)

유아는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서 열매를 틔울 수 있는 꽃
이다.(지원자 GEJ)

유아는 크레파스다. 왜냐하면 개성, 
성격 모든 것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발달특성, 성격이 각각 다르고 개성
이 있다.(예비유아교사 GEJ)

둥지속의 어린 아기새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정성스러
운 손길이 꼭 필요하다.
(지원자 KSJ)

유아는 동화책이다. 동화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동화책을 읽으면 재미
있고 좋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유아
는 개개인이 모두 다른 특성이 있으
며 모든 책에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예비유아
교사 KSJ)

그림 9.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1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비교사는 성인(교사)의 입장

에서 유아를 생각했다면 공 교과목 특히, 유아발달과 

같은 과목을 이수하면서 유아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형

성하게 되었고 나름의 독특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유

아를 바라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에는 그냥 유아를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이 교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아는 

약한 존재이고 모든 유아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자라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입

학 후에는 각각의 유아마다 특성이 있으며 그

것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다.(예비

유아교사 EJM)

입학 전에는 내가 교사로서만 생각하고 교

사의 역할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렸고, 지

금의 그림은 교사보다는 유아의 특징을 중심

으로 그렸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 지식이 

없었지만 막연히 아이들이 좋았고 지금은 전

문적 지식이 생겼기 때문이다.(예비유아교사 

GEJ)

2) 유아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아기 발달적 특
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 이미지로 변화

입학 에는 ‘천진난만함’, ‘밝은 모습’과 같이 보여지

는 모습에 한 이미지를 표 하 으나 입학 후에는 유

아에게 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요성에 한 고려

를 하게 되어 유아의 겉모습이 아닌 유아기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흰 천’, ‘거

울’, ‘스펀지’ 등과 같이 유아기의 특성에 을 둔 이

미지로 표 하 다. 따라서 그림 표 도 입학 에는 

유아의 모습을 그렸으나 입학 후에는 유아의 특성을 나

타내는 은유된 다른 사물로 유아를 표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비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역

할에 한 고려가 유아에 한 이미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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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에는 그냥 유아가 귀엽고 사랑스러

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유아의 특징이라던

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던가에 대해서는 생

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공을 공부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많이 생긴 것 같

다.(예비유아교사 JJA)

입학 전에는 단순히 유아를 생각하고 평소 

보았던 유아의 겉모습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

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되었다.(예

비유아교사 LGY)  

<1차(지원자 시기)> <2차( 비유아교사 시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때 
묻지 않은 해맑은 웃음이 떠오
른다.(지원자 LGY)

유아는 흰 천과 같다. 유아는 주변
의 환경, 주위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성장한다. 유아가 보고 배우는 
것이 흰 천을 염색하는 물감과 같
은 것이라 생각했다.(예비유아교
사 LGY)

 

장난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여 그렸
다.(지원자 JJA)

유아는 거울이다. 유아는  어른의 
행동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
다.(예비유아교사 JJA)

밝은 얼굴로 노래 부르는 모습 
(지원자 MJY)

유아는 스펀지다. 유아도 모든 것
을 흡수하며 배우기 때문에 어른
이나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느
꼈다.(예비유아교사 MJY)

그림 10.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2

3)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영향을 상호 영향
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

입학  유아에 한 이미지는 성인이 무엇인가를 해

주고 보살펴야하는 연약하고 어린 존재의 이미지로, ‘아

기새’나 ‘씨앗’의 모습으로 표 되었다. 입학 후에 그린 

그림은 ‘불어오는 바람’, ‘나를 비추는 거울’로 나타나서 

유아가 비교사로서 자신에게도 향을 미치는 존재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가 변화한 이유

는 교육 사와 같은 기회를 통해 실제 유아를 경험으로 

인해 이미지가 변화하 다고 하 으며 입학  막연히 

정 이고 내 삶과 직  계는 없는 천사와 같은 이

미지에서 직  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이미지로 변화하 다.

<1차(지원자 시기)> <2차( 비유아교사 시기)>

이제 갓 알을 깨고 나온 아기새
처럼 소중한 존재이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
(지원자 YJM)

유아는 바람이다. 살랑살랑 다가
와 나에게 좋은 기분이 들도록 하
는 것, 보람을 주조 뿌듯함을 주기
고 하고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예비교사  YJM)

유아는 아직 자라지 않은 씨앗
과 같다. 그래서 유아를 가르치
는 선생님은 햇빛이나 물의 역
할을 해주어야 한다.
(지원자 GHI)

유아는 거울이다. 유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나의 행동
을 유아가 따라하고 동화되기 때
문에 교사는 본보기가 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비교사 GHI)

그림 11.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3

입학 전 그림은 유아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그렸는데 교육봉사를 통해 유아들과 직접 상호

작용을 해보면서 내게 힘이 되거나 우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예비유아교사 

Y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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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기 전에는 유아를 실제로 많이 접할 일

이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

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공부하고, 교

육봉사를 하면서 유아를 실제로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예비유아교사 GHI)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를 지원자들이 가진 유아에 

한 이미지와 입학 후 유아에 한 이미지에 변화가 있

는가를 알아본 것이었다. 유아교사를 희망하는 유아교

육과 지원자와 비유아교사가 가진 유아에 한 이미

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 정체성과 련 될 수 있고 

이는 비교사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의 이미지는 ‘정성, 

사랑, 심이 필요한 존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

재’,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여리고 연약한 존재’로 나타났다. 체로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가 어리고 연약하여 잘 보호해야 하고, 

아직 어리지만 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성인이 

잘 돌 주고 가르친다면 가능성을 실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  지식

은 없으나 막연히 유아에 한 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상으로 입학 기

에 유아에 한 이미지를 알아본 정 진, 성원경, 이춘자, 

조인경의 연구(2007)[46]와 같은 결과이며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동기가 “유아가 좋아서”라는 고동섭

(2001)[4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 유아를 교

육의 상으로 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으

로 고나 각종 매체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이미지와 유

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 해석 할 수 있다. 

비교사양성 측면에서 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결과는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와 달

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사역할 이미지와 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 한 이미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한 이미지와 련되는 바, 이는 독립 이면서 

자율 인 존재로서의 유아에 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입생 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

지가 수업 실제에서 교사주도 인 수업방식으로 고착

되지 않도록 교사양성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

분이다. 비유아교사와 비 등교사가 인식한 교사

는 온정 이고 반응 이며 유아의 학습에 동기를 유발

하고 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

[48]와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49]과 유치원에서의 좋

은 수업[50]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자로

서의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교육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한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에 한 이미지를 

표 하라고 할 때 유아의 행동특성이나 모습과 련된 

이미지가 나타난 결과는 ‘천사’와 ‘공’으로 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수하고 밝은 모습과 활발히 움직이

고 행동을 측할 수 없음을 표 하 다. 유아에 한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에 한 사회문화 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 혹은 ‘어

린이’에 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세기  이후 우리사회의 통 인 아동 과 구분되

는 어린이의 자기활동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에 한 소

함과 사회  가치를 높이려 했던 방정환의 사상[8]으

로부터 시작되어 동요에서 어린이를 ‘새싹’으로 표 하

는 것, 를 들면 최승원 작사․작곡(1983) ‘새싹들이

다’, 유아용 상품 고 등에 유아를 ‘우리의 미래’로 표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 입학 에 비해 1학년을 마친 비교사들이 가

지고 있는 유아에 한 이미지는 변화가 있었다. 입학 

 가르쳐야하는 상에서 스스로 잠재력이 있는 개체

로 인식하게 되었고, 유아의 모습과 행동에 한 심

에서 발달  특징에 한 심으로 변화하 으며, 연약

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비교사인 자신에게 

향을 미치기도 하는 존재로 이미지가 변화하 다. 비

유아교사들이 유아에 한 이미지가 변화한 요인으로 

서술한 내용을 보면, 입학 에 비해 공(유아발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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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한 유아의 내면과 발달특성에 한 이해와 교육

사를 통해 유아를 직  한 경험이라고 하 다. 유

아발달과 련된 수업의 향은 발달단계와 성장과정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과 학습가능성을 가진 유

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교육

사를 통해 유아를 직  해보고 상호작용해보면서 

실제 인 이미지를 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입학 과 입학 후 비유아교사의 유아

에 한 이미지가 변화한 것은 비유아교사양성과정

에 주는 시사 이 있다. 비유아교사는 양성과정동안 

공수업과 교육 사, 장학습, 장실습 등 다양한 형

태로 유아교육 장과 유아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육

상으로서 유아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유아에 

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유승연(2013)[40]의 

연구 결과에서 한 비교사도 실습 후 ‘유아에 한 환

상이 깨지고 장의 실제를 경험한 후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과 1학년 때 가졌던 ‘언제나 친근

한 교사이길 바라지만 실은 보다 복잡한 그물망 이며 

교사는 다각 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례처럼 

입학  정 이지만 매우 추상 이었던 유아에 한 

이미지가 구체 이고 실제 인 차원으로 변화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에 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

는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정체성이나 실제 수행되

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이춘자의 연구(2010)에서 교사의 이미지가 

학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사가 양성과정에서 학습하는 교육이론과 유아교육

장경험, 개인  경험에 따라 학습자인 유아에 한 

이미지도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비유아교사의 유아에 한 이미

지변화와 이미지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비유아교사의 

교육  형성을 이해하기 해 필요할 것이다. 한 유

아에 한 이미지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악을 

통해 교수스타일에 한 검과 그에 따른 합한 교육

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 장에서 교사로서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 정체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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