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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bility to implement play-centered curriculum that is recognized by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 based on an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s.

Methods: Two professo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wo directors of daycare

centers, and two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interview was conducted three times. The interviewed data were

categorized and compared.

Results: The action competence of the play-centered curriculum required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comprehending

play, recognizing play, and practicing child-centered play. Detailed factor

competencies were required for understanding play, reflective thinking, reading

play, recording play, playing like a child, and supporting play.

Conclusion/Implications: For actualizing play-centered curriculum,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needed to comprehend, recognize, and practice for child’s play.

Furthermore, we discusse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eacher education to

improve the teacher's action competence for play-center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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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놀이는 어린 영아부터 성인까지도 즐기는 전 생애적인 활동으로, 발달을 위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유아는 놀이로 배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가장 강력한 주제이자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Wood(2014)는 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놀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또래나 교사와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 주고받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복잡한

언어와 다양한 상징적 표현을 구사하게 됨으로 유아의 놀이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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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아가 놀이에서의 즐거움 특성은 유아로 하여금 몰입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

식을 알아가도록 하므로 최적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Paley,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기 교

육에서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실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는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희영(2019)에 따르면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일어나는 발현적인 놀이와 자신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조화시

켜야 할지를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혜령(2019)은 놀이라는 개념이 지닌 자체 목적적이고 자발적

으로 동기화된 특성이 의도적이고 계획적 활동으로 정의되는 교육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유아교사는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

립의 어려움과 함께 놀이를 확장하거나 자신이 속한 교육현장의 맥락에 따라 놀이를 지원하는

전략과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인식하며,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관 짓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김희영, 2019; 박창현, 양미선, 2017; 윤민아,

2019). 이 같은 어려움은 유아교사가 교육활동 전개 시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중심으로 한 자발

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실지로 교사에 의해 미리 계획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함으

로써 시간과 공간의 통제 하에 유아가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양옥승, 2002)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아교사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시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유아의 자발적 흥미에서 시

작된 놀이 간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놀이와 배움의 조화에 대해 Van Hoorn, Nourot, Scale, 그리고 Alward(1999)은 ‘교육과정으로부

터 형성된 놀이’와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는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

로 놀이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은 유아에게서 발현되는 놀이를 기

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유아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흥미와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추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에게 유아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한 놀이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파악하

고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여 배움으로 이끄는 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전보다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재경, 황지영 그리고

박은미(2019)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체계적 교육계획과 평

가를 간략화 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사 역할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데 비해, 변화하는 유아교사의 역량이나 역할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

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탐색의 필요성이 있다.

박창현(2012)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실행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 구성된 교육과정

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재구성 또는 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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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실행에는 유아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유아교사에게 있어 역량이란 유아들에게 질적인 환경, 경험, 관계를 제공하

고, 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맥락과 상황에 맞게 효

과적으로 통합, 조직하여 실천, 반성할 수 있는 능력 등 교사의 전문성 기준을 말한다(박경진,

2015). 따라서 교사가 놀이의 실천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량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이경진, 2006).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실행역량은 놀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 데 필요

한 전략이나 습관, 관련된 정서와 신념, 가치체계,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효과적으로 놀이중

심교육과정의 실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Hyson,

2003; Winton, McCollum, & Catlett, 2008; 박창현, 2012에서 재인용). 이경화(2019)는 2019 개정 누

리과정에서의 놀이중심이란 놀이가 교육과정의 목적이 되어 유아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는 ‘놀이기반 교육과정’과 배움을 위한 도구 및 과정을 강조하는 ‘놀이를 통한 배움’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인 실천 역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을 제안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계 전문가 의견에 초점을 둔 제안으로 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을 실현해야 하는 원장 및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놀이중심교육과정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계 전문가와 교육과정의

운영의 방향을 설계하는 교육기관의 운영자, 실제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유아교사를 중심으로 이들

이 이야기하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인터뷰의 방법, 즉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법을 선정하였다. FGI는 연구자가 정해놓은 주제에 대하여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는 연구 기법으로(Morgan, 2007),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유사한 특성이나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깊이

있게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이다(King & Horrocks, 2013). 이에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지식, 의견, 정보를 얻어 이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어, FGI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놀이중심교육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유아교사 역량은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교사교육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전문가가 인식한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역량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의 학계 전문가,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실행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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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

목적적 표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학계전문가는 박사학위 이상으로 유아교육과정 연구

수행의 경험이 있거나, 유아교육과정 관련 과목 또는 2019 누리과정연수 및 강의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1인과 대학 강사 1인을 선정하였다. 석사학위이상으로 2019누리과정 연수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장 2인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누리과정 실행 경력 및 누리과정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유아교사 2명, 총 6명을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구분 연구참여자 연령 학력 경력 직위

이론전문가 A교수 39세 박사졸업 8년 유아교육과 교수

B교수 48세 박사졸업 13년 유아교육과 강사

유아교육기관장 C원장 57세 박사수료 33년 법인어린이집원장

D원장 35세 석사졸업 11년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유아교사 E교사 34세 석사졸업 10년 직장어린이집 교사

F교사 46세 석사졸업 21년 공립유치원교사

표 1.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2. 연구 절차

1) 면담지 개발 및 내용 타당도 검증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의 교사 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이경화, 201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

린이연구원, 2017)를 분석한 후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지 내용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함

에 있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면담유형에 따라

면담 1회차에는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은 어떠한지?’를 도입 질문으로 하여,

놀이와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을 토의하였다. 면담 2회차에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유아교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가?’ 라는 핵심질문을 통해,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3회차 면담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아교사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잘 실

행할 수 있는가?’를 종결 질문으로 하는 반구조화한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가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1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사전 준비 및 본 연구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뷰 전에 연구 목적 및 절차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 설명서와 질문 내용을 각 참여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인터뷰 과정에 몰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첫 회기 당일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식사 시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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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준비하여 편안한 인터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터뷰의

과정은 사전 테스트를 마친 녹음 장치 2대를 준비하여 녹음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12월 18일,

1회를 시작으로 각 면담의 기간이 1주일 정도의 간격이 가장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Seidman,

2009), 2019년 12월 27일 2회, 2020년 1월 5일 3회에 걸쳐, 퇴근 후 참여자들 간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어린이집 내 교직원 휴게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현장에서 유아의 놀

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는 도입을 시작으로 유아와 놀이중심교

육과정을 한다는 것의 의미와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역량의 구성 요인

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각 인터뷰는 1회는 1시간 30분,

2회 2시간, 3회는 2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당일

연구 보조자가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3회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 과정을 녹음한 후 전사 자료 70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

별 약호화’를 하며 코딩작업을 하였다. 구분한 자료에 상징, 기술적인 단어, 선별된 범주들이 어

떤 관계와 특징을 나타내는 지, 공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탐색하며, 주제들을 개념화하였고, 범

주의 이름에 명칭을 부여하였다(김영천, 2013). 명칭을 부여한 사례는 범주화, 범주 확인의 단계

를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개념의 검증을 하였다(Ezzy, 2002). 연구문제에 따라, 1단계에

서는 3개 범주로 유목화였고, 범주별 하위 유목을 6개를 도출하였다.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내용을 전사한 후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과 유목화한 범

주,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삼각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Creswell, 2013). 유목화한 사례

별로 분석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자료 분석 및 해석을 교차하여 검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

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놀이 사유하기, 놀이 알아차리기, 유아중심 놀이 실천하기 3개

의 범주로 유목화하였고 세부적인 요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놀이 사유하기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사는 놀이의 의미, 놀이의 가치, 놀이에의 접근 방식 등에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함을 포함하여 놀이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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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 이해하기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유아교육의 특성이라고 여겨왔던 ‘놀이중심’

이 이전의 놀이와는 다른 개념이 존재하게 된 것인지, 새로운 놀이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인 지

를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놀이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

의 놀이는 놀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관점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 시간을 결정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 등 놀이와 관련한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유아교사가 놀이에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가 놀이중심교

육과정의 실행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며(Isenberg & Quisenberry, 1988), 인터뷰 참여자들은

놀이에의 주도권을 유아가 가지는 것을 놀이로 이해하는 것이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년 전에 배울 때도 놀이중심이었거든요. 그때도 늘 듣던 건 놀이중심이었고, 유아주도였거든요. 놀이

중심이란 단어는 유아교육에 발을 디딜 때부터 계속 그 단어를 쓰고, 사용하고 항상 뿌듯한, (중략) 예전

에는 놀이를 우리가 많이 주면 애들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놀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놀이를 주는

것 보다 그 애들의 놀이를 찾는 거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는가에 따라서 놀이 활동에 대한

그런 중심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교사: 2019.12.18.)

계획과 실행과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프리하게 되니까. 과도기를 겪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철학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시도이든 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풀어나가

는 과정이 진정한 놀이의 출발이다. 주도권을 아이에게 준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시도여도 모든

걸 놀이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C원장: 2019.12.18)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놀이를 교사가 계획한 교육적 의도의 실천에 초점을 두는 배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놀이를 선택하고, 그 놀이를 유아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유아중심놀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놀이중심교육과정

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는 아이를 붙잡고 선생님이 ‘이것 좀 하고 가자’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갈래?

그림 색칠만 하고 갈래?’ 그 아이의 놀이를 끊어버리고. 선생님은 이것도 아이가 색칠하는 것도 놀이라고.

(D원장: 2019. 12.18)

선생님이 역할 영역에다가 미용실을 좋아하니까 구성을 해놨는데 영 미용실에는 관심이 없고 미용실에

서 패션쇼를 하고 있다. 준비한 선생님의 마음은 무너지겠지만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너희들 재미있어

보인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주도성, 방향성을 다

선정을 하는 것.

(D원장: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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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놀이는 진짜 일 년 내내 하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뭔가 이거를 변화하는 거를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더라구요.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이거를 끼워볼까?’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자기가 도전해보고

(E교사: 2020. 1.5)

유아가 자신의 놀이에 주도권을 가지는 ‘유아중심놀이’에 대한 이해는 유아교사 개인의 신념

을 따르기도 하지만, 각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철학과 유아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

성원 간의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구성원들이 서로 놀이

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때 일어나는 충돌을 예방하고, 각 유아교육기관마다의 철학이 바탕이 되

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놀이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접근할 것인지를 논의하

고 공동의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관에서 공유를 하는 과정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전 반에서 이 아이들은 이랬어요. 이

전 반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소소한 실생활 공유라든지.

(D원장: 2019. 12. 27)

같이 협업을 하는 공동체에서 선생님들의 협업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

거든요.

(C원장: 2019.12.18)

2) 반성적 사고하기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유아중심놀이’를 이해하였다면,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흥

미와 관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였는지,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의 주도로 놀이화한 활동을 유아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제공한 것은 아니었는지, 유아의 일

과를 통해 교사의 실천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찾아, 놀이

를 선택하고 놀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반성적 현장전문가(reflective practitioners)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 자신의 자기 성찰 평가는 엄청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A교수: 2019.12.27)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놀이 지원은 뭐지? 다시 한번 교사로서… 계획이 필요한 건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F교사: 2019.12.27)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나? 요즘은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E교사: 202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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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배론적 담론을 당연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익숙하게 이루

어지던 생각이 무엇인지, 변화시켜야 할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여야하는 지 사고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희 경력교사는 어느 날 의문을 가져요. 3월에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어린이집에서 1세, 2세, 3세,

4세, 5세 올라온 아이들인데 맨날 ‘새로운 반이 되었어요.’ 자기는 그게 의미가 없대요. (중략) “ 저는

새로운 반이 되었어요. 이거 안 하고 아이들이 새 선생님과 새 반의 분위기가 바뀐 느낌으로 저는 3월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 3월에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반이 되었어요.와는 너무 다르게 풀어가

는 걸 보니까 저는 선생님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C원장: 2019. 12.27)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실천 경험에서 유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

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하는 유아교사의 전문역량으로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Dahlberg, Moss, &

Pence, 1999). 또한, 교사가 반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A교수: 생각을 해체하고, 어떤 주제를 볼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에 따른 협의하

는, 협력하는 능력이 교사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고.

C원장: 상생이 굉장히…

A교수: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 그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지

않을까요.

C원장: 혼자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을 또 같게 보면서

조정하고 성장하고. 그게 아이들 삶에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유아와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국화빵이 아니잖아요.

(포커스 그룹 2차 인터뷰에서. 2019.12.27.)

관점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수용하여 교사 자신의 실천적 지식으로 만들어가며 다시 사고

하는 반성적 사고의 순환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

사의 전문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상황을 A선생님은 똑같이 관찰했는데 B선생님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협의하는 과정

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쟤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에 저런 행위를 하지. A, B 선생님이 ‘ 난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고 방향 설정을 하고 거기에 환경을 또 다시 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아, 이거였네’ 그러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C원장: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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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 알아차리기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사는 유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를 다양한 관점

에서 관찰하여, 유아의 놀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심한 관찰을 근거

로 유아의 놀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움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배움과 연결

지워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은 세심하게 읽어낸 유아

의 놀이를 유아교사는 놀이의 의미를 담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1) 놀이읽기

유아교사는 유아가 그들의 놀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읽어내고 이것을 배움과 연결지어주

고, 또 다른 즐거운 경험이 될 놀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유아가 현재 몰입해있는 놀이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A교수는 이를 성인의 의도와 유아가 지향하고 있는 놀이의 방향이 동일

할 수 없으며, 유아교사는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놀이 주제가 무엇인지 놀이 속 유아의 즐거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 읽어낼 수는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겨울이 되면 ‘겨울이야’하니까 눈썰매장을 가야된다는 생각을 부모로서 한 거예요. 눈썰매를 태우고.

근데 한번 타고는 더 타고 싶어 하진 않더라구요. 그러고 난 뒤에, 너무 추우니까 물이 얼어 있잖아요.

저게 깨질까, 안 깨질까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던지기 시작했어요. (중략) 정말 겨울

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유아에게 겨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썰매를 강제로 태우

고(웃음) 근데 ‘저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실은 반대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놀이중

심이 그런 걸 현장에서도 놓치지 말라는 게 아닐까.

(A교수: 2020. 1.5)

유아는 놀이를 하는 과정동안 자신만의 놀이 규칙을 적극적으로 찾고, 가설을 실험하고, 놀이

상황이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을 찾아 나가며 놀이 상황을 즐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는

스스로의 놀이를 구조화하고 조직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는 인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Whitebread, 2010). 유아교사는 유아의 이러한 놀이 장면 속에서 유아의 놀이 주제와

미묘하게 작동하는 패턴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때 그 놀이가 확장, 심화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핑거페인팅을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중략)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뿌려봤다가... 어떤 애는 찐득이는

데서 거기서 몰입해서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계속 묻히다가... 그 다양성을 놀이로 엮어주면서 심화,

확장 하는 거죠. (C원장: 2019. 12.18)

유아가 몰입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교사는 놀이를 세심하

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교사의 시선이 머무는 단편적인 장면을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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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교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면에 까지도 관심을 기울이

며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 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Taguchi(2018)

는 놀이를 읽기 위해 유아가 표현하는 언어와 행동의 내부 작용의 의미까지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유아의 발달을 안에서 부터(from within)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와 그 주변의 객체와

물질 사이-내부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

한 방식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금은 눈을 넓게 보고 관찰을 하고.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걸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만 보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F교사: 2019. 12.18)

저는 아이를 관찰할 때도 사실은 놀이보다는, 전체보다는 ‘저 아이의 문제 행동이 뭐지?’ 이런. 사실

거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서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중략)이 아이가 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거를 좀 더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지 않았을까.

(F교사: 2020.1.5.)

아무리 관찰을 유심히 한다고 해도 놓치는 것들이 생겼었어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교실에

다가 놓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유아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것들

이, 비언어적인 것들이 있어서. 혼자서 관찰하기엔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영상촬영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런 방법을 실제로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중략) 저는 활동에 대한 계획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찾게 되더라구요. (E교사: 2020.1.5)

2) 놀이기록하기

교사가 놀이를 읽어내고 이를 기록하는 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 교사는 놀이의 의미를 기록하면서 유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의 주제를 심화, 확장시켜주기 위한 놀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는 교사가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놀이의 중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원장: 2019. 12.27)

관찰일지를 써야 되는 데 관찰해야 하는 아이들의 인원수도 많고 그걸 놓칠 때도 있고, 또 도움을 주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영역을 돌아가면서 촬영을 했는 데 (중략) 실제로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였는 데 내가 보여지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E교사: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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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관찰한 유아의 놀이를 서술하고 그 장면에서 유아에게는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지 해석해보고 다음의 놀이 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놀이의 의미를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실제에서는 스스로 알

아 나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윤민아, 2019),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관찰한 현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

였다.

처음 스타트는 미비한데 끝은 아주 화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힘.

(중략) 교사 개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는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그 과정 속에서 파악해

본 현상, 어떤 나온 그런 것들을 정리해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도출해나가는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의 차이가 엄청 클

거 같긴 하거든요. (A교수: 2019. 12. 27)

일 년을 쭉 놀아봤더니 무언가로 결과를 도출해 낼 때 이것을 하나의 명칭 지워줄 수 있는 작명가로서의

능력도 있어야 하겠다. (B교수: 2019. 12. 27)

놀이를 기록하는 것은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의도를 이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유아의 개

별적인 특성을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는 유아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전문가들과 논의할 때의 설명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유아교사의 전문 역량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뭐 했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애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경험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정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과물. (중략) 더 잘해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A교수:2019. 12. 18)

3. 유아중심 놀이 실천하기

반성적 사고를 통해 유아중심놀이를 이해하였다면, 유아교사는 현장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 상황을 해석하고 유아의 놀이가 즐겁게 이루

어질 수 있는 지원전략을 선택하여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아중심 놀이의

실천은 유아 교사 스스로가 놀이와 가르침의 행위를 즐길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1) 아이처럼 놀이하기

놀이의 주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은 유희로서의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유아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기에서 시작되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성취감, 재미까지를

포함하는 즐거움이다. 유아가 놀이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은 교사가 놀이를 유아처럼

즐기고, 유아의 민감한 공동 놀이자가 되어 놀이를 지원할 때 더욱 커질 수 있다(Woo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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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유아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교사중심의 구조화된 놀이를 반복하는 교사는 유아

중심의 놀이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교사

스스로가 놀이에 몰입하여 그 놀이를 즐기며, 놀이 맥락과 놀이에서 일어나는 배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교실은 선생님도 이직이 없어요. 내가 자꾸만 구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즐겁지 않고 그러면

교사도 지겹고 힘들거든요. 이 즐거움이라는 건 선생님과 아이도 딱 맥락이 맞았을 때가 가장 즐거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C원장: 2019.12.18.)

놀아봐야 한다. 교사들이 놀아봐야 한다. (중략) 아이들한테는 ‘놀아봐’라고 하지만 교사 본인은 실제로

그걸 놀아본 기억이 어렸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A교수: 2019. 12.27)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놓고도 교사가 몰라. 놀이할 줄을 몰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예

요? 어떻게 달라요?’ 이러면 짝도 없고(웃음)

(C원장: 2020. 1.5)

유아교사 스스로가 놀이를 즐기고, 놀이에서 일어나는 배움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그 배움을

다음의 어떤 놀이로 지지하고 확장하며 지원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유아 교사의 고유

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

사의 전문 역량이 된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표현활동이나 음악활동은 제가 정말 안 좋아… 못하는 거라서, 조금 많이 뒤로 두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중략) 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의 놀이를, 공평하게 라는 말은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그 놀이마다 다 재미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D원장: 2020.1.5.)

2) 놀이지원하기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아의 놀이 흐름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는 물리적, 환경적인

지원이 세심하게 이루어 질 때, 유아는 교사에 의한 학습을 위한 놀이가 아닌 스스로가 주도하는

진짜 놀이를 경험하였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자신들이 놀이에서 사용할 수 공

간을 충분히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는 놀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블록방으로 해볼까 아니면 공간을 더 무너뜨려 볼까. 선생님은 큰 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환경을 만들고 그랬을 때 (C원장: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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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규칙이 우선되어야 하

며, 공동의 규칙 수립 시에는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필요성들을 공

유하여 공동의 놀이 규칙을 수립할 때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모든 것을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맡긴다는 건 안전성에 대한 문제. 어린이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교사가 일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잡아놓고 그걸 아이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놀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F교사: 2019. 12.18 )

또한, 유아가 자신의 놀이에서 활용하는 놀이감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놀이 주제의 맥락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어린이집 안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같이 하는

과정을 일단은 실행하고 있긴 한데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 표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D원장: 2019. 12.18)

제가 구슬, 비즈 있는 옷을 입고, (중략) 7세는 ‘원장님 그 옷 언제 벗으실 거예요? 언제 버릴 거예요?’,

‘왜?’, ‘우리 비즈가 필요해요’ ‘그래? 비즈 사주지 뭐’ 그래서 비즈 한 가득 사주고.

(C원장: 2019. 12.18)

또한,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충분한 놀이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놀

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학계 전문가, 원장 및 교사를 포함하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유아교육전문가

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놀이 사유하

기’, ‘놀이 알아차리기’, ‘유아중심의 놀이 실천하기’ 3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3개 범주의 하위

범주는 ‘놀이이해하기’, ‘반성적 사고하기’, ‘놀이읽기’, ‘놀이기록하기’, ‘아이처럼 놀이하기’,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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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하기’로 유목화되었다. 각 범주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사유하기’는 ‘유아교사가 놀이 이해하기’, ‘반성적으로 사고하기’의 하위 범주를 도

출하였다. 이는 유아교사 자신과 유아교육기관 구성원 각자가 가지는 놀이에 대한 해석과 관점

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그동안 실천해왔던 놀이가 유아에게 충분

한 주도권을 주었던 실천이었는지, 습관적으로 행하던 교수활동이 오히려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

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

로 활용하여 접근하거나,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개입하지 않는 방임적인 놀이 접근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Frost, Wortham & Reifel, 2005), 유아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아의 자유놀이와

교사 주도의 놀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사가 역할을 할 것인지는 놀이에 부여하는 지위,

즉, 놀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실천은 다를 수 있는 것으로(이경화, 2019), 유아

의 배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놀이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에

서의 ‘놀이’방식으로 놀이중심교육과정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Frost et al., 2005).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관점은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 시간을 결정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 등 놀이

와 관련한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역

량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Isenberg & Quisenberry,

1988).

반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려는 의도적이고 유목적적인 문제해결과정

이며, 그 문제 사태를 구성하는 여러 논리적, 경험적 근거에 따라 본질적 의미가 추구되는 지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생성하는 능동적인 연구자, 전문적인 실천가로서 역할 하는 반성적 실천

가이어야 한다(Schőn, 1983). 이경화(2019)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유아교사가 놀

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교사중심의 놀이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 지, 교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놀이는 무엇인지, 배움을 지원하는 놀이는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사고하

여 이해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성적 사고하기가 놀이중심교

육과정 실행 역량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교사의 개인적 교육철학은 교사 각자의 내면화 고정을 통해 재구성되고 이는 전문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단현국, 유영의, 2006). 유아교사가 놀이에 대

해 가지는 신념과 철학은 이들의 놀이 참여 및 가치 인식, 태도를 결정하여 실제 행동과 관련되

는데(신은희, 1990),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역량의 첫 번째로 ‘놀이 사유하기’가 나

타난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유아교사가 놀이에 대한 철학, 신념 및 반성

적 사고가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교사교육 시

스스로의 가치와 경험을 뒤돌아보고 놀이에 대한 본인의 신념과 이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

함을 제안한다.

둘째,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 읽기’, ‘놀이기록하기’를 포

함하는 일과 중 유아의 ‘놀이 알아차리기’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의 맥락은 무엇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넘어서 유아의 숨겨진 의도까지도 알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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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유아 놀이의 맥락을 읽어내는 발현적 경청하기로(Rinaldi, 2006),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유아가 보여주는 수많은 언어와 놀이에 포함되는 물질인 놀이감이 드러내는 의미를

교사가 읽고 함께 할 때 유아교사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

는 자신이 민감하게 관찰하게 읽어낸 놀이를 기록하여 학습과 새로운 되어가기의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Taguchi, 2018). 관찰한 놀이의 내용을 자신

의 학급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충하

여 관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읽어 낸 놀이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 수업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아의 놀이 전반을 알아

차릴 수 있게 한다(김현욱, 2018).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기록 작업을

통해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기록 이후의 유아의 배움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기록하는 과정은 유아의 놀이에서 배움

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지원하게 되므

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유아의 놀이를 읽고 기록하는 역량은 필수적

이다.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운영이 유아의 놀이와 흥미를 발견하고 실행 중인 놀이를 평가하여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실행-평가-계획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진행 중인 유아의 놀이를 읽고 기록하는 ‘놀이 알아차리기’는 유아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전문 역량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사는 아이처럼 놀이하기를 즐기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실천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가 아이처럼 놀이를 즐길 수 있을 때

유아의 놀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가

긍정적 놀이신념을 매개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임수

미, 황혜신, 2019)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놀이성이란 개인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성향으로,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놀이가 즐거운 활동이고 놀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이끌어간다는 일반적 신념을 가지고 유아와의 활동에서 즐거움, 재미를 경험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진(2012)은 유아와의 놀이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는 교

사는 놀이교수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주며, 유아와 놀이를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는 교사는 도구화

된 그리고 학습과 교수의 매개체로서 교실의 수업을 주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교사가 아이처럼 놀이하는 것은 유아와의 놀이를

즐기는 놀이성 높은 교사의 모습이자 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에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놀

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처럼 놀이에 몰입

하여 유아의 놀이 맥락에 따라 물리적 환경의 변화, 시간의 확장 등을 포함하는 유아중심의 놀이

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

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는 유아의 의도와 무관한 개입, 유아의 주의를 흩트리는 상호작용, 놀이

에의 간섭, 쓸데없는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자신의 놀이지원계획이 구조화된

놀이 환경은 아닌지 점검하며 놀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Fisher & Wood, 2012; Woo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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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행하

는 유아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공간을 확장해주고, 몰입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경험을 위해 충분한 놀이시간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 한명이 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세심한 놀이의 지원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아교사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양질의 교육을 가늠하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성공 여부는 현장에서의 유아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는 가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수준에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도, 그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사의 실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염지숙, 2011). 이러한

실천은 교사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우며, 공동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유아교육기

관 구성원들과의 협력하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는 증대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단기간 동안 일부지역의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

룹 인터뷰어의 의견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교사 전문가의 학력과 경력이 비교적 높고, 원장

의 기관유형이 제한적이므로 해석의 일반화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다양한 경력과

학력의 교사 및 여러 기관유형의 원장 등 교육현장의 배경특성을 고려한 현장 전문가 집단을 포

함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하건데, 현장전문가를 포함하는 유아교육전문가의 시선을 바탕으로 놀이중

심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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