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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19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 적용
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에 
관한 개정 누리과정1)에서는 반복과 훈련을 강조하는 학습 중심 

또는 인지 중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태
교육 환경에서 놀이를 통해 또래의 아동들과 어울려 주도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교육은 실내 공간에서의 정형화되고 인위적인 

놀이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실외공간에서의 자연과 동화된 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의 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외 놀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보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이에 상

응하는 외부공간의 확보와 계획 기준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서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의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생태교육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외
부공간의 확보와 문제점을 제시하였었다. 대상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45개소가 외부놀이공간이 거의 확보
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놀이공간이 설치된 55개소 중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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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보도자료(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 현장 자율성확대, 교사 부담완화가 주요 내용 및 
특징임.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한 곳은 6개소에 불과하였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는 6개소 중 4개소
의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외부공간의 구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생태교육 활동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의 방향과 기준

설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영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이중 
생태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는 생애 첫 번째 초기 단계의 영유아 

대상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놀이와 자연 중심의 생태교육에서 필수적인 외부 공간 계

획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 고찰을 통
해 영유아교육과 생태 교육과 외부놀이 공간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의 4개 영유아보
육시설(100개소)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위한 외부공간 활용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본 조사연구에서는 생태교육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수 사례(4개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외부공간의 확보 및 구성현황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례조사 대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외부공간을 중심으

로 한 영유아의 외부공간 놀이행태를 관찰·조사하였다. 
셋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생태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넷째, 영유아보육시설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

영유아보육시설의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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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론 고찰과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서 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

였다.

2. 영유아 생태교육과 놀이 공간구성

2.1 생태교육의 개념

생태주의는 생태의 원리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

생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2) 따라서 생태교육은 자연과
의 직접적 접촉과 자연 친화적 체험을 통해 자연이 학습의 장이 

되어, 궁극적으로 생태적 삶이 개인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천되
도록 한다. 영유아의 성장단계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
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특히 자연 속에서 놀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적인 특성과 생태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직

접적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양식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2.2 생태 교육과 외부 놀이 공간

자연 생태 유아교육은 자연과 함께 하여야 하며, 놀이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연 속에서 자율적 창의적 놀이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이다운 본성과 개성을 간직하고 자기 계발
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인은 집중적이고 협소하고 목
표 지향적이지만 아동은 전체적이고 넓고 동시적인 모드를 지

니고 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감각적인 요소들
과 장소의 미묘한 변화에 반응한다. 성인보다 장소와 감각을 더 
잘 기억하며, 주변의 미세한 속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3)

아동 친화적 환경은 자연요소가 풍부하며 감각적으로 풍요

롭고 영역성과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아동 자신의 존재감이 드

러날 수 있는 외부공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부공간과 탐색
이나 움직임이 부족한 곳은 싫어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

다4)(최 목화 외, 2009). 따라서 생태교육은 자연과의 접촉과 체
험적 교육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외부공간의 확보와 외부

공간 위주의 생태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2.3 생태교육을 위한 외부놀이공간에 관한 연구 동향

외부 놀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자연 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보육 시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박병민, 2005), 생태
건축 개념을 적용한 유아교육시설 요소를 건축계획에 관한 연

구(김기석, 2008), 자연개념을 적용한 어린이집 공간디자인 연
구(황창환, 2008), 생태 유아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이현정, 

2) 신종수, 대안학교에서의 생태주의 교육에 관한 비판적 분석, 한양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17-18.

3) Olds, Child Care Design Guide, McGrow-Hill, 2001, pp.176-178.
4) 최목화 외7인, 보육시설 환경디자인, 교문사, 2009, pp.442-467.

20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간구성 및 시설기준 비교연구(이
종혁 외, 2014), 발도르프이론을 적용한 생태 유아교육 공간디
자인에 관한 연구(이수영, 2015) 유치원 실외공간을 활용한 유
아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금수향, 2017), 자연 친
화적 요소를 적용한 유아교육시설 요소를 건축계획에 관한 연

구(황정은, 2020), 자연 친화적 적용한 유아교육시설 건축계획
에 관한 연구(김상준, 2020) 연구논문 등이 있으며, 생태교육 프
로그램과 자연 친화적 유아교육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생태 교육과 관련되어 숲 유치원과 외

부놀이 공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3. 사례조사 분석

생태교육을 고려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외부공간 확보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6
개소 중 4개소(전주 수퍼스타 어린이집, 익산 익산어린이집, 군
산 숲에 on 어린이집, 군산 지혜 숲 어린이집)를 선정하였다. 이
를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위한 외부 공간구성 및 활용 실태를 조

사·분석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상세조사는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생태교육 장소에 연구자가 동행하여 실

태조사(주 2회, 총 10회, 1회 각 두 시간)를 실시하였고, 교사 면
접조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5)를 실시하였다.

3.1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현황과 외부공간 구성 실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개소는 조사 당시 생태교육 프로그
램을 시행하는 사립 보육시설로서 입지지역 별로 도시 근교나 

외곽에 위치한 2개소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며, 도
심지 2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현황 자료: 네이
버지도)

(1) 전주-수퍼스타 어린이집

① 현황개요

전주시 효자동의 대학부설 시설로 캠퍼스내에 입지하고, 주
로 주변 주거지역(서부 신시가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유
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Table 1>.

소  재  지 전주시 완산구 연 면 적 996.79㎡

용 도 지 역 자연녹지지역 건 폐 율 77%

대 지 면 적 1,500㎡ 원 생 수 86명

건 축 면 적 1,157.84㎡ 교 사 수 18명

Table 1. Status of Superstar Daycare Centers 

5)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각 어린이집 당 40부로 160부
를 배포하여 89부가 회수(회수율 55%)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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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공간 구성 특징 및 놀이행태

이 시설의 원내 외부공간은 마루(데크)와 중정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잔디마당으로 구성되고, 원내에 모래놀이, 
꽃밭, 텃밭, 동물사육장이 갖추어져 매일 1시간 30분 생태교육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접한 숲 체험(천잠산)은 
주 3회, 2시간씩 진행되었다<Fig. 1 ~ 6>. 

Fig. 1. Peripheral Status Fig. 2. Layout Drawing

Fig. 3. Courtyard Aerial view Fig. 4. Sand Playground

Fig. 5. Animal Breeding Fig. 6. Forest Cooperative Play

(2) 익산 익산어린이집

① 현황개요

익산시 도심 주택가 동천로에 입지하고 있으며, 2001년 개원
한 이후 2017년 인접한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넓은 마당과 놀이
시설, 텃밭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한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
며 외부공간도 공동 사용된다<Table 2, Fig. 7, 8>. 원내 외부공
간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비되어있으나 숲 체험을 위해서는 인

근 수도산으로 차량이동 방문하고 있다.

소  재  지 익산시 동천로 연 면 적 513.58㎡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폐 율 39.7%

대 지 면 적 426㎡ 원 생 수 78명

건 축 면 적 169.24㎡ 교 사 수 12명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Iksan Daycare Center

Fig. 7. Peripheral Status Fig. 8. Layout Drawing

② 외부공간 구성 특징 및 놀이행태

이 시설의 외부 공간은 놀이터, 잔디마당, 모래놀이, 족구장, 
공연장(데크),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교육 여건이 잘 갖
추어져 영유아들은 매일 30분 이상 외부놀이를 하도록 하고, 숲 
체험은 1개월에 1-2회 차량을 이용하여 원거리의 소라산 등 1시
간 진행되었다<Fig. 9 ~ 12>. 

Fig. 9. Physical Fitness Yard Fig. 10. Sand Playground

Fig. 11. Vegetable garden Fig. 12. External deck

(3) 군산 숲에on 어린이집

① 현황개요

군산시 외곽 성산면에 입지한 인접한 녹지를 매입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유롭게 생태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원내 텃밭의 자유로운 이용과 파고라 등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하였다<Fig. 13, 14>.

소  재  지 군산시 성산면 연 면 적 558.56㎡

용 도 지 역 계획관리지역 건 폐 율 23.2%

대 지 면 적 1,631㎡ 원 생 수 65명

건 축 면 적 379.56㎡ 교 사 수 8명

Table 3. Status of Supe-on Daycare Centers 

Fig. 13. Peripheral Status Fig. 14. Layout Drawing

② 외부공간 구성 특징 및 놀이행태

이 시설의 외부공간은 놀이터, 잔디마당, 모래 놀이,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유실수를 심어 영유아들이 생육에 관한 
체험뿐만 아니라 과일을 먹어보고, 보존하는 활동에 참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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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으며, 매일 1시간 정도 생태체험이 진행되고, 숲 체험
은 개원 후에 확보한 산림에서 매일 1-2시간 진행되었다<Fig. 
15-18>. 또한, 원외 숲 체험활동으로 1개월에 한 번 통매산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Fig. 15. At Pagora Fig. 16. Playground·Deck

Fig. 17. Gardening Fig. 18 Mountain camping experience

(4) 군산 지혜 숲 어린이집

① 현황 개요

이 시설은 군산시 동지곡동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해 
있고, 어린이공원에 인접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 꽃
밭과 놀이터를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숲과 
텃밭은 인접한 곳에 확보하여 다양한 생태 체험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Table 4, Fig. 19, 20>. 텃밭과 자연숲은 인근의 개인 소
유 텃밭과 산에 방문 이용하고 있다. 

소  재  지 군산시 동지곡동길 연 면 적 413.73㎡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폐 율 59.9%

대 지 면 적 434㎡ 원 생 수 49명

건 축 면 적 259.97㎡ 교 사 수 13명

Table 4. Status of Wisdom Forest Daycare Centers

Fig. 19. Peripheral status Fig. 20. Layout drawing

② 외부공간 구성 특징 및 놀이행태

이 시설의 외부 공간은 놀이터와 생태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꽃밭과 미니텃밭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은 매일 30분 이상 외부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인
접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꽃밭을 가꾸고, 원
에서 놀이터와 잔디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공동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인근에 입지한 주민소유의 텃밭을 한 달에 두 번 정
도 주민과 함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숲 체험은 1개
월에 1회, 30분정도 근교 숲을 산책하고 있었다<Fig. 21 ~ 24>. 

Fig. 21. Cultivation of plants Fig. 22. Road to park

Fig. 23. Mini garden Fig. 24. Outside playground

3.2 생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사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총 160부를 배포하여 
8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55.6%). 설문은 23개 항목으로 구성
하고, 응답자 속성을 제외한 생태교육에 관련된 17개 항목 중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생태교육에 대한 중요성 :유아들의 인지적인 변화에 초점
을 맞추는 조기교육보다 놀이 중심의 생태교육이 더 중요하다

는 의견에 89%의 동의하였다.
2) 생태교육에 대한 만족도 : 바깥 놀이 중심의 생태 유아교

육에 대한 80% 이상의 학부모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하
였다.

3) 외부 공간 놀이 중심의 문제점 : 가정 내에서 바깥 놀이 
중심의 생태 유아교육을 실제 적용의 장애 요인으로, 주변 환경 
및 시설의 미비와 안전문제가 30%이며, 상황과 시간적 여건 미
비가 46%로 응답하였다.

4) 내·외부 공간 활동의 중요도 인식 :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놀이는 실내 공간 활동보다는 외부공간 중심의 놀이와 자연과

의 접촉이 가능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88% 
응답하였다.

5) 기타 주요 응답 내용 :자녀들이 텃밭 가꾸기 등 식물 및 
농작물을 직접 재배 활동에 대해서는 73%가 적극적으로 동의
하였다. 토끼, 닭, 개 등의 동물사육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한다가 30%, 적극 동의한다가 55%로 전체 85% 부모
들의 동물체험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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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육교사 생태교육의 인식

시설별로 원장과 교사들에게 인원, 외부공간에서의 활동, 소
요시간, 숲 놀이의 탐색내용, 텃밭과 식물재배 활동, 숲 놀이에
서의 개인적·그룹별 활동행태, 문제점 등에 관해 면담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생태교육은 고정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유아 중심의 자율성을 위주로 한 자연

스러운 생태체험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동은 
외부공간에서의 놀이를 좋아하며 숲 체험시 가장 즐거워한다. 
또한, 인접한 공원, 숲과 둘레길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능하
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외부공간에서 보내도록 생태교육시간을 

늘려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생태교육을 위한 숲 
체험활동은 원거리에 입지한 곳을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안전과 위생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였고, 가까운 곳에 어린이공
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원내 외부공간의 협소로 인해, 인접한 어린이공원을 계절별

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어린이공원의 

자연친화적 환경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시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제시하였다.

3.4 사례조사 외부 놀이 공간의 공간적 특성

조사대상 4개소 어린이의 생태교육을 고려한 외부놀이 공간
구성 요소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대상시설에서의 외부 놀
이 공간 연결 관계를 <Fig. 25>와 같이 접근성(분산형/집중형) 
개방성(공적공간/사적공간) 활동성(동적공간/정적공간), 고정성
(수동형/능동형), 자연성(인위성/자연성)이라는 공간 특성에 의
해 분류 구성하여 조사대상 4개의 보육시설에 적용·분석하였다.

Fig. 25.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on diagram

① 접근성

접근성은 아동의 시설 내에서 각 공간으로의 접근, 내부외부
로의 출입의 용이성, 자율성과 외부 놀이공간의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한 접촉의 원활성에 의해 구분된다. 실내 놀이공간에서 중
앙 현관 또는 부출입구를 통해서 외부로의 출입이 가능한 집중

형과 각 보육실에서 직접 외부로 연결되는 분산형으로 분류되

며, 외부로의 직접 출입 방법에도 전이(매개)공간의 유무에 의
해 재분류될 수 있다. 매개공간은 실내외공간의 중간 성격을 지
닌 데크, 섬룸, 중정 등의 공간이다. 즉 내 외부공간의 위계적 
관계와 유기적 연결과 접근의 유연성에 관련된 공간이다.
어린이집 대지 내에 설치된 외부 놀이공간에서 텃밭과 자연

숲으로의 접근과 이동에 관련되어 인접도보 접근형과 격리차량 

접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 도시형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대지규모의 한계로 텃밭, 공원, 숲과 같은 자연친화적 놀
이공간을 자체로 확보하기 어렵다. 도시근교 자연녹지지역의 
어린이집은 대지 내 외부놀이공원이나 텃밭, 인접숲 활용이 가
능하나 도시형의 경우는 이격된 텃밭이나 공원과 숲의 방문 이

용이 가능하다.

② 개방성

외부공간, 데크, 캐노피 공간, 파고라와 같이 벽체 (가벽, 펜
스)와 지붕(캐노피, 어닝) 등의 에워쌈의 장치에 의해 개방성이 
정도가 다르다. 인위적인 에워쌈과 차폐물이 제한적이거나 없
는 외부공간은 공원, 텃밭, 숲 등이다. 개방공간은 아동간의 상
호작용과 촉감과 감각과 사회성 개발에 유리하고 다양한 활동

이 전개되지만 청각적, 시각적 측면에서 많은 조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영역별로 구분이 요구된다.6) 개방적 공간은 대그
룹 활동을 수용하는 반면 폐쇄적 공간은 소그룹이나 개인적 공

간에 해당된다. 다양한 자연요소를 접하여 감각적으로 풍요로
우면서 동시에 영역성과 개인공간이 인정되어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외부공간의 성격이다.

③ 활동성

활동성에 의해 신체 움직임을 위주로 한 동적 공간과 개인적

이고 조용한 정적 공간으로 분류된다. 위요적이고 소규모로 분
리된 정적 공간은 안정감 속에서 자아 인식의 체험이 이루어진

다. 유치원에 비해 영유아일수록 정적 공간에 대한 배려가 이루
어져야한다. 

④ 고정성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지향적인 성인에 비해 아동은 포

괄적이고 전반적이며 동시적인 성향이 강하다. 고정성 놀이터
와 같은 정형화된 놀이와 장치 위주의 수동적 놀이는 이러한 아

동의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놀이터도 우주선과 같은 모형 형식
의 놀이기구는 그네와 시소 등의 놀이기구에 비해 수동적이다. 
이에 반해 비고정형은 고정된 형식이나 구체적 행위의 제한과 

타율성을 배제하고 아동 스스로 찾고 탐색하고 집중하게 하는 

능동적 놀이의 생태적 특성이다. 모래밭과 물놀이장은 고정형 
시설에 해당되지만 미끄럼틀과 같은 놀이기구에 비하면 비고정

성을 내포하고 있는 놀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 외부놀이

6) 김상준,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보육시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한위논문, 2020,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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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중에서도 잔디광장이나 마당과 같이 물리적 장치가 배제

된 오픈 스페이스는 아동의 능동적 자율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고정형의 복합적 놀이공간이다. 자연 숲이나 생태 공원
은 가장 비고정적 공간이다. 

⑤ 자연성

영유아 놀이공간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이며 체험적인 자연친

화적 공간이어야 한다. 자연친화적인 환경과의 접촉과 생태적 
체험을 통해 창조적 능력이 배양되고, 발달 단계별 욕구가 충족
되어, 협조적이고 원만한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한다. 인위적인 
형식을 배제하고 아동 스스로 찾고 탐색하고 집중하여 능동적

으로 자연을 접촉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인위성은 이에 반하는 
공간 요소이다.

3.5 생태교육시설 외부공간 비교분석

(1) 사례시설의 외부공간 구성

영유아를 위한 생태적 외부놀이공간의 공간적 특성(접근성, 
개방성, 활동성, 고정성, 자연성)에 따라 사례 시설의 외부 놀이
공간을 전이공간, 동적공간, 정적공간, 텃밭, 자연숲으로 분류하
였다. 접근성과 관련된 전이공간에는 테라스, 데크와 중정이 해
당된다. 원내 외부놀이공간은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으로 구분하
며, 동적공간은 고정형과 비고정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형 
놀이공간은 놀이기구나 운동기구중심의 놀이터와 운동장에 해

당된다. 비고정형은 모래 놀이, 물놀이장과 같은 참여형과 화단
이나 동물 사육장과 같은 관찰형으로 구분된다. 정적공간은 파
고라와 같은 위요성 공간과 개방적이고 비고정인 복합성 성격

의 잔디마당이나 복합용도의 공연장과 같은 공간적 놀이 공간

적으로 분류된다.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텃밭이 있으며, 가장 자
연친화적인 생태놀이공간으로서 자연 숲이 있다. 자연숲이야말
로 정적이고 동적이고, 체험적이며 개방적이고, 공적이며 때론 
폐쇄적이며 사적이고 가장 비고정적인 복합적 생태 공간이다. 
조사대상 중 생태교육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이 양호한 4개 보
육시설의 공간 활용 실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 결과<표 5> 외
부공간 구성현황과 같다. 

① 전주 수퍼스타 어린이집

전면부는 진입 및 마중 배웅공간, 측면은 화단 등의 경관적 
외부공간, 후면은 다양한 놀이공간과 자연관찰 및 체험 위주 생
태형 놀이공간이 설치되어있고, 인근 숲에 인접하여 다양한 공
간과 내외부공간의 인위적 자연적 공간 사특히 유일하게 내외

부공간의 연결이 보육실에서 직접 데크나 중정(전이 공간)을 거
쳐 자유롭게 실내외공간의 연결과 접근이 이루어지는 접근성이 

확보된 유일한 사례이다. 동적 놀이공간은 놀이터와 소형 놀이
기구, 물놀이 및 모래 놀이로 구성되어있고, 공간적 놀이공간은 
잔디밭과 흙으로 마감된 공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연관찰 놀
이공간은 식물 체험공간(꽃밭과 텃밭)과 동물 체험공간(사육장)
과 인접 숲(생태 숲, 둘레길)으로 구성되어있어 아동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로운 동
선, 개방공간과 작고 폐쇄적인 공간, 자연물과 어우러진 공간 

등 아동의 놀이 욕구와 행위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가능하다. 소극적 공간과 적극적 공간, 인위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다양한 놀이 매개체(기구, 모래, 물, 그늘 등), 개인 행위와 
집단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외부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공적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확

인하는 공간 분절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자연녹지지
역이며 인접한 숲 공원(천잠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입지적 특
성으로 자연 친화성이 매우 양호하다. 전주 수퍼스타 어린이집
이 가장 다양한 성격의 외부놀이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 양적 질

적으로 이상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내외부 공
간, 인공과 자연과의 위계적 관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생태적 교육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외부공간
계획이 이루어졌다.

② 익산 어린이집

익산시 도심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병설된 보육 

시설이다. 대부분의 외부놀이공간을 유치원과 공유하지만, 도
심지 어린이집으로선 다양한 놀이공간과 원외 근접거리의 텃밭

을 포함한 규모의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내외부공간 연결
은 집중형이며, 자연숲은 약 1Km 거리의 수도산 숲으로 차량 
이동 방문하고 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공간으로 이루어진 동적 공간(놀이터, 운

동장, 모래놀이, 물놀이, 화단)과 공간적 놀이공간(잔디광장, 공
연장)과 텃밭이 설치된 비교적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어. 복
합성과 소규모 다양성의 분절성이 양호하다.

③ 군산 숲에온 어린이집

군산 시가지에서 벗어난 계획관리지역 간선도로 이면에 위

치해 있다. 주변이 농지와 임야로 둘러싸여있어 비교적 넓은 대

외부공간

수퍼

스타
익산 숲에on 지혜숲

전이

공간

테라스(데크) ○ × × ×

중정 ○ × × ×

동적

공간

고정형
놀이터 ○ ○ ○ ○

운동장 ○ ○ ○ ×

비고정형

참여형
모래 ○ ○ ○ ○

물 ○ ○ ○ ○

관찰형
식물 ○ ○ ○ ○

동물 ○ × × ×

정적

공간

파고라 × × ○ ×

공간적 놀이공간
잔디마당 ○ ○ ○ ×

공연장 × ○ ○ ×

텃밭
원내 ○ × ○ ×

원외 × ○ × ○

자연

숲

인접도보

접근형

인근숲
확보 숲 × × ○ ×

사유지 × × × ○

도시 공원 ○ × × ×

차량접근형 이동(차량) 방문 × ○ × ×

Table 5. External Spac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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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다양한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숲, 공원, 둘레길로의 
연계로 생태 체험교육 공간을 확보한 경우이다. 아동의 내부공
간에서 외부공간으로의 이동은 교사의 일괄적 인솔로 중앙현관

과 부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져 아동의 자유로운 접근에 불리하

다. 원내 외부공간에 동적 놀이(놀이터, 운동장, 모래놀이, 물놀
이, 화단)와 정적 놀이공간(파고라, 잔디광장, 공연장)이 다양하
게 설치되어있어, 정적이고 복합적 외부공간이 가장 완벽하게 
확보된 사례이다.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도시계획 지역과 근접
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이다. 보존된 자연환경과 저렴한 
지가의 요인으로 넓은 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외부 놀이공간

을 확보하고 인접 숲을 자체 확보하여 생태적 환경을 강화한 사

례이다. 

④ 군산 지혜 숲 어린이집

군산시 구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고층 아파트단지 인접 대지

에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외
부공간을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태 교육을 위해 인
접한 어린이 공원을 원내에 설치 불가한 외부놀이 공간은 동적 

공간(놀이터, 모래놀이, 물놀이, 화단)과 정적 공간(인근공원 잔
디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접근성은 중앙현관과 좌측면의 부
출입구를 통하여 이루어져 유기적 접근성은 불가하나 인접 어

린이 공원으로 직접 입·출입은 가능하고. 자연 친화성도 유리한 
환경이다. 텃밭은 도로 건너편 개인 사유지 텃밭을 사전 양해하
에 방문하고 자연숲 역시 인근 숲(사유지)에 보도로 방문한다. 
외부 놀이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도시지역 대다수 소규모 사

립형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에 해당되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

공원의 활용 가능성과 대안으로서의 사례이다.

(2) 도심지역 영유아보육시설의 자연 친화적 외부공간 확

보를 위한 공원 활용 방안 

연구 대상인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3개시 100개 영유아 
보육시설의 외부놀이 공간 중 생태교육에 필수적인 자연친화

적 놀이공간과 숲 놀이 공간을 확보한 곳은 6개소에 불과하였
다. 이는 대부분이 사립위주의 영유아보육시설로 주거지역에 
자리 잡아 재정 여건상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인

하고 있다. 6개소의 시설 중 2개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자
리 잡은 곳으로 개원 후에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였고, 1개소는 
인접한 어린이 공원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시가지 
외곽의 지가가 저렴하여 충분한 외부공간 확보에 유리한 자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자리 잡는 특성과도 일치되는 상

황이다.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이용하는 영유아 시설이 시가

지화 구역 밖에 자리 잡음으로써 이동 거리가 멀어 통원에 따른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이동제약 등의 부담도 가중되기 마련이
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밀집 주거지 내의 대다수 사립 
어린이집에서의 생태적 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놀이 공간과 

친자연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례(군산 지혜숲 어린
이집)와 같이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활
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 대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서는 어린이 공원을 자연 친화적 생태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공원은 놀이기구 위주의 조성원칙에 근
거하여 계획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관리로 생태교육 
환경에 적합지 않은 점이 나타났다.

공원 종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m² 개소 m² 개소 m² 개소

도립공원 5,608 1

근린공원 13,565 61 7,122 43 5,223 52

주제공원 2,370 9 142 3 509 6

어린이공원 319 138 211 94 90 39

소 공 원 71 39 37 25 48 13

계 21,934 248 7512 165 5,870 110

Table 6. Jeollabuk-do Park Status based on 2020
(unit 1,000m²)

공원 종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어린이공원
m² 개소 m² 개소 m² 개소

319 138 211 94 90 39

세대수 160,683세대 117,328세대 126,876세대

세대수/어린이공원 1,889 1,248 3,339

Table 7. Number of households per children's park in Jeonju, Gunsan, and
Iksan based on 2020

(unit 1,000㎡)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
한 법률”7)에 따라 250M 이내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
고 있어 3개시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등은 <표 6> 같고, <표 7>
와 같이 1,300~3, 300세대 당 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

되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고 지적되고, 
“공원 이용 수요 창출의 측면과 공원의 관리·운영에서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9)고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접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원 활용방안이 필

요하다. 더불어 향후 도시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입지계획과 
활용방안 및 관리 계획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7)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의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 기준 등, 2020. 5. 8 시행.

8) 최일홍, 황경희, 임지택, 공원녹지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계획지침 
작성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2.

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17,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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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영유아 교육은 인지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생
태환경에서 놀이를 통해 자발적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

태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아동 중심, 
놀이 중심, 외부공간 중심 그리고 자연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개
정되었다. 
이러한 생태교육은 정형화되고 인위적인 실내놀이보다는 실

외공간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외부공간의 양적 확보와 질적 계획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사 대상 4개소 어린이집의 생태교육을 고려한 
외부 놀이 공간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영유
아들의 시설이용행태, 교사와 원장 및 학부모들에게 생태교육
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생태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적 효과와 아동들의 외부놀이를 선호하며, 특히 숲 체험을 가장 
즐기며, 자연 속에서 자율적으로 놀이를 찾고, 나아가 스스로 
자기관리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위적 인지적 놀이나 학

습보다 집중도도 높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설문 조사결과 대부분 생태교육과 외부공간 중

심의 놀이와 자연과의 접촉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가능한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태체험장 주변 환경 및 시설의 미비와 안전문제를 염려하고, 
숲 체험 등을 위한 이동 시간 제약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례 조사대상의 외부 놀이공간의 공간구성을 조사 분

석하여,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구성요소는 접근성(분산형/
집중형), 개방성(공적공간/사적공간), 활동성(동적공간/정적공
간), 고정성(수동형/능동형), 자연성(인위성/자연성)으로 분류 구
성되며, 어린이집 생태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외부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접근성 : 시설 내에서 각 공간으로의 접근, 내부외부로의 출

입의 용이성, 자율성과 외부놀이공간의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한 
접근의 원활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성 : 아동간의 상호작용, 감각과 사회성 개발에 유리하

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지만 청각적, 시각적 측면에서 많은 조
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영역별로 구분이 요구된다. 영역성
과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아동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외부공간이 필요하다. 대그룹 활동을 수용하는 개방적 공간과 
더불어 소그룹이나 개인적 영역에 해당되는 폐쇄적 공간도 고

려되어야한다.
•활동성 : 유치원에 비해 영유아일수록 정적 공간에 대한 배

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고정성 :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놀이터와 같은 정형화된 놀

이와 기구 위주의 수동적 놀이가 이루어지는 고정형 외부놀이 

공간이 필수적으로 우선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 행위의 
제한과 타율성을 배제하고, 아동 스스로 찾고 탐색하고 집중하
게 하는 능동적 놀이 위주의 비고정형 놀이공간이 생태적 특성

에 적합하며 영유아에겐 더욱 우선되어야한다. 

•자연성 : 영유아 놀이공간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이며 체험적
인 자연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
넷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은 기본적

으로 외부공간에서의 놀이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다수
를 차지하는 도시지역 사립 어린이 집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현

실적으로 외부공간의 양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생태적 프로그
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집이 도시 근교 자연녹지지역

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 하는 이유가 자연환경과 외부공간의 

확보 용이성이다. 따라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밀집 주거
지 내의 대다수 사립 어린이집에서의 생태적 보육을 위해 필수

적인 외부놀이 공간과 친자연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접

해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하

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계획단계부터 어린이집 입지와 도시공
원의 활용방안 및 생태적 관리 계획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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