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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japan

김희정

Kim Hee-Jung

요 약 본 연구는 2017년 개정된 일본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계와 개정중점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첫째, 2017년 개정 고시된 3기관(유치원, 보육소,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구성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개정중점을 같은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다. 둘

째, 교육․보육과정의 개정중점은 유아기까지 길러야 할 3가지 자질·능력을 정립, 10가지 유아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는 점과 길러야 할 자질·능력과 유아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메니지먼트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아상에 제시한 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와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커리큘럼·메니지

먼트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교육․보육관계자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 유치원 교육요령, 보육소 보육지침,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교육·보육 요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struct system and revision emphasis of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japan revised in 2017. First, the construct system of the revised early 
childcare curriculum and kindergarten curriculum of the three institutions in 2017 is different. However, it is 
more specific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and the revision focus is given in the same direction. Second, The 
revised emphasis of the curriculum establish itself with three qualities and abilities that must be nurtured 
through infancy and clarifies ten childhood images. Also, Emphasis is placed on the establishment of curriculum 
and management to implement these. Expert review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content presented in childhood 
images is appropriate and does not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curriculum and management without ensuring 
teacher autonomy.

Key words :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Kindergarten Curriculum Guidelines, 
Guidelines on childcare for day care centers, Curriculum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f Integrated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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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일본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소, 유보연

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3원화되어 있다. 유치원은 문부

과학성 관할,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만3세에서 취학전

유아대상 교육기관이며, 보육소는 후생노동성 관할, 아

동복지법에 근거하여 0세에서 취학전 영유아 대상 보육

기관,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내각부 관할, 인정어

린이원법에 근거하여 만3세 이상 유아 및 보육을 필요

로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이다. 일본은 유

보일원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대기아를 줄이기 위

한 많은 정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3원화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일원화의 길은 더욱 멀어

졌고, 교육·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1].

유치원과 보육소는 2008년 개정 고시된 ‘유치원교육

요령’과 ‘보육소보육지침’을 사용하였으며,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2006년에 제도화되었으나, 2014년에 ‘유

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2017년 3월 31일 3유형의 유아교육기관 교육․

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소는 9년 만에

‘유치원교육요령’과 ‘보육소보육지침’이 개정 고시 되었

고,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불과 3년 만에 ‘유보연

계형 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이 개정 고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육요령’은 ‘요령’으로, ‘보육소

보육지침’은 ‘지침’으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교

육·보육요령’은 ‘교육·보육요령’으로 표기함)[2-7].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개정 고시된 유치원의 유치원

요령, 보육소의 보육소지침, 인정어린이원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의 구성체계와 개정중점에

대해 탐색하여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유아교육기관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어떠한가?

2. 일본 유아교육기관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어떠한가?

Ⅱ. 일본 유아교육기관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계와 개정중점

1. 일본 유아교육기관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계

유치원의 요령의 구성체계는 총칙, 보육내용, 보육 실

행에서 고려할 사항, 건강 및 안전, 양육지원, 직원의 자

질향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육소의 지침은 총칙, 보

육내용, 건강및안전, 양육지원, 직원의자질향상으로구

분되어있다. 그리고유보연계형인정어린이원의보육․

교육요령은 전문, 총칙, 목적 및 내용 그리고 배려사항,

건강 및 안전, 양육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5-7].

3기관의 교육․보육과정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변

화되었으며, 2017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서로

간약간의차이가있다. 이는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기

관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

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요령과 교육․보육요령에는 전문

이있으나, 지침에는제시하지않고있으며, 총칙은모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요령과 교육․보육요령에서는 제1

장, 제1, 1, (1)의순으로제시하고있으나, 지침에서는제

1장 1. (1)의순으로제시하고있다. 요령과교육․보육요

령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소학교(초등학교) 교육과

정의 구성체계와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어[8] 지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대상연령이나 관할처 등

대부분 유사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3세에서취학전유아를대상으로하는교육과

정으로교육과정또한유사하다. 전문과성격, 총칙과총

론에서제시한내용, 제2장에 5개의영역의목적(목표)과

내용 등유사하며, 일본의 요령에는 제3장으로구성되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리과정

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에서 제시하고 있다[9].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동일한 일본의 보육소 또한 유사하다. 지침

에서는영아를포함하고있어영유아의특성을반영하여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소

의 기능을 연계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교육․보

육요령은 3세이상유아대상은요령을, 영아는 지침을 반

영하여구성되었다. 또한지침과교육․보육요령은건강

및 안전과 양육지원을 큰 범주로 두어 강조하고 있다. 3

유형의 기관 모두 유아기까지 길러야 할 자질, 능력 및

유아상을 제시하였으며, 영유아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계는 표 1에 제시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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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계

Tabel 1. Construct system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보육소보육지침
(2017년고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과정요령
(2017년고시)

유치원교육요령
(2017년고시)

우리나라
2019개정누리과정

제1장총칙

1. 보육소보육의기본원칙

2. 양호의기본사항

3. 보육계획및평가

(5) 평가를포함한계획의개선*

4. 유아교육실시시설의공유사항

(1) 길러야할자질·능력

(2) 유아기까지길러야할유아상

제2장보육내용

1. 영아보육의목적및내용

2. 1세아상3세미만아보육의목적및

내용

3. 3세아상아보육의목적및내용

4. 보육실시에서고려사항

제3장건강및안전

1. 어린이의건강지원

2. 식육(食育)의추진

3. 환경및위생관리와안전관리

4. 화재대비

제4장양육지원

1. 보육소에서의보호자지원의기본

사항

2. 보육소를 이용하고있는보호자에

대한지원

3. 지역의보호자등에대한양육지원

제5장직원의자질향상

1. 직원의자질향상의기본사항

2. 시설장의책무

3. 직원 연수등

4. 연수실시제도

전문

제1장총칙

제1유보연계형인정어린이원교육및

보육의기본및목표등 3.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교육및보육에서길러

야할자질․능력및 ‘유아기까지길러

야할유아상’

제2 교육및보육내용, 양육지원등

에관한전체적인계획등

제3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서

특히배려할사항

제2장목적과내용및배려사항

제1영아기원아의보육목적및내용

제2만1세이상만3세미만원아의보육

목적및내용

제3 만3세이상 원아의 교육 및 보육

목적및내용

제4 교육및보육실시에서배려사항

제3장건강및안전

제1 건강지원

제2 식육의추진

제3 환경및위생관리, 안전관리

제4 화재에의대비

제4장양육지원

제1 양육지원전반에관한사항

제2 유보연계형인정어린이원보호자

에대한양육지원

제3 지역의양육가정보호자등에대

한지원

전문

제1장총칙

제1 유치원교육의기본

제2 유치원교육에서길러야할자질·

능력및유아기에길러야할유아상

제3 교육과정의역할과편성등

제4지도계획작성과유아이해에근거

한평가

제5 특별한배려가필요한유아지도

제6 유치원운영상의유의사항

제7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교육활동

등

제2장목적및내용

건강

1. 목적

2. 내용

인간관계

1. 목적

2. 내용

환경

1. 목적

2. 내용

언어

1. 목적

2. 내용

표현

1. 목적

2. 내용

제3장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교육활동

등의유의사항

누리과정의성격

제1장총론

Ⅰ. 누리과정의구성방향

1. 추구하는인간상

1. 목적과목표

1. 구성의중점

Ⅱ. 누리과정의운영

1. 편성․운영

1. 교수․방법

1. 평가

제2장영역별목표및내용

Ⅰ. 신체운동․건강

1. 목표

1. 내용

Ⅱ. 의사소통

1. 목표

1. 내용

Ⅲ. 사회관계

1. 목표

1. 내용

Ⅳ. 예술경험

1. 목표

1. 내용

Ⅴ. 자연탐구

1. 목표

1. 내용

*어린이집은 0-2세는표준보

육과정을, 3-5세는 누리과정

을동일하게적용하고있음

* 절의소항목은필요한부분만기재함

2. 일본 유아교육기관 교육·보육과정의 개정중점

1) ‘길러야 할 자질·능력’과 ‘유아기에 길러야 할 유아

상’의 강조

3기관의개정된영유아교육․보육과정모두에서초등학

교(소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할 목적으로 ‘길러야 할 자

질·능력’과 ‘유아기에 길러야 할 유아상’을 개정중점으로

명시하고 있다[5-7, 10-12]. 유아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길러야 할 자질․능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이이루어지는모든기관에서동일하게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생애에 걸쳐 살아갈

힘의 기초를 배양하기 위하여 풍부한 체험을 통해 느끼

고, 생각하고, 알아가며,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식·기능

의 기초‘,이며, 둘째, 생각한것이나 알게된 것을사용하

여 생각하고 시험하고 탐구하고 표현하는 ’사고력, 판단

력, 표현력등의기초‘이고, 셋째, 심정, 의욕, 태도가자라

는가운데더나은생활을하고자하는 ’배우고자하는힘,

인간성 등‘이다. 자질 및 능력에 대해 정리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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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文部科學省 「幼兒敎育部會における審議の取りまとめ」(2016년8월26일)より.

그림 1. 유아교육에서 길러야 할 자질·능력

Figure 1. three qualities and abilities that must be nurtu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표 2.. 유아기에 길러야 할 10가지 유아상

Table 2. ten child-images that must be nurtured through early childhood

No 유아상 내용

1 건강한 몸과 마음

유아교육기관의 생활에서 충실감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

과 몸을충분히움직이며, 전망을 갖고 행동하며, 스스로건강하고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

2 자립심

주변의 환경에 주체적으로 관계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며 탐구하면서 끝까지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한다.

3 협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 생각과 사고를 공유하고 공통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생각하고

탐구하고 협력하며 충실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한다.

4 도덕성·규범의식의 배양

친구와다양한체험을통해해서좋은것과나쁜것을구분하고자신의행동을반성해보

고친구의기분을공감하면서상대의입장에서행동하게한다. 또한규칙을만들고지킬

수 있게 한다.

5 사회생활과의 관계
가족을소중하게여기는마음을가짐과아울러지역의주변사람과의관계속에서사람

과의다양하게관계하는방법을알고상대의기분을고려하여관계하며자신의역할의

또한 이러한 자질·능력이 유아기까지 활동 전반에서

길러질수있도록 ‘길러야할유아상’을 10가지로제시하

고, 보육사나교사가이를반영하여지도할수있도록하

였다. 유아상은 건강한 몸과 마음, 자립심, 협동성, 도덕

성·규범의식의배양, 사회생활과의관계, 사고력배양, 자

연과의 관계·생명존중, 수량이나 도형, 표식이나 문자에

의관심·감각, 언어를통한소통, 풍부한감성과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에 길러야 할 10가지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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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을느끼며, 지역에친근한마음을갖도록한다. 또한보육소내외의다양한환경과의

관계에서놀이나생활에필요한정보를나누며, 활용하는등, 정보를활용하여활동함과

동시에공공의시설을소중하게이용하는등사회와의관계등을의식할수있도록한다.

6 사고력 배양

주변 사물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사물의 성질이나 구조 등을 느끼고 알아차리

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탐구하는등다양한관계를즐기도록한다. 또한친구의다양한

생각을접하는가운데자신과다른생각이있음을알고스스로판단하고생각을바꾸는

등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7 자연과의 관계·생명존중

자연에접하면서감동의체험을통해자연의변화등을느끼며, 호기심이나탐구심을가

지고생각한것을언어등으로표현하면서주변의사물에관심을가짐과동시에자연에

의애정이나경이로움을갖게된다. 또한주변의동식물에마음을움직이는가운데생명

의 신비로움과 존엄함을 알고 주변의 동식물에의 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생명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게 된다.

8
수량이나 도형, 표식이나 문자

에의 관심·감각

놀이나 생활에서 수량이나 도형, 표식이나 문자 등에 친근한 체험을 하면서, 표식이나

문자의역할을이해하며스스로필요함을알고활용하며흥미나관심, 감각을가지게된

다.

9 언어를 통한 소통

보육사 등이나 친구와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림이나 이야기 등에 친근하게 느끼며

풍부한언어나표현을몸에익히고경험한것이나생각한것등을언어로전달하며상대

의 이야기를 주의하여 듣는 등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10 풍부한 감성과 표현

마음과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특징이나 표현 방법 등을 이해하고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자신이 표현하면서 친구들과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고 표현하는 기

쁨을 느끼며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길러야할유아상’은 각항목을별도로지도하기

보다 5개 영역의 내용에 포함하여 유아기까지 몸에 익

힐 수 있도록 지도하여 5세 후반에 평가하도록 함으로

써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13].

‘길러야할유아상’에대해보육목표가알기쉽게제시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도달목표를 추구하도록

하거나, 체크리스트로 영유아나 보육 평가에 잘못 이용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14-16]. 또한

[14]는 초등학교(소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길러야할 자

질·능력’이나 ‘길러야 할 유아상’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

도 좋으나, 보육·교육내용에서의 유초연계를 탐구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번 영유아교육․보육과정 개정에서는 유아

기에 길러야할 것으로비인지능력이나사회·정서적스

킬이강조된점도특징적이다. [17]은「유치원교육요령

개정 요지」에서 최근 사회·정서적 스킬이나 비인지능

력이라고 불리는 인내력이나 자기억제, 자존감 등을 유

아기에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

성인이되어서 삶의질이달라진다는많은 연구들을예

로제시하였다. ‘OECD국제연구[18]’나 ‘Perry Preschool

Project’ 등이다. Perry Preschool Project는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미시간주 저소득층 58세대를 대상으로

40년종단연구를실시한것으로, 이연구를통해유아기

에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200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eckman의

Perry Preschool Project의 연구는 유아기 환경을 풍부

하게하는것이인지적능력과비인지적능력모두에영

향을미치며, 학업이나일, 사회적행동에긍정적인결과

를나타낸다고하였다. 이는취학전교육즉, 영유아기교

육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성이 있음을 증명함과 아울러

영유아교육은 인지적 능력에 비해, 효과가 지속되며 그

후의학습의향상시키는비인지능력을높이는것이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18]은 Perry

Preschool Project의 효과와 그 해석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으며,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부

나 재계에서 곡해하거나 유권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도

록 예의주시해야한다고 하였다.

2) ‘커리큘럼·메니지먼트(curriculum·management)’확립

이번 개정에서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는 ‘길러야 할

자질·능력’과 ‘유아기에 길러야 할 유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정중점으로 커리큘럼․메니지먼트를 확립하

였다. 개정된 요령에서 커리큘럼·메니지먼트는 유아교

육기관에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안에서 유아기까지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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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유아상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 교육

과정 실행과정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일, 교육과정 실행

에필요한인적·물적인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개선하

는일등을통해교육과정에기초한조직적이고계획적

인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이

라고 하였다[5-7, 10-12]. 즉, 교육목표 실현에 있어서

영유아나 지역의 실태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실

시·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이클(PDCA사

이클)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PDCA사

이클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18]. 이를 위해 영유아의발달이나원의 환경을 고려하

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원장이나 교사뿐 아니라

교직원 전체에서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하고, 방과후 보

육을 포함하여 생활전체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19].

개정된지침, 요령, 교육·보육요령은유아교육현장에

서 기관전체의 운영계획이나 교육·보육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된다. 지침에서도 보육소는 보육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

여구체적인보육이전개되도록장단기지도계획을작성

할것을강조하고있다[11]. 그런데[20]은 보육계획은그

기관에서자율편성이기본이라면서다음과같이지적하

고 있다. 유치원교육요령, 보육소보육지침,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교육·보육요령등은어디까지나교육과정

과지도계획을위한지표인데, 만약그대로적용해야한

다면 오히려 교사들의 무관심과 무력감을 불러울 우려

가 있으며, 획일화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16]은 PDCA사이클은원래품질관리방법으로 Plan(계

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교육평가에 적용되고 있다

는점에서커리큘럼·메니지먼트와보육계획과의관계에

서갖는위험성을지적하였다. 지금까지 PDCA사이클로

불리지않았을뿐, 계획세우고(Plan), 실행하고(Do), 보

육을회상해보고(See), 내일의보육에활용(Act)하는것

은 당연하게 해왔을 것이다([16]. 그러나 PDCA사이클

에서는 평가(Check)부분이 강조됨과 아울러 체크리스

트처럼 간편한 표면적인 평가를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는점이다. 그러면본래의취지는영유아를위한보육이

나 계획이 되어야 하지만, 평가를 위한 보육이 되어 그

평가를위해계획을세우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

다. 실제로 어떤 특별지원학교에서는 평가를 위한 체크

리스트가 도입되어 평가가 어려운(즉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음) 활동은 감소하고 평가하기 쉬운(효과가 잘 드

러나는)활동만이 증가하게 되었다[16]. 따라서 이러한

커리큘럼․메니지먼트를 확립에서 기관과 교사들에게

자율편성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 2017년 고시된일본의영유아교육․보육과

정의 구성체계와 개정중점에 대한 탐색해 보았다. 연구

문제별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개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체

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유치원, 보육소,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3유형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

원은 ‘요령’, 보육소는 ‘지침’,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은 ‘교육․보육요령’이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다. 구성체

계는 요령과 교육․보육요령은 초등학교(소학교)와 동

일한 번호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침과는 다소 차이

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

이집이 동일하게누리과정을적용하며, 0-2세는 어린이

집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한다. 일본은 3유형의 기관으로

되어있어유치원과보육소양기관의기능을하는인정

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의 구성체계가 유치원과 보육

소의요령과지침을서로반영하여구성되어있다. 요령

과 교육․보육요령은 전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침에

는제시하지않았으며, 총칙은모두제시하고있다. 이는

개정 전 교육․보육과정에 비해 전문이 추가되었으며,

총칙의 구분을보다구체화하여제시하고있음을알수

있다[2-4]. 그리고 지침과 교육․보육요령에서는 건강

및 안전, 양육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아를 대

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건강및안전이더욱강조되

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양육지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

고있는 것은보육소와어린이원의 경우국가가실시하

는 양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특성 때문으

로보인다[1]. 또한구성체계의내용에서공통적으로유

아기까지 길러야 할 자질․능력 및 유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

하는 인간상을 신설한 것[9]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최근급변하는사회에필요한인재양성을위

해서 OECD에서 ‘OECD교육 2030 학습개념틀’을 제시한

바 있는데[21], 이러한 국제동향을 반영한 결과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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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유아교육․보육과정의 개정중점은 유아기까

지 길러야 할 자질·능력의 정립과 유아상의 명확화, 유

아교육기관에서의커리큘럼·메니지먼트의확립등을강

조하고있다. 먼저, 개정중점에서요령, 지침, 교육·보육

요령 모두에서동일하게유아기까지 길러야할 자질·능

력 3가지, 유아상 10가지를강조하고 있다. 특히 길러야

할유아상에대해 [17]은 유아기부터인내력이나자기억

제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

면, [22]은 영유아에게 지나치게 자기억제나 인내를 강

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립심에서 ‘～끝까지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10-12],

이는 성인의 지시에 맞춰 자기를 억제하고 컨트롤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 유아상에 근거하여 유아를 평가할

수있다는점, 자신의힘으로마지막까지해결해야좋은

아이로볼수있다는점등을지적하였다[21]. 스스로하

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이나 양육, 학급내의 친구관계 등과 관련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도덕성·규범의식의 배양’의 부분에서는 ‘～해

서좋은것과나쁜것을구분하기～상대의입장에서행

동하기~ 규칙을 지키기～’ 로 제시되어 있다[10-12]. 이

항목의문제점에대해 [22]은 유아가좋은것과나쁜것

을명확히구분하기에어려움이있다는점과그래서성

인이규정한좋은것에 따라야한다고 볼수있다는 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질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는유아들은또래

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표명하면서

서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이나 사회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요구나 의견을 주장하는 주체로서 영

유아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0가지유아상’에 ‘협동성’이란항목이제시되어있으나,

보육의 기본이 되는 유아 일상생활에서 또래간의 따뜻

한 인간관계를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22].

개정중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아기까지 길러야 할

자질·능력과 유아상을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5개 영역에 포함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

사의자질에따라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다고볼수있

다. 이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초등학교와연계된추구

하는인간상이건강한사람, 자주적인사람, 창의적인사

람, 감성이풍부한사람, 더불어사는사람 5가지를제시

하고있다[9].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에 제시한 내용을 잘 실천하면

추구하는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23], 일본보다는 현장 적용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

로 보여진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10가지 유아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유아발달에

저해되지 않는 긍정적방향의 교육·보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중점으로 커리큘럼·메니지먼트를 확립

한것이다. 유아기까지길러야할자질·능력과유아상을

실천하기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개선하는커리큘럼·메니지먼트를확립하여운

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 이러한 사이클을

지나치게강조하게된다면교육․보육과정의운영의자

율권이 보장되지 못해 교육․보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고 [16]은 주장하였다. 이는 놀이를 통해 통합적으

로 지도할 것을 강조한 일본의 개정 교육․보육과정

[5-7] 내에서 서로 상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경우어린이집의평가인증에서계획, 실행, 평가등

을기록하는일지를강조하고있다는점, 연령별교육내

용이너무많아현장적용에서획일화된점등의문제제

기[25]를 통해교육계획을간소화하고유아의놀이를관

찰하여 놀이를지원하도록한점과는다소차이가있다

[23-24, 26].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자율권을강조하고있다[23]. 이에비해일

본의경우교사의전문성향상과보육의질향상을강조

하면서, 커리큘럼․메니지먼트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

장하기위한보육조건이나노동조건이개선되지못하고

있다고 [16]은 주장하였다. 따라서커리큘럼·메니지먼트

에 대한교육·보육관계자들의논의와 고찰이 필요할것

이다. 발달에적합하지않거나지시에따르도록하는이

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보육관계자들이 자율

적이고 주도적인 교육·보육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려

움이있음을인지하여이에대한긍정적방향으로의모

색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보육조건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7년 개정 고시된 3기관의 영유아 교

육․보육과정은 구성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특

성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과 공통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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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은같은방향에서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교

육․보육과정에서 제시한 개정중점의 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나 교육·보육교사들이 현

장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이나표준보육과정, 유치원평가나평가인증제등에서도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

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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