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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research

in relation to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and then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results of precedent research about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Methods: The analytic data utilized in this research contains a total of 45 research

results about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Results: First, the research methods were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Regarding research topics,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and contents and programs of Childcare Curriculum received high attention. Second,

while, childcare teachers showed an awareness of the Childcare Curriculum, they

made few efforts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it in depth. It was reported that

a lack of multiple support systems would serve as an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Conclusion/Implications: There is a need for childcare centers, academic circles

and the government to pay an even greater deal of attention to the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In addition, structural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such as revitalizing case-based teacher training, lowering the ratio of

teachers to children,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infant teachers.

key words research trends,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peration of the childcare curriculum

Ⅰ. 서 론

지속되는 핵가족화와 가족 기능의 변화, 여성 취업의 증가,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 등으로 유

아들뿐 아니라 영아들도 어린 시기부터 보육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유주연, 이승연, 2015),

이로 인해 영아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이승연 등, 2015). 영아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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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12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보육료가 전액 지

원되면서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

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0-2세 보육아동은 총 700,890명이었으며, 주

민등록 인구 대비 0세는 43.9%, 1세는 86.4%, 2세의 경우 96.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월~금 주 5일 이상 상시이용이 대부분으로 간헐

적 이용자가 없고,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은 7.5시간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영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원 등, 2018). 이처럼

어린이집은 생의 초기 환경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아보육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보육은 연령 특성상 가르침 보다 보살핌이 강조되어 왔고(김지현,

양옥승, 2009), 영아는 발달적으로 미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단순한 보호차원에서의 ‘돌

봄’을 위주로 보육이 이루어졌다(김영실, 신애선, 2014). 그러나 영아를 신체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은 영아의 자조적 기술을 키워주기 위한 가르침과 병행되고 있으며, 교사의 가르침 또한 정서적

인 보살핌을 위한 애정적 행동이 바탕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현, 양옥승, 2009). 즉, 영아

보육의 질은 어떠한 보육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된 보육교사가 어떤 보육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영아들과 하루 일과를 전개해 나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최목화, 이미영, 나종혜, 2011). 따라서

영아보육과 관련한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은 모든 영아가 일정

한 질적 수준이 보장된 보육을 어린이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미화,

정주영, 엄지원, 2014).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적절한

보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며(Dodge, 1995),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한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ECD, 2012).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보육과정으로서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공포하였고, 2011년 5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

과정을 개정하여 2012년에는 0-4세 대상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포함

한 제3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러한 보육과정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으로 제시한 내용이 어린이집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

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전에는 대부분 표준

보육과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후에는 보육현

장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가 등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이영환, 서현아, 윤정진, 2013). 특히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가 2013

년과 2014년 2년 동안 연구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2015), 누

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동향 분석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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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상옥, 2017; 정정희, 이효림, 2017). 반면 유아교육·보육과정 대비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

2013년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13.3~)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아보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

램’ 자료를 보급(’13.2.~)하고, 중앙 및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아

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과 책임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영아기 보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정책적으로도 공적 투자 대비 효

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영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17)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기준 13%

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으로 밝혀 영아보육에 투입되는 공공재정 역시 증가될 것이

므로,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 확대와 현장에서의 질적 운영은 더욱 강조될 필요성

이 크다. 아울러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조망하는 일은 필수적이

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감안할 때(이승연 등, 2015),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관심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의 질적 운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표준

보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육활동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의

미를 잃게 되며(김지영, 김동례, 2016),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미화

등, 2014). 따라서 2013년 3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이후 2020년 9월부터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영아보

육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 내용과

결과를 분석·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보육과정과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

하고,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전반적인 이해 및 운영 수준과 운영 시 어려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관련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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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물 총 45편이다. RISS, DBpia에 소장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중에서 ‘표준보육과정’, ‘영아보육과정’, ‘보육과정’을 키워드로 연구물

을 검색한 뒤,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발간된 논문과 학술

지들을 수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게재되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학술지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위논문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아보육과정’이란 용어는「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중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 자료 선정 시에는 반드시 연구내용에 있어

서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다루었는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명에 ‘보육과정’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육과정을 어린이집의 모든 활동 및 교수학습, 기관 운영방식 등 폭넓

은 의미로 정의한 연구물(예: 교사-영아 상호작용 활동, 기관 운영시간, 안전한 보육환경 등),「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다룬 연구이지만 영아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물, 설문조사 등에서 연구대상 변인을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를 구분하지 않아 영

아보육과정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연구물의 경우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준거 및 방법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

분석 자료로 선정된 연구물 총 45편을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준거로서, 3-5세 누리과정(유아교

육과정)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민희(2015), 김미애와 나인선(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방법의

경향과 연구주제의 경향으로 나누어 각 기준의 유목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표 1).

먼저 연구방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

다. 질적연구는 심층면담이나 관찰 내용을 유목화하고 분석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의

미를 찾는 연구이며, 양적연구는 최종적인 연구결과의 진술을 통계 처리하여 수량화한 연구, 문

헌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다수의 문헌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한 연구이다(김영실, 신애선,

2014). 특히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된 연구물에는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연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검토

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수량화하여 제시한 경우, 김민희(2015)의 분석 준거를 참고하여 이를 내

용(contents)분석으로 분류하고 이를 양적연구 범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보육과정 내용을 유아․

초등․해외교육과정 등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연구방법을 취한

경우, 이를 문헌연구 범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한 논문의

경우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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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아보육과정 분석,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교수

법․프로그램의 효과성, 척도 개발, 이론고찰, 운영실태로 구분하였다. 영아보육과정과 영아보육

프로그램 분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한 것은 3-5세 누리과정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교사용지도서’가 주요 키워드였고(정정희, 이효림, 2017), 누리과정 관

련 자료들의 내용 구성을 분석해본 것들이 주를 이루었던 점(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2015)

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주제 범주를 구분할 때에는 한 논문이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예: 남미경, 김인숙(2017).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자연친화활동에 대한 동향분석

과 보육교사의 인식조사), 이승연 등(2015)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하나의 주제일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2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진 2개의 범주에 각 1점씩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분석 최종 단계에서 이를

1/2로 나누어 1편당 총 1점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분석 준거 범주 세부 내용

연구방법

질적연구 면담, 관찰

양적연구 조사, 실험, 척도 타당화, 내용분석

문헌연구 다수의 문헌고찰

혼합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

연구주제

영아보육과정 분석 구성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 연계성 분석 등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분석 등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 영아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척도 개발 영아 관찰 척도, 활동 평가 척도 개발 등

이론고찰 보육과정의 발전 현황(역사), 발전방안에 대한 담론 등

운영실태
보육교사의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행 및 적용,

장애요인·지원 관련 요구사항 조사 등

표 1.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준거

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영아보

육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준거 중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로서 ‘운영실태’ 범주에 포함된 연구물

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

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분·정리하여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준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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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준거 세부 내용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보급 사항과 내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심과 인식,

영아보육과정의 이해 정도 등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보육과정의 편성, 운영 실행 수준 및 정도 등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영아보육과정 운영 시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 등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보육교사가 느끼는 영아보육과정 적용 시 어려운 점·애로사항,

영아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등

표 2.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준거

Ⅲ. 결과 및 해석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

2013년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는 총 45편으로 확

인되었으며, 연도별 연구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실시된 해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4년(24.4%)으로 2013년(8.9%)과 비교하여 약 2.7배 증가하

였다. 그리고 2015년(11.1%)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15.6%)에 다시 일부 증가한 뒤, 2016년 이후

부터는 점차적으로 연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15.6%)에 다시 증가된 양상을 보였

으나 2020년(6.7%)에 재감소하였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연구물

현황

4

(8.9)

11

(24.4)

5

(11.1)

7

(15.6)

4

(8.9)

4

(8.9)

7

(15.6)

3

(6.7)

45

(100.0)

표 3.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물 현황

1) 연구방법에 따른 동향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연

구방법은 양적연구(77.8%)가 가장 많았다(표 4). 다음으로 문헌연구(13.3%), 혼합연구(6.7%), 질적

연구(2.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합연구의 경우 문헌연구 및 양적연구를 사용한 연

구물이 1개,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를 사용한 연구물이 2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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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조사, 실험, 보육과정·보육프로그램 내용 분석에 매우 치중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여 질적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약한 수준이었다.

분석 준거 계(%)

연구방법

질적연구 1(2.2)

양적연구 35(77.8)

문헌연구 6(13.3)

혼합연구
문헌연구 및 양적연구 1

3(6.7)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2

계 45(100.0)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동향

2)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주제에 따른

동향은 아래 표 5와 같다. 연구주제는 운영실태와 관련된 연구(33.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25.6%),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11.1%), 척도 개발(13.3%), 영아보

육과정 분석(11.1%), 이론고찰(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운영실태와 관련된

연구로서 현장에서 실천되는 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25.6%)과 영아보육과정 분석(11.1%) 연구를 합산하면 총 36.7%로

운영실태(33.3%) 관련 연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육과정 운영 뿐 아니라 영아보육과

정 관련 내용 및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분석 준거
분류된

연구물 수
1) 코딩 점수

2)
계(%)

3)

연구주제

영아보육과정 분석 7 10 5( 11.1)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13 23 11.5( 25.6)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 5 10 5( 11.1)

척도 개발 6 12 6( 13.3)

이론고찰 4 5 2.5( 5.6)

운영실태 17 30 15( 33.3)

계 - 90 45(100.0)

표 5.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

1) 연구주제 범주를 구분할 때, 한 논문이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범주

2) 연구가 하나의 주제일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2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두

드러진 2개의 범주에 각 1점씩 점수를 부여

3) 분석 최종 단계에서 이를 1/2로 나누어 1편당 총 1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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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

료로 선정된 총 45편의 연구물 중 연구주제가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17편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7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

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분·정리하여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총 17편을 구체적인 분석 기준(표 2)에 따라 분류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연구물 분류 시에는 분석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하

고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였다. 한 연구에서 여러 준거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구

내용으로 다루었을 때에는 각 준거에 모두 포함하여 합산하였으므로, 표 6에 기재된 연구물 수량

은 중복된 값이다.

분석 준거 분류된 연구물 수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10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13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6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8

표 6.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관련 연구물 현황

1)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연구물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실행 및 적용,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한 연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나 이해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 영아교사 및 원장의 67%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

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어 2014년 연구에서도 영아반 교사 총 624명 중 84.6%가 표준보육과정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미화 등, 2014). 김지영과 김동례(2016) 또한 영아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에 대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들의 인식을 비

교한 김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영아반 교사는 평균 2.9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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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아반 교사는 평균 3.09로 유아반 교사의 관심과 이해정도가 근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평균 4.15였으나, ‘표준보육과정의 세부적인 내

용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평균 3.89, ‘영역별 구체적 보육내용, 교사지침에 대한 이

해정도’는 평균 3.62로 나타나 영아반 교사들이 제3차 표준보육과정 존재는 인식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주현미

(2014)의 연구에서도 리커트식 5점 척도에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평

균 3.86이었으나 표준보육과정과 구체적 보육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평균이

각 3.39로 나타났다. 리커트식 척도로 표준보육과정의 항목별 이해 정도를 조사한 이정미(2017)

의 연구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체계, 구성방향 내용보다 교육

의 실제에 해당되는 영역별 내용 이해와 교사지침 이해의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조사되었

다. 기타 연구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범주 중 ‘과학

적 탐구하기’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엄경희, 2015), 2세 보육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

교육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장선후, 2020). 박고은(2018)은 표준보육과정에 영아권

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영아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는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 46.8%가 전

적으로 반영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미화 등(2014) 연구결과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을 수업에 충

실히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91.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김지영(2014)의 연

구에서도 영아반 교사가 표준보육과정 실행 수준으로서 4점 만점에 계획 및 편성 단계에서 활용

하는 경우는 평균 3.25, 운영에서는 평균 3.19, 평가에서는 평균 3.13인 것으로 나타나, 영아교사

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실제 보육활동을 계획, 운영,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활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보육과정 이해 정도와 실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지영과 김동례

(2016) 연구에서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평균 3.34,

영역별 내용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평균 3.20으로 나타나 인식과 적용 실제 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해 수준이 적용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

으로 엄경희(2015) 연구에서도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중 과학적 탐구의 내용별 필요성 인

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5로 나타난 반면 수행에 대한 인식은 3.7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행

수준이 필요성 인식에 비해 낮았다. 표준보육과정의 영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박고은(2018)의 연구에서도 실천수준과 인식수준 모두 생존권과 보호권리 내용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전반적인 영아권리 실천정도는 중요도 인식정도보다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보육과정 영역별 실행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중점

을 두는 영아반 보육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안전한 생활 습관에 주점을 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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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2014)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실행 시 어려움이 많았던 영역

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 사회관계영역 순으로 선택하였고

기본생활영역과 신체운동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영과 김

동례(2016) 연구에서는 영역 내용 이해와 적용 실제 모두 ‘기본생활영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자연탐구영역’의 이해와 적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김현주(2016)는 보육과정 실행 및 수준이 기본생활영역, 신체활동영역, 의사소통영역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자연탐구영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탐구의

경우 박라영(2014)의 연구에서는 과학활동은 대부분 대상에 대한 탐색활동 수준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역은 매일 이루어지는 실외활동 시간을 이용한 ‘주

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와 ‘자연을 탐색하기’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 자연탐구, 사회

관계, 예술경험 영역은 대체로 2세보다 0~1세 활동에서 더 낮은 수행정도를 갖고 있었다(주현미,

2014). 이미화 등(2014)의 연구에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표준보육과정 실행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가에 대해 ‘영아는 집단 활동보다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평균 3.65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보

육과정 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이 평균

3.38로 가장 낮아, 영아교사들은 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결과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국가수준 보육과정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하고 실제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보급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이미화 등(2013)은 2013년 조사 기준으로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을 보유한 어린이집은 78.2% 가량이었으며,

보유어린이집 중 93.2%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영아반 활동 준비 자료는 표준보육과

정 어린이집 프로그램(69.6%), 월간전문지(14.7%), 인터넷(14.0%) 순으로 조사되었다(이미화 등,

2013).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도 보육과정 계획 시 참고자료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60.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

친화활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남미경과 김인숙(2017)의 연구에서는 48.4%가

대체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보육프로그램이 자

연친화활동 수업 및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영아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여 표준보육과정 과학적 탐구하기에 기초한 영아과학교육의 운영을 탐색한 박라영(2014)의 연구

에서는 교사들이 과학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영아보육프로그램 책자에 의존하고, 경력교사들

은 기존에 자신이 해온 것을 참고해서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나(2015)가 실시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만2세 신체운

동영역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육프로그램의 신체영역 활동은 주로 연간 및 주간교육 계

획을 구성하기 위해 참고(36.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정도에서는 주 1~2회 활용(52.5%), 주

3~4회 활용(24.9%)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이 신체영역 활동의 이해 및 운영에 대체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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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반 교사의 음악교육활동을 살펴본 김지혜(2020)도 연구대상의

86.2%가 영아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구체적인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하나(2015)는 어린이집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신체영역 활동은 대체로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범주에 집중되어, 이는 영아보육프로그램 신체영역 활동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

여 영아교사들이 일일교육계획안에 보육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소연(2018)도 어린이집 7개소의 연간 일일보육계획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학

교육에 있어 표준보육과정 만2세 보육프로그램에서 공간과 도형에 관심가지기가 가장 많은 활동

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가지기는 가장 적은 활동수를 나타냄에 따라 일일보육

계획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보육프로그램 활용이 두드러짐을 밝혔다.

2)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연구물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모든 연구는 현장

의 보육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한 조사연구 형태로 이루어져 영아보육과정을 운

영함에 있어 현장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연구물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

아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 및 영아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과정의 적용 시 어려운 점으로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보육내용의 모호함, 활

동 자료와 교구의 부족, 교사의 전문지식 및 실행경험 부족, 표준보육과정 외에 자료들의 익숙함,

연수 및 교사교육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자료집 활용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그 사유로

영아 개인차로 인한 적용 어려움, 교재교구 준비 어려움, 내용숙지의 어려움 순으로 답변이 나타

났다. 이미화 등 연구진이 2014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

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23.6%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나, 76.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애로사항의 이유로는 주제 전개에 필요한 모든 활

동을 제공하지 않아 어렵다, 주제나 각 영역에 따른 활동이 획일적이어서 확장하기 어렵다, 활동

의 전개 방법이 복잡해서 실행하기 어렵다로 나타났다(이미화 등, 2014).

표준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김지영(2014)의 연구에서 지원체계 요인, 표준보

육과정 자체 요인,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아교사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

과정을 보육활동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때 다양한 지원체계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

다.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운영 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원장의 지원 부족과

교사 대 원아 비율 과다로 나타났다. 또한 주현미(2014)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들이 보육과정 운

영 상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근무시간 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학습

자료 부족,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이미화 등(2014) 연구에서 영아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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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 급여 수준의 향상,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 및 보급, 보조인력 지원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미화 등(2013)은 국가수준에서 마련되는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 보급과

함께 영아반 전수 교사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혜(2020)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대부분이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부족이 사유로 나타나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보조인력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영아교사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보육과정 교육 및 연수방법으로는 김수연(2014)의 연구결과, 현장사례발표와 강의 형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가장 도움 받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구체적 보육내용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

펴보고,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 내용과 결과를 분석·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보육과정과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전반적인 영아보육과정의 인

식 및 실행·적용수준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를 파

악하여 향후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2014년에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연구방법은

조사, 실험, 보육과정·보육프로그램 내용분석 등 양적연구에 크게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연구주

제로는 영아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분석과 운영실태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장에

서 실천되는 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 중심이 보육 현장으로의 영아보육과정 보급과 활용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제3

차 표준보육과정이 보급된 다음 해인 2014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실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던 질적연

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연구주제의 경우 현장의 단순한 인식 조사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기관과 학급 특성을 고려한 보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적용 실제와 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보육과정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대해 정책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기에(OECD, 2012)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20.9.~)에 대

한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가 요구되며, 영유아·놀이중심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관

련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영아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

성화가 필요하다. 3-5세 누리과정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2

년~2015년 3월까지 약 4년을 기간으로 총 102편(김민희, 2015), 2007년~2017년까지 약 11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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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총 283편(김미애, 나인선, 2018)이었으나, 2013년~2020년까지 약 8년간 이루어진 영아보육

과정 관련 연구물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45편만이 분석 자료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마다 분석

할 연구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도 누리과정과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량 차이는 매우 크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육아정책연

구소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2020년 누리과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누리과정의 평가 및 성과 분석, 2020년 12

월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한 반면 영아보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2014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적은 이유는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여전히 돌봄을 강조하는 형태의 보육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교육에 돌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유아를 보살피는 것(care)이 결국 보육과정(curriculum)이라고 인식하기도 하며(Bussey

& Hill, 2017),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아’ 관련 연구물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구대상이

영아 발달 및 보육 자체이거나 영아와 가장 밀접한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실, 신애선, 2014; 이승연 등, 2015). 또한 영아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영아보육

의 시대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영아보육과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유아교

육과정 개정에 따라 연계된 영아보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정책 방향이 영향을 미쳤

으리라 본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역시 누리과정 개편 계획을 앞두고,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0-2세 보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를 거쳐 연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유아와 구분되는 영아만의 발달적 특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영아기 보육의 질적 중요성과 함께 영아의 높은 어린이집 재원율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과 학계 뿐 아니라 국가적 관심 확대가 더욱 요구되며, 사회정책

및 복지적 대응으로서도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둘째,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파악한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실행·적용 수준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보육교사

가 인식하는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의 영아보육과정 인

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행 및 적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들이 제3차 표준보

육과정의 존재는 인식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김수연, 2014; 이정미, 2017; 주현미, 2014). 그러나 교사들은 대체로 영아보육과정을 보육에

전적으로 반영하고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김지영, 2014; 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 2014), 영아보육과정 이해 정도와 실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이해·인식 수준보다

수행 수준이 낮았다(김지영, 김동례, 2016; 박고은, 2018; 엄경희, 2015). 구체적인 영아보육과정

영역별 실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 사회관계영역이 낮

았고, 기본생활영역과 신체운동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아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

타났다(김지영, 김동례, 2016; 김현주, 2016; 이미화 등, 2014). 특히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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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체로 2세보다 0~1세 활동에서 더 낮은 수행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주현미,

2014),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보육은 연령 특성상 가르침 보다는 보살핌이 강조되어 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김영실, 신애선, 2014; 김지현, 양옥승, 2009).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

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등, 2014). 종합하면

교사들의 보육과정 실천 정도는 이해 정도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들이 보육과정의 존재,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

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고, 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결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

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과정의 단순 보급 및 홍보보다 구체적

인 보육과정 운영을 알아갈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사연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내용 주제로는 영아교사들이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영

역에 대한 내용이 더 효과적이겠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집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

어졌는데, 영아반 활동 계획과 준비 시 교사들은 주로 영아보육프로그램 책자를 활용하고 있었

다(김수연, 2014; 김지혜, 2020; 박라영, 2014; 박하나, 2015; 이미화 등, 2013). 보육프로그램 내

활동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영아반 일일계획안 내 활동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활동 내용이 동일

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하나, 2015; 유소연, 2018)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영아보육프

로그램의 활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영아보육과정뿐 아니라 누리과정에서도 교사용 지도

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그동안 국가수준 보육과정

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사는 영유아보육과정의 사용자이자 충실한 실

행자가 되어왔기 때문이다(정선아, 2014). 이에 보육과정 수행 정도를 분석할 때에도 보육프로그

램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자율성이 강조되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특성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

구됨에 따라 개별 영유아 및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보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들은 영아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근무시간 내 과중한 업무, 교사 대 원아 비율 과다가 나타났

고, 지원내용으로는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있었다(김수연, 2014;

김지영, 2014; 주현미, 2014).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조적

인 측면에서 담당교사 급여 수준의 향상, 보조인력 지원 강화, 보육프로그램 전국 무상보급, 지원

을 위한 예산확보가 있었고, 지원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 및 보급, 구체적 보육내

용과 현장사례발표 형태의 적절한 보육과정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4; 김지혜, 2020; 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 2014). OECD 20개 국가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을 검토한 내용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재정 부족,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자

격 및 보수 등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질과 실행에 있어 국가 전반에 걸

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장애요인이었다(Bennett, 2005). 결국 이러한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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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곧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OECD(2012)

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였고,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규제(non-regulated) 시설에 있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2020

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곳은 민간어린이집이 39.8%, 가정어

린이집이 32.7%로 총 72.5%가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실정(보건복지부,

2021)을 고려하면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현장 안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요구

되어 진다. 교사의 의식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제도와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 가장 단기적

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영아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연구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부에 국한된 연

구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동향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표준보육과정이 처음으로 고시된 2007년을 기점으로 분석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향후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연구들의 동향 파악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는 주로 특정 지역 등으로 한정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단순 정리 및 분석한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영아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성과 제

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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