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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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 중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가 어떤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원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가장 많이 설명한 단어는 ‘활동’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놀이가 발달, 학습, 흥미 등의 키워드와 긴밀히 연결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각 차시별로 구분하여 보면 제 1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건강',

'극놀이', '규칙', 제 2차에서는 '학습', '활동', 제 3차에서는 '창의력', 제 4차에서는

'발달', '활동'이 주요하게 '놀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제 5차에서는 '활동', '기구', '놀

잇감', 제 6차에서는 '활동', '극놀이', '유아',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활동',

'유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표현', '경험', '극놀이'가 놀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 활

동 목록의 나열이 아닌 교사들에게 놀이를 교육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원리 및 전략

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주제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 텍스트 연결망 분석

Ⅰ. 서론

역사적으로 유아교육과정의 중심에는 놀이가 있어왔다. 이는 놀이가 유아의 발달(엄

정애, 2004; Arce, 2000;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및 학습(Cop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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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dekamp, 2009; Pramling Samuelsson & Johansson, 2006)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유아교육과정 내에서 놀이가 발달과 학습을 이끄는 매개체로 활용

되어야 한다는 ‘교육적인 놀이(educational pla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6; Spodek & Saracho, 1998). 교육적인 놀이는 전통적으로 유

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및 영어권 국가들에서 지지하는 견해

이다(OECD, 2006; OECD, 2012).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의 계열성을 강조하여 교육의

내용은 유아와 초등이 연계되도록 하되 교수법에서의 차이를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적절한 교수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사

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김희진, 2013; Copple et al., 2009; Cuffaro, 1995;

Frost, Wortham, & Reifel, 2008; Johnson et al., 1999).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수

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교육적인 놀이를 중요한 교수의 원리로 제시해 왔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놀이

는 직전교육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는 교과 가운데 하나이다(지성애 박은혜 조경자 외,

2009).

유치원 교사들이 직전교육 혹은 현직교육에서 놀이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교사들이 놀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엄정

애, 2001). 이는 부분적으로는 국가수준에서 강조하는 교육적인 놀이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정선아 김희연, 2011; Chung & Walsh, 2000).

재개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생태교육의 입장을 택하는 이들 학자들(양옥승,

2002; 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유혜령, 2002; 조채영 임재택, 2006; 한미라 이연

선, 2006; Wing, 1995)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놀이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교육적인

놀이를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놀이를 발달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에 놀이 활동 자체의 본질을 잊고 교육의 수단화가 될 뿐이므로(유혜령, 2001) 성인의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유아의 놀이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채영 외, 2006; Lillemyr, 2003). 따라서 교사는 최대한 유아의 놀이에 간섭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유선택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유받는다.

교사들이 놀이를 지도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부분적으로는 놀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

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 13조 제 2항의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

며….”에 의거하여 문서로 결정하고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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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아교육법, 2014).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역 및 단위 학교가 교육 내용을 편성

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며 해당 급별 학습자가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박은혜 신은수, 2012a; 홍후조, 1999).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수방법을 정의하며, 학교의 편성 및 운영의 토

대 역할을 한다. 또한 교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책무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이병호, 2009).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보편교육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해주

며(박은혜 신은수, 2012b)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합의물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이 개정될 때마다 어떠한 사회적 담론 혹은 새로운 경향이나 이론을 반영하였는가

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국가수준 교육과정

의 형식과 내용이 명료하지 않고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교육과정을 해석해야 하

는 교사가 어려움을 겪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교육과정의 성

격과 목표 및 내용의 진술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병호, 2009; 홍후조, 1999; Fullan,

2007).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제시된 여러 항목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 있고 의미

가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개정 시안을 검토하게 된다(김진숙 박순경 민용성, 2007). 특히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

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며 그 의미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교육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고 향후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재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황규호, 2012).

지금까지 유아교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새롭

게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을 연구하거나(김영옥 조부경 홍혜경 외, 2005, 문미옥 조부

경 이연승 외, 2008) 지도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들(강송아, 2004; 금

민선 홍용희, 2003; 성원경 이춘자 조인경, 2010; 이윤경 이영애 조인경, 2000; 이희

경 이건희, 2013; 한수진, 2010)이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을 1차부터 분석한 논문들(박

영하, 2012; 이현숙, 2010; 전선옥, 1995)도 일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개정

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병렬적인 비교에 그치고 있어 역사적인 흐름이나

교육과정 문서 내에서의 맥락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

과정 내에서 ‘놀이’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살펴본 연구는 정선아 외(2011)의 연

구가 유일하나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 1차 유치

원 교육과정부터 현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변천을 살펴보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

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역사적인 변천을 알아보는 것은



184  육아정책연구(제8권 제1호)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간과된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과

거를 되돌아보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진영은, 2005). 기존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분석 연구들이 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연결

망 분석은 텍스트에 드러난 내용과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

이다(Roberts, 199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분석은 분석 범주와 단위가 주관적일

수 있고, 임의로 자료 입력 및 코딩이 시행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컴퓨터에

비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연역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이

야기하는 바를 놓칠 우려가 있다(Doerfel, 199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텍스

트 연결망 분석은 내용 분석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교

육과정 문서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성열관, 2010). 또한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놀이’

가 어떠한 주변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놀

이가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서 놀이 지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각 시기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

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는 어떠

한 역사적 변천을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원문을 대상으로 하였

다. <표 1>과 같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

정 공포된 이래로 1979년, 1981년, 1987년, 1992년, 1998년, 2007년에 개정되었고(교육

부, 1992; 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2008; 문교부, 1969; 문교부, 1979; 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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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문교부, 1987), 2014년 현재 만 3 4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누리과정은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된 후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이 통합 구성되었다.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표 1>과 같이 교육부에서 고시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서에는 유치원 교

육과정의 전반적인 성격과 편성 및 운영, 교수 학습 방법 등이 제시된 총론과 각 영역

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는 현장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 활동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서가 개발되어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 중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동

일한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원문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

다.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까지 원문은 총 180쪽이며 각

시기별 10쪽에서 44쪽까지 다양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과 구성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고시 원문 해설서
교사용

지도서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
1969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 207호
○ 15쪽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
1979년 3월 1일

문교부 고시 제 424호
○ 16쪽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42호
○ 10쪽 ○ ○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1987년 6월 39일

문교부 고시 제 87-9호
○ 12쪽 ○ ○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1992년 9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5호
○ 28쪽 ○ ○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1998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
○ 28쪽 ○ ○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1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
○ 27쪽 ○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2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
○ 44쪽 ○ ○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결망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결점(node)과 연결선(link)의 연결망(network)으로 제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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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연결망의 체계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관계성을 통하여 설

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김용

학, 2013). 연결망 분석의 방법과 절차는 자료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텍스트 연결망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사용

하였다. 텍스트 연결망 분석은 추출된 단어의 조합을 통하여 전체 문서의 구조 및 내

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기에 적합

하다. 예를 들어 시각화된 연결망에서 ‘극놀이’의 결점이 크고, 중앙성 값 또한 크다면

‘극놀이’가 ‘놀이’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유치원

교육

과정 원문

코딩

자료

행렬

자료

연결망

핵심

개념에

따른 분석

→ → →

가. 내용

분석

나. 행렬화

작업

다. 연결망

분석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내용 분석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 원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서는 첫 번째로 분석의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분석의 단위는 문서 전체, 핵심 단어가

포함된 문단과 단락, 문장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치성 정지원, 2013). 텍스트 전체를 분석 단위

로 보면 핵심 단어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동시에 분석되어 핵심 개념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문단과 단락을 분석 단위로 보는 경우에도 핵심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선행 문장이나 후행 문장이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가 있

어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 단어인 ‘놀이’가 포함된 문장 수준

을 분석 단위로 선정하였다.

<표 2>와 같이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까지 ‘놀이’가

포함된 총 문장 수는 163개로 나타났다. 163개의 문장은 다음의 행렬화 작업을 위한

코딩 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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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텍스트로써의 놀이

시기 ‘놀이’가 포함된 총 문장 수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 20개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 5개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 3개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4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37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24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34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36개

합계 163개

나. 행렬화 작업

교육과정 원문에서 추출한 163개의 문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렬

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텍스트의 주요 어휘 이외의 단어나 핵심 개념과 관련이

없는 어휘들을 제외시키는 데이터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Paranyushkin, 2011). 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명사, 동사어미, 부사, 관형사 등의 어휘들을 제외한

명사만을 코딩하는 것이다(박한우 Leydesdoff, 2003). 예를 들어 3-5세 연령별 누리과

정 원문에 제시된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의 문장을 대상으로 ‘유아’, ‘발달’, ‘특성’, ‘경험’, ‘고려’, ‘놀이’, ‘중심’, ‘편성’의 명사만

을 추출하고 그 외의 조사나 연결어, 동사어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Paranyushkin(2012)과 성열관(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 통일 방식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을 한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단어를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극놀이’, ‘역할놀이’, ‘전통놀이’ 등은 놀

이의 종류이므로 ‘극’, ‘놀이’나 ‘역할’, ‘놀이’, ‘전통’, ‘놀이’로 분리하지 않고 복합명사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코딩하였다. 이와 같은 행렬화 작업을 거쳐 추출된 주

요어는 <표 3>과 같이 모두 354개로 나타났다. 354개의 단어는 연결망 분석을 위한

행렬 자료로 사용되었다. 행렬 자료로 사용된 단어 중 연결 정도 중앙성과 사이 중앙

성 값이 높은 주요어는 ‘건강’, ‘경험’, ‘규칙’, ‘극놀이’, ‘기구’ ‘놀잇감’, ‘발달’, ‘유아’, ‘창

의력’, ‘표현’, ‘활동’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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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텍스트로써의 놀이

시기 문장 내 분석 대상 주요어의 종류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 32개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 18개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 22개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27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55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51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105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44개

합계 354개

다. 연결망 분석

연결망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행렬화 과정을 통해

추출된 핵심 단어를 엑셀에 입력하였다. 둘째, 저장된 엑셀 파일을 Pajek 파일로 변환

하기 위하여 Autopajek1mode.exe 프로그램과 Createpaje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Kirke, 2009; White, 2004). 셋째 Pajek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변환된 파일을 불러들인

후 연결망 분석에 필요한 값을 구하고 시각화하였다. 시각화된 자료를 해석할 때 결점

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정도 중앙성 값이 높기 때문에 전체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연결망 분석은 시각화된 연결망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는

데, 연결망의 기본 정보 추출, 중심화 지수 산출, 중앙성 값 제시의 단계로 이루어졌

다. 먼저 연결망의 기본 정보는 연결망의 결점 수(number of vertices), 연결선의 수

(total number of lines), 밀도(density)로 구성된다. 연결망의 결점 수는 행렬화 작업에

서 추출된 주요 단어 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숫자를 의미하며, 연결선의 수는

각 결점을 연결하는 선의 총합을 의미한다. 연결선의 숫자가 많을수록 결점 간의 관련

이 높음을 의미한다. 밀도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결점 간 연

결이 적음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결점 간 연결이 많음을 의미한다(손동원, 2002).

다음으로 중심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결망은 전체 연결망(global network)과 부분

연결망(local network)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결점과 연결선을 보여주는 것

을 전체 연결망이라 하며 일부의 결점과 그에 연결된 선으로 구성된 망을 부분 연결

망이라 한다. 중심화 지수는 전체 연결망과 부분 연결망 간의 관련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퍼센트(%)로 표시된다. 100%는 하나의 단어가 전체 연결망을 장악하여 단일

망으로 집중화(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집중화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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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전체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중심화 지수는 다양한 방

식으로 산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degree centralization)와 사이 중심화 지수

(betweenness centralization)를 산출하였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각 결점을 연결

함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국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것

으로 전체 연결망 중에서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사이 중

심화 지수는 전체 연결망에서 서로를 매개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핵심 단어를 중심으

로 하는 하위 연결망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수이다(Scott &

Carrington, 2011). 중심화 지수를 통하여 각 시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에서 ‘놀이’

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성 값은 주요어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명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과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값을 산출하였다(박수정, 2011; 박은아, 2003). 연결 정도 중앙성은 한 결점

이 다른 결점들과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연결 정도가

많을수록 값과 결점의 크기가 커진다. 사이 중앙성 값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체 연결망에서 ‘브로커(broker)’나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이 중앙성 값이 높다

는 것은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점(node)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높다

는 것으로 중요한 단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김용학, 2013; 손동원, 2002;

Scott et al., 2011). 중앙성 값을 통하여 ‘놀이’를 설명하는 단어를 선별하고 각 시기별

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각 시기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 중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결점이 큰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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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결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시각화된 연결망에서 가장 먼저 확

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핵심 단어인 ‘놀이’와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시각화된 연결망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정보, 중심

화 지수,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를 제시하였다. 기본 정보 및 중심화 지수는 텍스트 연

결망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 사용되므로 첫 번째 연구문제 기술에서는 결

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두 번째 연구문제 기술에서 자세히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중

앙성 값이 가장 높은 상위 1∼3위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된 연결망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가.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2]와 같이 ‘건강’, ‘극놀이’

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32개, 연결선의

수는 38개, 밀도는 0.0968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38.06%, 사이 중심화 지수는

35.24%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건강’과 ‘극놀이’이고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건강’과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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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32개 48개 0.0968 38.06% 35.24%
건강

극놀이

건강

규칙

나.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3]과 같이 ‘학습’, ‘활동’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18개, 연결선의

수는 43개, 밀도는 0.2811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37.50%, 사이 중심화 지수는

7.02%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학습’, ‘활동’, ‘중심’이고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학습’, ‘활동’, ‘균형’이다.

〈표 5〉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18개 43개 0.2811 37.50% 7.02%
학습, 활동

중심

학습, 활동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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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4]와 같이 ‘창의력’의 결점

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32개, 연결선의

수는 48개, 밀도는 0.0968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38.06%, 사이 중심화 지수는

35.24%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건강’, ‘극놀이’이고 사이 중앙성 값

이 높은 단어는 ‘건강’, ‘규칙’이다.

〈표 6〉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32개 48개 0.0968 38.06% 35.24%
건강

극놀이

건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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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5]와 같이 ‘발달’, ‘활동’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27개, 연결선의

수는 96개, 밀도는 0.2735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36.92%, 사이 중심화 지수는

35.98%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과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발달’, ‘활동’이다.

〈표 7〉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27개 96개 0.2735 36.92% 35.98%
발달

활동

발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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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6]과 같이 ‘활동’, ‘놀잇감’

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6]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55개, 연결선의

수는 232개, 밀도는 0.1562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47.13%, 사이 중심화 지수는

43.11%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활동’, ‘놀잇감’, ‘기구’이고 사이 중앙

성 값이 높은 단어는 ‘활동’, ‘기구’이다.

〈표 8〉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55개 232개 0.1562 47.13% 43.11%
활동, 놀잇감

기구

활동

기구



195

바.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7]과 같이 ‘유아’, ‘활동’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7]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51개, 연결선의

수는 287개, 밀도는 0.2203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20.51%, 사이 중심화 지수는

27.02%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유아’, ‘활동’이고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활동’, ‘극놀이’이다.

〈표 9〉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51개 287개 0.2203 20.51% 27.02%
유아

활동

활동

극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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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8]과 같다. 결점 수가

105개로 연결망이 복잡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림 9]와 같이 연결망을 간소

화하여 제시하였다. ‘활동’의 결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그림 9]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간소화된 연결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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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105개, 연결선

의 수는 1211개, 밀도는 0.2188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68.54%, 사이 중심화 지

수는 42.50%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활동’, ‘유아’이고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유아’, ‘활동’이다.

〈표 10〉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105개 1211개 0.2188 68.54% 42.50%
활동

유아

유아

활동

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은 [그림 10]과 같이 ‘극놀이’의 결

점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가 하위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10]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은데 기본 정보 중에서 결점 수는 44개, 연결선의

수는 240개, 밀도는 0.2474이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는 38.43%, 사이 중심화 지수는

47.77%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는 ‘극놀이’, ‘표현’이고 사이 중앙성 값

이 높은 단어는 ‘극놀이’,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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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

항목

기본 정보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 높은 단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사이 중심화

지수

연결 정도

중앙성 값

사이

중앙성 값

값 44개 240개 0.2474 38.43% 47.77%
극놀이

표현

극놀이

경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의 역사적 변천

앞서 살펴본 각 시기별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 결과를 역

사적인 변천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각 시기별 연결망의 기본 정보를 비교하였

고, 중심화 지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중앙성 값이 높

은 단어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시기별 연결망의 기본 정보는 <표 12>와 같다. ‘놀이’와 함께 등장하며 주

요하게 ‘놀이’를 설명하는 단어의 개수를 뜻하는 결점 수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

정이 105개로 가장 많았고,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18개로 가장 적었다. 각 결점을

연결하는 선의 개수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1211개로 가장 많았고, 제 2차 유

치원 교육과정이 43개로 가장 적었다. 전체 연결망의 밀도는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

이 0.3593으로 가장 높았고,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0.09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를 종합해볼 때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결점 수와 연

결 수가 가장 많지만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등장한 핵심 개념은 ‘유아’,

‘활동’으로 ‘놀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는 여타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이는 많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놀이’를 보다 자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했다고

는 보기 어려운 증거이다.

〈표 12〉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에 나타난 연결망의 기본 정보

시기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7 누리

결점 수 32개 18개 22개 27개 55개 51개 105개 44개

연결선의 수 48개 43개 83개 96개 232개 287개 1211개 240개

밀도 0.0968 0.2811 0.3593 0.2735 0.1562 0.2203 0.2188 0.2474

둘째, 각 시기별 연결망의 중심화 지수는 <표 13>과 같다.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각 6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활동’의 중앙성이 가장 높은데, 다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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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보면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극, 전래 동요 등 활동의 하위 종류를 제시하여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설명할 때 ‘활동’과 세부 활동을 함께 제시한 연결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이 중심화 지수는 ‘놀이’를 설명할 때 모든 하위 개념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타 교육과정에 비해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사이 중심화

지수가 7.02%로 매우 낮은 것은 연결망의 하위 그룹이 3개로 나뉘어져 놀이에 대해

서술할 때 각각 다른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13〉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에 나타난 연결망의 중심화 지수

시기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7 누리

연결 정도

중심화 지수
38.06% 37.50% 33.81% 36.92% 47.13% 20.51% 68.54% 38.43%

사이 중심화

지수
35.24% 7.02% 28.5% 35.98% 43.11% 27.02% 42.50% 47.77%

셋째, 각 시기별 중앙성 값이 높은 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극놀이’, 규칙‘이 주요하게 ‘놀이’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활동’이 ‘놀이’가 등장할 때 주로 함께 제시되었

다.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창의력’이 ‘놀이’와 함께 많이 등장하였고,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발달’과 ‘활동’이 주로 제시되었다.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기구’, ‘놀잇감’이 주요하게 ‘놀이’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에서는 ‘활동’, ‘극놀이’와 함께 이전 차시에는 주로 등장하지 않았던 ‘유아’가 핵심 개

념으로 제시되었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활동’, ‘유아’가 주로 ‘놀이’를 설명

하고 있었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표현’, ‘경험’과 함께 ‘극놀이’가 ‘놀이’의

한 방법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표 14〉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에 나타난 연결망의 중앙성 값

시기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7 누리

연결 정도

중앙성

건강

극놀이

학습,활동

중심
창의력

발달

활동

활동,

놀잇감

기구

유아

활동

활동

유아

극놀이

표현

사이

중앙성

건강

규칙

학습,활동

균형
창의력

발달

활동

활동

기구

활동

극놀이

유아

활동

극놀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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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 중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이

르기까지 각 시기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연결망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망의 기본 정보인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를 종합해 본 결과, 놀이를

설명하는 주요어들을 의미하는 결점수는 최저 18개(2차)부터 105개(2007 개정)까지로

나타났으며 결점을 연결하는 연결선 수는 최저 43개(2차)에서 1,211개(2007 개정)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결점끼리의 연결 정도를 보여주는 밀도는 다른 교육과정에 비

해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연결망에 연결되지 않은 결점이 많기 때문이다. 밀도의 경우 1차를 제

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개념을 설명할 때

보여주는 연결망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설명하는 ‘놀이’의 개념이 일관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

에서는 ‘교육과정의 타성화’가 염려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논

의와 검토 없이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교육과정이 타성

에 젖었다’고 표현한다(Lawton, 1989).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8개 교육과정에서 6번째에 위치한다. 이는 많은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를 보다 자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한 사회와 해당 학문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을 해

야 한다(김재춘, 2003; 홍후조, 1999). 이전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

된 1969년에서 지금까지 45년이 지났으며 그 과정에서 놀이와 관련된 이론은 지속적

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놀이’의 개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과정의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주요어가 전체 연결망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화 지수는 핵심 개념

을 설명하는 텍스트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보여준다. 연결정도 중심화지수는 주요어가

전체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정도 중심화지수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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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으면 해당 연결망이 특정 주요어를 중심으로 집중화된다. 이 때 주요어를 중심으

로 한 부분 연결망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전체의 논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사이 중심화 지수가 높으면 서

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 연결망이 논리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연결정도 중심화 지수

가 높은 경우 주요어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 연결망이 위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분 연결망을 연결해주는 사이 중심화 지수가 높아야 문서가 논

리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야 이후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해석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다.(백남진,

2005). 홍후조(1999)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지만 기본

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호(2009) 또한 접근성, 가독성, 활용

성, 자율성, 전문성과 함께 명료성을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필요 요건으로 지적하

였다. 본 연구에서 8개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연결정도 중심화

지수가 6차의 20.51%에서 2007 개정의 68.54%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놀이’ 또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하에

명료하게 서술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가 설명될 때 가장 핵심 개념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주요어의 중앙성 값을 살펴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1차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까지 연결정도 중앙성과 사이 중앙성

값이 높은 상위 단어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활동’은 일반적으로 자유선택활동과 집단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

연결망에서 ‘활동’이라는 주요어에 연결된 개념이 흥미영역의 하위범주이거나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극, 전래동요 등의 집단 활동이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

라 본 연구 결과 놀이는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적인 부분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

하는 부분, 극놀이와 같이 특정한 활동에 편중되어 서술된 경향을 보였다. 유아교육과

정에서 놀이는 그 자체로 유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면서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충

족시키고 가장 강력한 학습의 수단으로 이해된다(이성희 고을심 사영숙, 2009; 이숙

재, 2011).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며 자발적인 놀이는 지식 구성에 필수적인 탐색,

실험, 조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표상적 사고의 발달에도 기여한다.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것 등을

배운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유아의 놀이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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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Copple et al., 2009; Cuffaro, 1995; Frost et al., 2008; Johnson et al., 1999;

Lillemyr, 2003). 이처럼 놀이가 유아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역사적으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원문에 놀이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활동이라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직전 교육과정과 단

위 유치원의 교육활동, 그리고 교사의 수업을 통하여 ‘놀이=활동’으로 이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혼동하거나(성

원경 외, 2010),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과 지도서를 구분하지 못하고(황해익 서보

순, 2010),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더 많은 활동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현상(김

영옥 외, 2005)이 교육과정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추

후 검토가 필요하다.

유치원 교육과정 연결망의 중앙성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Kliebard(1992)와 Tanner(1983)가 언급한 ‘무역사성(ahistoricism)’이다. 그들은 교육과

정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과정의 변천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거

나 특정 시점에만 등장했다 사라지는 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국가수

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등장했다 사라진 후 3-5세 연

령별 누리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극놀이’나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앙성

값이 높은 창의성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원문, 해설서, 교육활동 지도자료

로 구분된다. 이는 초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서경혜(2006)는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사용 지도서가 단순히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반복하며 보충자료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활동이 제시되는 경우 교육

과정 재구성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황규호,

2012). 학자들(서경혜, 2006; 홍후조, 1999; 황규호, 2012)은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교육

과정인 교사지도서의 경우에도 활동보다는 교사가 가르칠 때 필요한 지식과 실천을

토대로 학습자에 대한 선별된 지식 및 교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과 전략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은 이미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현

해가는 교육과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p. 2)라고 교육과정의 성격을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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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 학습 방법으로 놀이를 소개하고 있고, 이는 다른 차시의 교육과정에서도 지

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1992; 교육부, 1998; 교육인

적자원부, 2008).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자인 교사는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통해

놀이를 교수 학습 방법으로 사용한다. 교사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을 사용하고 흥미 영역에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김희진, 2013). 유아의 놀이가 확장되도록 적절한 개입 전략을 사용할 수 있

고, 놀이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다(이정환 김희진, 2010). 이처럼

교육과정 운영 시 놀이를 적절하게 교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놀이 시 어떻게 적절하게 개입하여 놀이를 확장시켜줄지(서혜정 김은영, 2012;

Ostrosky & Meadan, 2010)와 놀이와 교육과정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지(전효훈 엄

정애, 2011)에 대해 교사들은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교사의 역할 및 놀이 개입

과 교육과정과의 통합 부분이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교육과

정 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문서 수준의 교육과정

이 되고, 나아가 교육과정의 질 재고와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아의 놀이가 인지, 사회,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하고 문해, 수

학, 과학 등의 영역에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Bodrova & Leong, 2010; OECD, 2012).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에

서 놀이가 제시될 때에도 놀이의 가치 및 유형, 전략, 유아의 특성 등이 함께 서술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국

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원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고, 추후 교육과정 해설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의 주요한 원리가 되는 ‘놀

이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에 앞서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고찰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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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xt Network Analysis of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Focusing on Play

:From the 1st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to

Nuri Curriculum

Seonhye Park and Eunhye Park

This study aims to find a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which is based on teacher’s literacy, focusing on ‘play’. The text network analysis is

used to find out historical consideration on how ‘play’ is considered in the curriculum

from the 1st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to current Nuri curriculum.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word appeared

with ‘play’ in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was ‘activity’. I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eaning of play in kindergarten curriculum, which was closely connected

with keywords such as development, learning, or interest. The Study found that

important words that explain ‘paly’ were ‘health’, ‘dramatic play’, and ‘regulation’ in

the 1st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learning’ and ‘activity’ in the 2nd curriculum;

‘creativity’ in the 3rd curriculum; and ‘development’ and ‘activity’ in the 4th curriculum.

Also, words such as ‘activity’, ‘instrument’ and ‘play materials’ in the 5th curriculum;

‘activity’, ‘dramatic play’, and ‘children’ in the 6th curriculum; ‘activity’ and ‘children’

in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and ‘expression’, ‘experience’, and ‘dramatic play’

in current Nuri curriculum turned out to be the most significant words that describe

pla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eachers with

trainings to integrate play into kindergarten curriculum based on princip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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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rather than a list of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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