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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시 에 접어들며 기후위기, 비 면 디지털 교육에 응하는 지속가

능한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에 한 관심이 높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래 영유아학교의 모습에 해서도 다양

한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초중등 미래학교 정책과 연계하면

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미래 영유아학교 상을 제 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미래학교 담론의 요소인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및 에듀테크 활용, 기

후위기 및 생태 환경 강화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미래 환경에 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하고자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3차년도 기획 중 1차년도 연구로, 앞으로 디지털, 기후변화의 요소를 접목한 미래 

영유아학교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 하는 바이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문가 분들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

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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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 시 에 접어들면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해졌으며, 공간의 개념에는 미

래의 개념이 포함되기 시작됨. 즉 코로나는 학교를 바꾸고 공간은 다시 학교를 

바꾸어 나갔으며, 학교 및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 담론과 맞물리면서 공간의 개

념이 현재가 아닌 미래와 연결이 되었음. 

□ 미래담론에 방점을 둔 미래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과 연계되는 유연

하고 다양한 공간 재구조화, 미래형 온오프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

마트 교실(보육실),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 정책 추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정책과 연결

되어 왔음.

□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화하였고, 교육부와 복지부에 유보통합추

진단을 만들어 임기 내 단계적 통합을 기획하고 있음.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관

점에서 0-5세 영유아학교 모델도 제안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래를 고

려한 0-5세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그려나갈 필요성도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상급학교에서 논의된 미래교육, 미래학교 담론을 살펴

보고,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며 미래 유치원, 어

린이집, 또는 영유아학교의 모델을 그려보는 것임. 미래학교에 포함된 여러 요

소들을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고, 유보통합을 고려한 맥락으로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본 연구는 미래환경에 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하는 3차년도 

연속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로서 미래 환경에 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하였으며, 3년 연구의 주제인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기후 관련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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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 미래학교의 개념 정의 및 학습 활동 공간의 주요 영향 요소 및 단위 공간 분석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성에 알맞은 공간 특성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구축에 한 정책요구 도출하기 위한 현장 실

태분석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 및 운영의 시나리오(모델)제안 및 정책 

방안 도출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미래학교 정책 및 제도, 공간혁신 및 재구조화 개선 사업, 디

지털 및 원격수업, 기후환경 응 등에 한 사업, 정책, 학술연구 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상 1240명을 상으로 미래 영아학교의 공간 재

구조화, 디지털환경, 기후변화 응 정책요구를 파악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35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사례를 찾아 제도를 고찰하였으며, 현장 방문 및 면담을 통

하여 미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바람

직한 기관 모델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안

2. 관련 제도와 정책현황

가. 관련 정책과 제도

□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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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이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

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로 전환에 있어서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구현을 계획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창의융합, 시

민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조성, 그린학

교 구현, 학교 복합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기본 방향은 미래학교 전환, 사용자 참여, 특화

모델 운영의 3가지로 설정됨.

-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

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702동 484개교, 총 사업비 3.5조원)

- 2022년에는 518동 선정하여 추진 예정이며, 약 1조 8천억원1)을 투입예정.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과제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였으며, 추진 계획

에 ‘안전’을 핵심요소로 추가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 학교를 만들

고자 함.  

□ 디지털 정책

-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국정과제를 

세우고,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를 활

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등을 추진하고자 함.

- 2022년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100인 포럼2)’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 및 전문가 간담회와 학술 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부 차관이 

팀장으로 운영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함.

□ 그린 정책 

-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응을 위한 

전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

1)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 투입
2) 관계부처(교육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을 모집하여 약 160여 명으로 
포럼의 참여자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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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

하도록 하는 비전 아래 3  정책 방향을 가지 10  과제를 실행할 계획

- 유아 전용 환경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형 실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3~5세 유아를 상으로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의 

권역으로 나뉘어진 3개의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한

국교원 학교 유아교육원)에서 2010년부터 환경교육을 실시

- 2021년 온라인 환경교육 제공으로 참여인원이 급속도록 증가 

□ 탄소중립 중점 학교 

-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구

성원의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됨.

- 2021년 5개교를 상으로 1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20개교를 2차 

상으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

고 기후위기에 응하고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협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

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그린리모델

링사업’이 착수

- 2026년까지 어린이집 및 의료시설 총 628개소로 사업을 확 해 나갈 계획

나. 관련 규정과 통계현황

1) 유치원 공간 현황 

□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시설기준

- 유치원 시설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며, 또한 여러 항목별로 각급

학교 관련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지침을 달리 마련하여 시행하므로 전국 공통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집과 차

이가 있음.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는 교사면적과 체육장 면적기준을 명

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유치원의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 위탁기관 선

정을 위한 시설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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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구·설비기준」과 「학교교구·설비기준」에는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공간

의 종류와 공간별 교구 및 설비의 종목, 규격, 수량 등의 최소 기준을 제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유치원의 보건실 설치기준과 환기, 채

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 기준,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을 명시

□ 학교건물 노후 현황

- 초·중·고등학교 전체 건물 수는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초등학교가 중․고
등학교에 비해 10년간 건물 수가 줄어들어 2011년 33,397개에서 2020년 

31,264개로 약 2천여 개의 건물(-6.4%)이 감소함.

- 30년경과 비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2020년 

30년경과 초등학교는 총 31,264개 전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1

년과 비교했을 때, 10%p 증가함.

- 유치원 노후기관 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립이 노후화

된 시설이 30년 이상 2,426개, 40년 이상 1,351개로 많고 사립은 30년 이

상 840개, 40년 이상 271개로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면적 현황

- 설립 유형의 따라 유치원 교실 수의 전체 평균은 5.1개이며, 공립단설이 

10.98로 가장 많으며, 공립병설이 2.57개로 교실의 수가 적었다. 교실 면적

의 평균은 386.69㎡로 공립단설의 면적이 751.86㎡로 가장 넓었으며, 공립

병설이 243.08㎡로 가장 좁았음.

- 시도지역별 원 교실 수는 세종이 8.63개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2.84개로 가

장 적었다. 교실면적은 부산이 629.62㎡로 가장 넓으며, 강원이 275.24㎡로 

가장 좁았음.

2) 어린이집 공간 현황 

□ 영유아보육법의 설치 기준

- 영유아보육법」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 1는 국공립어

린이집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세부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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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해서는 예외규정을 두

고 있음(「영유아보육법」제52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주택 관련 어린이집 설치 기준

- 주택지 내 어린이집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련 규정」 제9조의2에서 제

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등을 건설할 때에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은 유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

어진 곳에 입지하도록 기준을 제시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설치기준

- 장애영유아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영

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수에 따라 구분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

□ 어린이집 평가제

- 2018년 12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

- 어린이집 평가제는 의무시행으로 어린이집 질 관리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확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어린이집 노후 현황

-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인가일로부터 30년, 40년경과 기관 현황을 연

구진이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수에 비하면 30년 경과 어린이집 비율이 

적음. 이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설립이 늦은 것으로 파악이 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었으나, 30년 경과, 40

년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1년부터는 증가 폭이 커짐. 40년

경과 어린이집 수는 2019년 40개(0.12%)에서 2022년 100개(0.3%)로 2배 

이상 증가함.

□ 어린이집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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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실 수의 전체 평균은 4.8개이며,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

복지가 7개로 가장 많으며, 가정이 3개로 가장 적었음, 연면적의 평균은 

279.97㎡이며 법인단체의 면적이 467.23㎡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101.81㎡로 가장 좁았음.

- 17개 시·도 모두 어린이집의 보육실 수가 평균 5개로 동일하였음. 연면적은 

세종이 369.85㎡로 가장 넓었으며, 전이 237.74㎡로 가장 좁음. 보육실은 

세종이 231.34㎡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가 151.39㎡로 가장 좁았음.

3) 해외 영유아 교육기관 공간의 현황 및 특성

□ 시설 기준 및 가이드 라인

- 미국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에서 제시하며, 출입

구, 직원영역, 교실영역, 공용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 캐나다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

령별 교실 내 세부 공간(영역)별 면적 예시를 제시. 세부내용을 활동 공간, 

음식준비 공간, 수면 공간, 기/실내 공간, 화장실(기저귀 갈이 ), 창고 등

으로 나누어 제시

- 영국 Building Handbook Section 2의 Nursery Schools(DENI, 2009)의 

내용 중 공간별 면적기준 및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시. 세부 내용을 살펴보

면 실내(출입구/ 보관 장소, 교실. 실내 창고, 유아용 화장실, 청소용품 보관

소, 다용도실/주방, 교사실과 화장실, 사무실, 실외창고, 기기실), 실외(옥외

놀이 공간, 지붕 덮인 놀이영역, 모래밭)으로 나누어 제시 

- 국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시설 면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설계 시 권장하는 차

원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면적 제시가 부분임.

- 미국, 캐나다, 영국의 단위교실의 크기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 캐나다, 

영국 순으로 미국이 상 적으로 높게 조사됨.

□ 해외 영유아교육기관 공간 조성의 특징

- 일본은 2019년 6월에 이르러 “앞으로의 유치원 시설(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이라는 사례집을 개발. 사례집 안에는 시설 정비의 기본 방침 3가지를 제시

하였으며, 중요한 7가지 사항을 3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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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리치몬드시(Richmond, BC)의 보유시설 설계 지침에 따라 필요 공

간과 공간별 요구사항을 제시

- 유럽 CEB(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는 유아교육 센터의 설

계 및 건설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유아교

육을 위한 건축 설계지침(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AND PLAYGROUNDS)을 

개발

- 해외에서는 공간 설계 시 기본 방향 설정과 세부적인 공간별/영역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미래환경 대응 공간 혁신

가. 국내

□ 경기 경의 유치원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중 유치원 1호 유치원으로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한 유

치원으로 현재 새로 개축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참여형 설계작

업에 참여한 상태임. 관련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개선하

여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구 인지유치원(장애통합)

- 구 최초 유치원 내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을 조성하고, 유아의 발달 및 

특성에 적합한 놀이와 체험중심 교육환경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

간을 갖추고 있음.

- 건물 내 중앙 놀이터, 외부놀이터와 연결된 개방형 건축, 옥상놀이터와 연결

된 도서관 등, 전반적으로 개방, 연계, 놀이성을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음.

□ 김해율하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으로 개원 후 부족한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하여 유휴 옥상 공간

에 유아의 꿈을 펼치는 창의 공간인 모듈형 교실과 근육 활동 공간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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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내 창의 놀이 공간과 요리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유아의 꿈 UP! 끼 UP! 놀이 중심교육과정 운영의 기반 여

건을 조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유치원으로 지정되어 탄소중립 사업을 충실하게 시행해나가고 있으

며 공간혁신사업도 진행하여 유아 주도의 놀이 중심 활동 워크숍을 통한 사

용자 참여 설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 반곡 어린이집

- 숲을 테마로 하여 복도를 오솔길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스마트 팜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복도에는 게임

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는 점은 영유아에게 오감을 통한 경험의 중요

성과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자가 잘 이해하고 있음.

□ 서울 성북구 달빛 하나 어린이집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 턱을 낮추고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경계석은 높이 차이 없이 평탄하도록 설계함.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공간의 경계가 없고 매우 유연한 디

자인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린이집도 장애아, 비장애

아, 성인과 어린 아동이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양 꽃가람 발도르프 어린이집

- 스위스 발도르프 시설 설계자가 맡았고, 어린이집의 모든 디자엔에 발도르프

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디자인 방향은 온전한 인간으로의 성장

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발도르프의 인지학을 반영한 공간으로, 인간에 한 앎(지혜)(Anthro + 

Philosophy, Sophia)을 반영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나. 국외

□ 노르웨이: 스퉤페리엣 바네하게(Støperiet Barnehageenhet)

- 오슬로 동부 중심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2012년 벽돌 공장을 개조하여 외벽

은 공장 그 로의 모습으로 보존하며, 실내 공간만 유치원 용도에 맞게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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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하였음.

- 병렬형으로 연결된 5개동의 기존 벽돌 공장을 유치원 용도로 리모델링하면서 

동(棟)간 복도를 설치하여 연결하였음. 이 과정에서 높이 차에 의한 복도 내 

경사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영유아들은 이러한 복도 공간을 재미있어 한다고 

하였음.

□ 미국: 환경자연센터 유치원(Environmental Nature Center Preschool)

- 환경자연센터 유치원은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변화하는 경험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션으로 최  75명 아동의 아이디어, 궁금증, 발견 및 조사 

활동 등 발달, 놀이기반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며 

철학을 가지고 있음. 

- 친구들과의 자연 속에서 몰입된 활동은 진정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

로젝트를 위한 야외 교실, 레지오에 리아와 발도르프 방식의 교육 접근은 

환경자연센터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반이 됨.

-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의 LEED 플래티넘 건물인 만큼 영유

아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녹색건축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일본: 인정 어린이집 사자나미의 숲(認定こども園さざなみの森)

-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소중히 하고, 

교사는 아이가 가진 힘을 믿고 기다리는 “계보동시(啐啄同時-そったくどう

じ)”를 보육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고저차가 있는 옥외 정원의 경우 기존 나무 등을 이용한 놀이기구를 배치하

여 자연 속에서 영유아들이 다양한 놀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지 내 고저 차를 그 로 활용하여 흥미로

운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음.

- 직원실에서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시간에 일시적인 보육공간(일명 “모두의 

방(みんなの部屋)”)으로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

□ 일본: 고후쿠 유치원(港北幼稚園)

- 고후쿠 유치원은 생생하게 아동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아동

(일명 ‘살아있는 아이, 生き生きした子ども’)으로의 성장과 배려심이 많아지도

록 아동들의 마음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동(일명 ‘배려 깊은 아이, 思い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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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のある子ども’)으로의 성장의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음.

- 보육동에는 덴(Den)이나, 로프트(Loft), 캣워크(Catwalk) 등 다양한 소규모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유희동에는 무  뒤 편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유

리문을 개방할 경우 중정과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적인 장소로 변모

□ 일본: 인정 어린이집 하마 요 치엔(た認定こども園 はまようちえん)

- 하마 요 치엔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 가장 큰 개념은 자유성, 다양성, 개방성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정원에는 기성품의 형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크

고 작은 소재를 활용하여 아동 스스로가 놀이를 선택, 활동하도록 조성되어

져 있음.

- 동산을 연다(園を開く)라는 개념으로 현관이나 교무실 등의 출입 구조를 개방

적으로 계획하거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 카페 설치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성을 강조한 공간을 조성

□ 일본: 언덕 유치원(A Hill Kindergarten)

- 건축가 Studio YY가 50년된 유치원을 ‘숲속의 언덕(a hill in the forest)’

으로 재해석하여 재건축한 유치원

- 지의 서측에는 개방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

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

- 실내에는 유치원 교실과 숲 강당(Hall)을 외부 녹지공간으로 향하여 배치함

으로써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숲 속

에 있는 것처럼 실내 환경을 조성

4. 미래환경 대응 디지털 놀이공간

가. 미래교육 환경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융합/혁신/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도전

정신, 협력, 의사소통, 감성 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

임, 프레임워크,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있음.

- 유아들에게 놀이와 학습,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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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에 응하는 학교시설 개선 방안에 한 연구에서는 미래학교의 설

립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구성요소로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정서적 지

원, 커뮤니티 생태계, 통합적 안전망 네 가지를 제시

-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 한 서희전, 계보경, 박류민(2020)의 연

구에서는 교육환경 구축의 기본 방향, 학습공간 디자인 전략, 교육환경 운영

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미래교육환경을 제안

나. 유아교육 공간혁신 분석 개발

□ 에듀테크를 통합한 유아교육 공간혁신 방향

- OECD는 학습공간을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

그램과 교육방법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

- 좁은 의미에서 물리적인 학습공간은 전통적인 교실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학습공간은 학교 안팎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체제의 조

합을 의미함.

□ 유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

- 21세기 교육방법인 협력적 학습, 프로젝트기반 학습, 디자인씽킹 등 유아들

이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의 디자인을 변화시키고 유아들의 행

동과 상호작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성이 부여된 학습공간에서 유아가 놀이 등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책상, 

의자, 교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공간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음.

- 교사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유아들의 행동, 과제수행 및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실내 유아의 개인활동 또는 협력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교사가 즉시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함.

□ 학습공간과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통합

-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공간이 효과

적으로 통합할 필요함.

-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테크놀로지가 학교 공간에 내재적

으로 통합할 경우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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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디지털 교육 공간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 연결성: 유치원 디지털 공간은 교실 활동의 다양한 목적을 지원하고, 개인학

습과 유아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자유롭게 쉽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창의성: 유치원 디지털 공간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자극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며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자율성: 디지털 공간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

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안전성: 디지털 놀이공간은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곳이어야 함.

- 심미성: 유아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을 통해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정서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다. 사례분석

□ 분석 상 및 방법

- 국립 1개 사립 3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의 사례를 분석

- 디지털과 유아, 공간의 구성, 공간의 개발, 공간의 활용을 범주화하여 분석 

5.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

가. 전문가 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및 조사방법

- 전문가는 미래교육, 공간혁신, 건축, 유아교육과 보육 등 관련 분야의 표성

을 가진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구성은 선행연구, 관계부처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 현장방문, 정책포럼 등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2

차 조사지는 1차 조사결과에서 미래 영유아학교 구성요인 중,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문항들의 수렴도를 구하는 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방법은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패쇄형과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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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개방형으로 서술된 내용에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다룰 유의

미한 문항들을 추출

- 통계분석은 1, 2차 조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도출

□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1

순위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2순위 ‘유아 디지털 환경의 변화’, 3순위, ‘기

후변화, 기후위기’,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코로나 등)’, ‘전 연령  전 세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강화’였음.

-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는 1순위 ‘미래사회 역량을 키

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2순위 ‘교원역량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

성 제고’, 3순위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 순이었음.

- 4차 산업혁명이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요소는 1순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 2순위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 3순위 ‘학교건물’ 순

이었음.

- 미래학교 상(image)을 살펴보면,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

합형 미래 영유아학교’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1세기 역량 등 

미래사회의 인재 또는 시민을 양성을 위해 주로 교육 변화에 초점을 두는 공

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였음.

-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은 1순위로 ‘국가 및 교육

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2순위로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3순위로 ‘교사

의 전문성과 열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 ‘영유아 학부모 인식 

개선(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한 지식과 태도)’가 있었음.

□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목표, 학교문화)’에 해당된 8개 항목 중, 1사

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

는 항목은 교육목표로 21세기 역량 추구,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관련 항목이

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된 11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

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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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육과정 역량 차이 줄이는 연수 필요, 영유아 개별화 교육 강화, 그린/기

후관련 요소의 교육과정 반영 항목들이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에 해당된 4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에 해당된 4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에 해당된 7개 항

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

에 해당하는 항목은 클라우드 기반 무선 인프라 실내외 구축이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에 해당된 9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

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

통과 공유공간, 연구 및 협력적 수업설계를 위한 교사 전용공간 만들기였음.

-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

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행정자동화 및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경감, 전문가 공동체 구축 및 협력, 외

부 전문인력과 협력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 수행이었음. 

-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

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교육 내 돌봄이 

녹아든 통합적/전인적 접근, 정부/교육청/지자체 매칭으로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부담경감이었음.

나. 교원조사 결과

□ 응답자 및 기관 특성

- 총 1240명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을 상으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

-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수도권이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기관

은 81.6%가 동에, 18.4%가 읍/면에 소재하였음. 기관의 유형은 유치원이 

547개, 어린이집이 693개로 각가 44.1%, 55.9%로 비슷한 비중을 가짐.

- 기관규모는 4-6학급이 가장 많았고, 7-9학급, 10학급 이상의 순

□ 공간개선에 한 인식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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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평균은 4.08점으로 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어린이집에서 개선 필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교육･보육 공간에서 개선 필요를 느끼는 8개 문항 전체의 평균은 3.66점으

로 중간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였음.

- 미래교육 공간 특성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4.40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음.

- 건물의 규모와 입지/실내이동 동선/층수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이 

2.6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실 및 보육실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35ㄴ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음.

-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2.61점으로 낮은 수준

이였으며, 실내 환경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09점, 실외환경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14점이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운영, 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5

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3.63점이었음.

-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새로운 공간에 한 요구 및 정책 제언에 해 살펴보

았다. 건물의 배치/규모/층수/일반 공간 관련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

균 4.17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에듀테크 공간 관련 중요도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4.11점으

로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중립/기후위기

/그린 관련 중요도에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23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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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환경대응 영/유아학교 모델 제안 및 정책제언

가.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미래 영/유아학교 핵심 이미지>

          

즐겁고, 함께하는 영/유아학교
협력, 인성교육, 영유아중심 놀이, 

관계지향문화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저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자연체험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학교
안전지향성, 건강지향성, 쾌적한 시스템, 

신체발달지원, 안정성지원 

디지털, 스마트 영/유아학교
디지털기반, 테크놀로지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컬 영/유아학교 다문화, 개방화, 국제화, 지역사회연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유아학교
개별영유아 맞춤형, 창의성, 독창성, 

예술적 감각, 다양성

국가책임, 통합형 영/유아학교
돌봄기반 교육, 국가책임, 무상교육, 

교육복지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학교 운영 비전]

√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 미래사회의 인재, 시민을 양성을 위한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영향요인)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위기, 유아 디지털 환경 변화 

[교육 및 변화의 필요성]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2)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3)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

[주요 정책과제]

1)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2)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3)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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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영/유아학교의 운영 방향>

운영요소 운영방향

학교비전

-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
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

-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
대를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 교사 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 차이를 줄이도록 연수 지원
-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
-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
-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

평가
-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

고 면담 등에 활용

첨단인프라
-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
-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 드라이브 등) 어플 제공
-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

건물과 
학습공간

- 소통과 공유의 공간 구성(대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구성
-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메이커 룸 등), 소규모 협력학습실 구성(프로젝트 룸 등)
- 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구성

조직과 
교직업무

-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
-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 산업체 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 설계와 연

구

돌봄

-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 내에 돌봄이 녹아 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 접근을 지향
-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

담 경감 
-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

<미래 영/유아학교의 공간 구성>

공간구성 구성방향

필요공간
∙ 유희공간 확보,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 다목적 공간 확보, 건물 규모와 입지 등 

동선 개선

미래공간의 방향

∙ 안전/보안 강화, 스쿨존 강화
∙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
∙ 감성적 체험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공간구성
∙ 공간의 구조변경이 유연하게 구성
∙ 개인 맞춤형 공간과 공동체적인 공유공간의 조화
∙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적합한 공간과 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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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간 재구조화 관련

- 미래 환경에 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맞춤형의 사용

자 참여형 설계 매뉴얼 및 프로세스 개발, 보급

-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각기 다양한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관

련 우수 사례집 개발, 보급

- 기존의 영유아 관련 전문기관(예, 육아정책연구소 등)에 공간 관련 전문적 지

원부서 설립, 운영 필요

-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상의 다양한 연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한 새롭고, 혁신적이고 다양한 시설 모델 개발, 유치원 

시설기준 개정(현실화) 필요

□ 디지털, 스마트 관련

- 사례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디지털 놀이 공간 구성의 방향으로 ‘경계를 벗어

나기’, ‘놀이와 디지털이 함께 가기’, ‘유아의 감성과 사회성을 높이기’의 세 

가지 방향을 도출 가능

- 유아교육기관 미래교육 비전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공간 모델 제시 필요

- 디지털 놀이 공간 구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참여 필요

- 디지털 공간이 유아교육현장에 정착을 위해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화된 무선

망(WIFI) 환경의 우선적 조성

- 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가 제공 필요

- 영유아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필요

- 가정-교육기관 연계 교육 개발 및 교육

- 교육과정 및 국가디지털 관련 센터와 연계 방안 마련

□ 기후, 그린, 생태

- 모든 영유아학교를 탄소중립 그린학교화 하기: 교육과정과 하드웨어 구축

- 그린 및 생태 교육과정 지침 제공

□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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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미

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가 도출

-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영유하\아

학교의 비전으로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

학교, 미래사회의 인재, 시민을 양성을 위해 교육 변화에 중점을 두는 공교육

/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가 도출되었음. 이를 위해서 국가 및 교

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변화,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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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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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시 에 접어들면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해졌고, 공간의 개념에는 미래의 

개념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예컨  포스트 코로나 시 에 접어들며 전염병은 공간

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꾸었다(윤현준, 2021). 신경 건축학에 따르면 건축공

간디자인은 인간의 뇌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세라 골드헤이건, 2017). 이는 학교 

건축에도 적용된다. 코로나는 학교를 바꾸고, 공간은 다시 학교를 바꾸어갔다. 학

교 및 교육혁신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은 미래담론과 맞물리며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혁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공간 이용자의 마음을 반영하고, 획일적인 근 성에서 벗어

나고자하는 학교 공간의 혁신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미래학교 사업과 함께 학교교육의 주요 혁신 방안 중 하나였다. 공간에 속

한 참여자가 직접 참여 설계를 하고 공간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 학생을 두는 것이 공간혁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이화룡, 2019). 

학교교육 공간의 혁신은 근 적 구조의 개혁과 학교 내 자리잡은 공간 권력 구조의 

전환이기도 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학교와의 연계이기도 하였다. 현장에서는 

학교의 근 적 구조를 해체하고 교육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간의 재구조

화와 더불어 미래교육의 방향 하에 교육 혁신을 논의되어 온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 담론과 함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응하며, 유아중심교육, 통합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재구

조화에 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인룡, 2019; 육아정책연구소, 2022). 유아교육

과 보육계에서는 코로나의 영향과 미래담론, 그리고 선을 앞둔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개편 및 유보통합 논의가 맞물리며, 포스트 코로나 시  유아 미래학교, 또는 

미래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델에 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박창현, 김근

진, 윤지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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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래담론에 방점을 둔 미래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과 연계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재구조화, 미래형 온/오프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보육실),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 정책 추진, 유

치원 및 어린이집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및 기관 복합화 및 재구조화 정책과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미래학교 논의는 초중등교육계만큼 진척되지는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미래학교의 개념에서는 디지털의 개념이 원

격수업 및 에듀테크와 연결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유아교육과 보육 분

야에서는 미래 유아학교의 개념이 중요하나 디지털에 해서는 여전히 반감이 많

기 때문이다. 박창현, 조숙인, 정영식, 윤지연(2021)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수업을 

경험한 약 70%의 교사들이 원격수업은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디지털 및 에듀테

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바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도 유아교육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 

기획되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유아교육 쪽의 사업 시행은 경기도교육청 외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교육부, 2021a).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복합화, 첨단디지털 교실 및 환경생태를 강화한 시범학교 모델로 유아교육에의 적

용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므로, 미래학교 사업 속에서 애초 논의 상에

서 배제되어왔다. 이에 노유자 시설인 어린이집은 신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생활 SOC 사업에서 공간에 한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교육, 학습, 미래의 

관점에서 공간의 변화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화 하였고,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

어 임기 내 단계적 통합을 기획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3).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학교 모델도 제안되고 있다. 이런 맥락

에서 미래를 고려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학교 운영 모델을 그려나갈 필요성도 제

기된다. 

물론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을 그리는 일은 쉽지 않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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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불허한 시간에 한 논의이며, 유보통합에 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확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미래’의 의미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인지, 또는 현재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형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선택지라도 학교 모델에 한 새로운 논의에는 이에 수반되는 

교육과정, 교사양성체계, 학교시설 및 공간 변화 등 교육체계 전반에 거친 개혁과 

체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상급학교에서 논의된 미래교육, 미래학교 담론을 살펴

보고,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며 미래 유치원, 어린이

집, 또는 영유아를 위한 학교의 모델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에 초중등에서 이루

어지는 미래학교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을 중심을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유보통합을 고려한 맥락으로 공

간 재구조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와 함께 기후변화 디지털화에 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영유아학교, 유

치원, 어린이집의 환경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에 한 적극적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초중등 미래학교 정책과 연계하면서도 유아교육과 보

육 분야의 미래학교 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정책도 유보통

합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 정부 들어 유보통합이 국정과제

화 되며 유보통합형 공간에 한 합의도 필요하므로, 이에 한 다양한 논의와 제

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3년간 미래환경변화에 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조성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우선 그린스마트 유아 미래학교 추진 및 이에 상응하는 어린이집 모델

을 구축하고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화, 기후위기 응 세부 전략을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린스마트 스쿨의 미래적 요소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도입하는 것

이 적합한지에 한 부분은 더 논의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미래학교에 한 논의 지점들을 보다 면 히 검토하고, 공간, 디지털, 기후

위기, 지역사회 연계와 같은 요소들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들을 유아의 발달과 학

습, 교육과 보육 공동체에 알맞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론의 요소인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및 

에듀테크 활용, 기후위기 및 생태 환경 강화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미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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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요소들을 각 소주제

로 설정하여 3차년도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된 3차

년도 연속 연구 중, 1차년도 연구이다. 1차년도의 연구는 미래 환경에 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1차년도 

연구는 3차년도 개관에 해당하는 연구로 주로 공간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과 기후

변화 등의 요소들을 접목하여 미래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2차년도에는 디지털 및 원격수업에 적합한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및 에듀테

크 혁신전략과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적용가능한 지점을 논의하고

자 한다. 2023년에는 영유아단계 SW·AI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3차년

도 기후환경 및 생태교육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애초 본 연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의 기본 아이템에서 출발하였으나,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알맞는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혁신, 디지털 및 에듀테크 활용 전략, 

환경 및 생태를 강화한 시범기관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환경 변화에 응하는 

미래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 로 미래세 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미래환경변화에 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간 재구조화 및 복합화, 디지털화, 기후위기 응 등 세부 전략을 제안하고, 

미래 영유아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을 조성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이 3개년의 협동 연구를 추진한다.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에는 미래환경 응 유치원·어린이집을 구축하기 위해 공간 재구조

화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과 보육 환경 변화에 알맞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 구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둘째, 2차년도(2023년)에는 디지털 및 원격수업에 적합한 디지털 및  에듀테크 

활용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미래 환경에 응하는 온/오프 교육 혁신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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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적용가능한 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3차년도(2024년)에는 기후위기에 응하는 생태적 환경을 포함한 유아 미

래학교의 개념을 탐색하고,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교육, 유치원과 어린

이집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협동과제 연구내용 및 절차

3차년도 협동과제의 연구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동명 학

교 및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 미래학교

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방안을 조사하고, 미래 영유아

학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미래환경변화에 응하는 유

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교실 구축 

및 에듀테크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차년도 연구는 한국교육개

발원과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에 응하는 생태교육 및 지속가능

한 환경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Ⅰ-2-1] 미래환경대응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구축 3개년 추진 계획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구축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공간혁신 및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영유아교육 분야 SW·AI 
활용 방안 연구

기후환경 및 생태교육 
환경구축 전략

- 공간혁신과 공간 재
구조화를 통한 교육
혁신방안 도출

- 미래 영유아학교의 개
념 하에 영유아교육분
야 AI 활용방안 도출 

- 포스트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에 대응하는 생태교육 및 지
속가능한 환경교육에 관한 
구체적 전략 제안

- 동명대학교, 한국교
육개발원, 한국교육
학술정보원과 협동
연구를 추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원대학교 등과 
협동연구 추진 예정

-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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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1차년도 연구내용

1) 미래학교의 개념 정의 및 학습활동 공간의 주요 영향 요소 및 단위 공간 

분석

미래학교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미래학습활동 공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과 환경을 교수학습공간, 지원공간(교수학습 지원, 

생활복지 지원), 관리/행정 공간, 공용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건강과 안전, 창의와 

미래 등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여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성에 알맞은 공간 특성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

였다. 국내외 미래 담론이 포함된 기간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

파이 조사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

시하였다. 미래형 교육환경,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한 유아학교 및 어린이집 모델

에 필요한 구성요인 및 정책적 요구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수렴하였다.

4)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 구축에 대한 정책요구를 도출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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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 모델 및 운영 모델 및 정책 방안 도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미래환경 응 유

치원,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 협동과제 연구진의 협업 및 역할 분담

1차년도 연구는 3차년도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로 동명 학교(공동연구진) 

및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가들(연구협력진)과 협력하여, 영유아 

미래학교의 개념과 범위 정립, 스마트 및 디지털 놀이 환경 방향 설정, 해외 영유아

교육기관 매뉴얼 등 면적 기준 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공간혁신, 디지털, 기후위기라는 

미래학교의 중요 요소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첫 해로, 이에 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가 종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진들과 SNS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수 공간에서 주요 핵심개념

을 도출하고, 자문을 구하고, 우수 공간을 추천받고 함께 방문하면서 디지털, 건축,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놀이 공간을 방

문하기 위해 공간을 섭외할 때, 우수한 공간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섭외할 때, 

연구진이 함께 소통하고, 추천하면서 전국의 우수 기관들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 우수기관 공간 매뉴얼 공유, 선행연구 공유, 영유아 관련 디지털(인공지

능, 로봇, 메타버스 등)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연구내용을 융합해나갈 수 있었

다. 예컨 ,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는 사립 유치원, 스마트 어린이집 등을 방문 시, 

교육공학 전문가인 동명  연구팀과 유아교육전공자인 육아정책연구소 팀이 함께 

방문하여, 면담하고, 공간을 분석하고,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 놀이 공간

의 개념을 만들어나갔다. 이에 핵심적인 공간의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이를 미래 영

유아학교 모델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의 건축 전문가와는 기존의 유보통합시 교육공간에 한 

선행연구 공유, 그린스마트 유치원 방문, 해외 영유아교육기관 면적 기준에 한 공

유를 통해 유아교육과 건축의 기초적 관점을 융합하여 미래형 영유아학교 모델의 방

향을 구축해보고자 하였다. 예컨  그린스마트 유치원 방문시 유아교육과 보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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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건축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현장을 바라볼 때, 그린스마트 유치원 정책의 방향

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었고, 건축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추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학술정보원의 교육공학 전문가를 통해 상급학교의 미래학교 모델의 구

성요소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함께 영유아학교 모델의 구성틀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정책아디디어와 정책내용을 융합해 나갈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 단계 메타버스 

도입이나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 현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표 Ⅰ-2-1> 협동과제 연구진의 역할과 협업

담당 역할 붐담 및 협업

∞
[협업, 융합, 공유]

정책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논의 및 융합,
협업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연구의 고도화에 
기여

육아정책연구소

∙ 국내 공간 우수기관 방문 및 정리(공간 재구조화, 그린스
마트, 기후변화, 장애통합, 발도르프 등)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
∙ 전문가 면담 및 정책실무협의회
∙ 정책 밑 통계 현황 분석, 선행연구 및 빅데이터 분석
∙ 정책 포럼 개최

동명대학교 
연구팀

∙ 스마트, 디지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방문하고,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며, 연구진과 
소통

연구협력진
∙ 한국교육개발원: 해외 우수사례, 해외 영유아교육기관 기

준 정리 
∙ 한국학술정보원: 미래학교의 개념과 핵심요소 정리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첫째,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미

래학교 정책 및 제도, 공간혁신 및 재구조화 개선 사업, 디지털 및 원격수업, 기후환

경 응 등에 한 사업, 정책, 학술연구 개관하였다.

둘째,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해외 선행연구에 

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31

2) 조사연구: 설문조사

미래학교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연령별, 기관유형별 편차가 크므로, 표집 시 이를 고려하여 조

사설계를 실시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상 1,240명을 상으로 미래 

영유아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응 정책요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거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결

과, 선행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조사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구축에 관한 35명의 전문가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 2차에 거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

차, 내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도출하였다.

4) 국내외 공간혁신 사례 연구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간 혁

신 및 재구조화 사례를 찾아 제도를 고찰하였다. 국내외 사례는 문헌연구, 현장방

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주로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

행하였고, 미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방문기관은 협동

연구기관 및 외부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공간혁신, 그린스마트 사업, 기후 

및 녹색 정책, 디지털/에듀테크, 관련 공무원 등)을 받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간, 디지털, 기후환경 응 우수 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을 시행한 

유치원, 미래형 유치원, 공간혁신 및 공간 우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

악하고 개선 방안, 정책적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의 경우는 스웨덴,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현지 전문가와의 연구협력과 문헌연구로 수합하며, 그 외의 국가

들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2

<표 Ⅰ-3-1> 국내 사례 기관의 특성

중점 기관명

그린스마트·공간혁신/
기후변화대응

∙ 경의유치원(그린스마트 유치원 1호)
∙ 안양꽃가람어린이집(발도르프인지학건축)
∙ 대구 인지유치원
∙ 김해율하유치원
∙ 하나금융설립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등

디지털놀이

∙ 시흥시청어린이집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 서울 그림유치원
∙ 서울 명일유치원
∙ 인천재능대학 부속 유치원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

을 수차례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국내외 현장 전

문가 비 면 회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6) 기관 모델 제안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바람

직한 기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유보통합형 모델을 제안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7) 정책포럼 개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포럼을 2회 개최하여 정책 방안을 의제화하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1차 정책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공간, 놀이, 디지털’을 주제

로 2022년 9월 29일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공간과 놀이, 디지털의 의미를 학술

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1차 정책 포럼을 통해 더 나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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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과 장애영유아를 배려한 공간의 필요성, 디지털 놀이공간 구성의 방향, 

현재 노후화된 기관의 현황과 개선 방향,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기준 상향화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Ⅰ-3-1] 1차 정책포럼 포스터

2차 정책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기후, 그린 생태’를 주제로 

2022년 12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및 기후 적응의 의미, 삶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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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감하는 기후교육의 중요성, 놀이와 연계할 수 있는 그린 정책의 의미를  논

의하였다. 2차 정책 포럼을 통해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영유아학교에서의 그린 정

책들을 추진 방안, 생태교육의 방향성에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Ⅰ-3-2] 2차 정책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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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첫째, 본 연구에서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의 의미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

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팬데믹 등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환경에 응하는 

지속가능한 유치원, 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때로는 미래 

영유아학교(0-5세 영유아를 위한 학교)로 표현하여 유보통합을 고려한 유치원, 어

린이집 운영 모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환경 응 유치원과 어린이집(영유아학교)을 상급학교의 그린

스마트 스쿨, 미래학교 모델 등의 구성요소를 우선 반영하여 공간 재구조화 및 복

합화, 디지털 및 에듀테크, 기후위기 응 그린 환경 등을 중심으로 주로 공간과 

교육과 보육 환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OECD, 20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위 주체들이 함께 학습하는 온-오프 열린 공간으로의 미래학교 모델을 반

영하며, 학습, 놀이, 쉽 등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육 공간의 의미를 포괄

한다.

둘째, 공간 재구조화란 미래지향적인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의 재구조화이며, 과

거와 현재 기점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에 장애가 되었던 모든 환경 요

소를 제거하고 학습편성의 다양화, 활동형식의 다양화, 수업시간 외의 활용 등의 다

양한 학습 활동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래환경 응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 한 분석은 그린 스마트 스쿨, 상급학교의 미래학교 모델의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영

유아학교의 관점을 공간 재구조화/복합화, 디지털 및 에듀테크, 기후변화 및 생태

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때, 영유아단계 

미래학교 모델이 상급학교와 잘 연계될 수 있고, 영유아단계도 영유아학교로서 학

교 모델로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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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미래 학교 모델을 이 주제들의 범위 내에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3년 연구의 1차년도 연구이고, 공간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의 혁신, 디지털 놀이공간으로의 접목, 기후위기 

응 등의 주제를 다루더라도 놀이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실태조사, 통계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다루므로, 학교의 비전, 교육과정, 평가 등의 방향성을 그리고는 있으

나, 보다 구체화된 교육과정, 교사정책, 학급당 유아 수 등의 주요 논의들은 포함되

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미래’의 의미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이상적 미래라기보다, 실

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 미래의 개념이다. 이에 현재보다 더 나은 유아교

육과 보육 체제로의 개편에 중점을 둔다. 실현 가능성을 내재한 미래의 개념이라는 

점은 결국 미래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추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변

화가 이끌어낸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미래’는 현재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변화를 바라는 소

망이 담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래 미래환경 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리다 보니, 결

국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은 결국 국가책

임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공교육/공보육 기관으로 귀결되었다. 애초 유보통합의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교육기관의 

이미지를 거칠게라도 연구를 통해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국

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쓸모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연결되었으므로, 연구의 말미에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하

며, 정책을 제언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다섯째, 공간에 방점을 두지만, 3차년도의 방향을 그리는 연구이므로, 미래 영유

아학교의 방향을 그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도 밝힌다. 1차년도의 개관을 

통해 미래 영유아학교의 방향을 크게 그려가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차년도와 3

차년도의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차년도는 디지털이 주제이므

로, 디지털 놀이공간으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소양 교육 등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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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교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어떻게 보편화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차년도는 기후위기 및 기후적응에 응하는 교육의 

방향과 네트워크 연계에 한 연구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겠다. 추후 방향에 해서

는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6. 미래환경대응 영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전망

가. 미래학교 관련

1) 미래학교의 개념적 논의

OECD(2019: 11-12)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래에 비하고, 미래가 요

구하는 능력들을 학생들이 잘 지닐 수 있도록 2030년에 전 세계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량(지식, 능력, 태도 및 가치)을 정의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21세기는 국제적 의사소통, 권력의 탈집중화를 

통한 국가 간 상호의존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일터는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해지

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가 정신이 점차 확 되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는 존재이며 자연의 소중함

이 커졌기에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분야에서 학교는 

더 이상 닫힌 존재가 아니라, 큰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학교와 협력하고, 네트워

크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기관이나 지역사회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하

며, 교사와 학생은 지역사회나 고용자가 중요시 여기는 능력이나 역량을 지니고 있

어야 한다. 이에 교육은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교육과정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UNESCO(20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6-7, 9에서 재인용)에서는 전환점

에 놓인 전 세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

립하였다. 무엇을 계속해야 하며, 무엇을 중단해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한 세 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래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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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계속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

가 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는 모든 사람

이 자신의 변혁과 변화와 웰빙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

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계보경, 김현진, 서희전, 정종원, 이은환(2011: 101-102)는 Future School 

2030 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학교 설계를 넘어서 미래

의 변화와 바람직한 지향점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으면서 향후 새로운 학교 건축과 

설계에 도움이 되는 미래학교로서 미래학교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과 델파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시한 미래학교의 정의는 “미래사회, 첨단 

기술 및 교육의 체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사회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중심교육기관”이다.

김현진, 김은영, 이은상, 계보경, 이은환(2017: 87-88)은 미래학교를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첫 번째로 거시적 수준에서 여러 체제의 변화를 준비하고 

응하는 학교의 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미래의 변화 중 중요한 이슈와 아이디

어에 초점을 두는 학교의 기능을, 세 번째로는 현재 사회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

결하는 측면에서 학교의 기능이 있다. 이 중, 연구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

되는 4차 산업혁명, 21세기 교수학습역량과 첨단기술에 초점을 두어 미래를 준비

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교육 모델로서 미래학교를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

하고, 더 나아가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정의하였다. 즉, 빠르게 변화하

는 사회 및 기술 환경에 응하여, 미래사회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자 현재의 

학교 환경 및 기술, 교육 및 조직의 변화가 있는 공교육 모델로서의 학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영혜, 박소영, 김민조(2009: 32-34)는 지식기반사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응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미래학교를 정의하였

다. 미래학교를 미래사회에 적합한, 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로 정의하였으

며, 이러한 학교는 첫 번째로 정형화된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적 지식이나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두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39

번째로 학교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처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가족 형태의 다양화, 해체, 사회 양극화 등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나 

양육 기능이 약화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세계화와 국제인구 이동이 증가하기에 학교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 간의 소통과 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 위기, 식량 

등의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생존에 한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Ⅰ-6-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학교 개념

연구자 개념

OECD
(2019)

- 다른 학교, 기관, 지역사회와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나 고용자가 중요시여기는 능력이나 역량을 교육
- 학생의 다양성에 기반한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

UNESCO
(2021)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변혁과 변화와 웰빙에 대한 열망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장소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실현해주는 장소
-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로의 변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계보경 외
(2011)

- 미래사회, 첨단 기술 및 교육의 체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사회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중심교육기관

김현진 외
(2017)

- 빠르게 변화는 사회 및 기술 환경에 따라, 현재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관점에서 예측된 공교육의 문제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미래사회에 준비된 인
재를 양성하고자 현재의 학교 환경 및 기술, 교육 및 조직의 변화가 있는 학교

강영혜 외
(2009)

- 미래사회에 적합한, 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 : 과정적 지식 및 학습법, 평생학
습, 핵심 역량, 돌봄,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 간의 소통과 공존, 지속가능성

김도기 외
(2019)

-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창
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기관

자료: 1)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s notes -. Paris: OECD.

     2)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3) 계보경, 김현진, 서희전, 정종원, 이은환(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
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김현진, 김은영, 이은상, 계보경, 이은환(2017).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개발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강영혜, 박소영, 김민조(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6) 김도기, 김지선, 문영진, 김제현, 권순형, 문영빛(2019). 미래학교의 개념 및 공간 설계의 방향 탐색. 교원교

육, 35(2), 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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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기, 김지선, 문영진, 김제현, 권순형, 문영빛(2019: 123-127)은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학생맞춤형 교육, 역량 중심의 교육,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습 형태, 다양한 교육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

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학교의 개념

을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바탕으로 학

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하였다.

미래학교의 개념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응하기 위한 배경 하에 매우 넓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관

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미래학교에 한 논의는 시점, 경제, 사

회, 문화, 주체(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공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논의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했을 때, 미래학교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사회의 

변화에 응하거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래학교의 개념

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학교는 기후, 인구, 산업구조 등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미래학교는 첨단 기술의 발전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배움이 삶과 연계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존과 형평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2) 미래학교 시나리오 

가) OECD의 미래학교 체제 시나리오3)

OECD는 다양한 각도의 미래학교 체제에 한 논의를 지난 2001년부터 발전시

3) OECD(2020); 박은경(2020).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와 시사점. 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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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오고 있다. 2020년에는 미래학교의 시나리오로 네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학교

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20; 박은경, 2020에서 재인용).

[그림 Ⅰ-6-1]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

자료: OECD, 2020; 박은경, 2020: 29에서 재인용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학교교육의 확 (schooling extended)로, 영유아기에서부

터 고등교육까지 형식 교육이 잘 갖추어져 표준화된 교육과 핵심 역량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경을 넘은 공공기관과 사기

업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학습환경이 더욱 발전되어 학습자원과 데이터들도 국

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제 교육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수업활동

의 경우, 다양한 혼합교수방법(blended instructional method)이 활용되어 수업

일정이 유연해지거나 교과목 간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생들에 

한 학습 분석과 표정 인식 기술을 통해 수업 장면의 역동성을 포착하고 학생평가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와 관련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는 학교 내 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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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담되어 소규모의 교육가 집단이 학습내용과 활동을 설계하고, 다양한 근무조

건(자원봉사/유급 채용, 파트타임/풀타임, 면/비 면)의 직원들과 교육 로봇이 

학습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감독할 것으로 보았다. 이들을 체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직접 학습내용을 전달하고 감독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의 학습 산업체(learning industries)에서 학습 데이터 분석가 등의 새로운 전문

가들도 고용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OECD, 2020; 박은경, 

2020에서 재인용).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교육 아웃소싱(education outsourced)으로, 민간이나 지

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안으로 자리잡는다. 교육의 공공화보다는 사립화에 초점이 

이동되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택 중심의 교육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홈스쿨

링, 튜터링, 온라인 학습, 지역사회기반 교수학습활동 등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

지고, 학습 시장에서 경쟁하는 교육기관의 수가 매우 늘어나, 정부에서는 교육기관

에 표준을 제시하고 시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으로써 개별화된 학습이 보

편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공 돌봄 서비스나 지역네

트워크 혹은 디지털 플랫폼이 중개하는 시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학생들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특정 주제에 한 학습 플랫폼과 상담서비스가 많아질 것으로 보았다. 

즉, 전통적인 학제는 사라지고 학습자는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

하며, 교육제공자가 다양해져 학교교육 인력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OECD, 2020; 

박은경, 2020에서 재인용).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schooling as learning hubs)로, 학

교는 기존 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조화로

운 발달을 돕는다. 국제교류도 활성화되지만, 학교교육의 권한은 지역사회로 이양

되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지역 서비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 학교에 

한 평가나 결정도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달려있다. 학교교육은 포괄성, 

실험정신, 다양성에 기반을 두어 개별화된 학습이 강화되며, 학년 구분도 사라지며,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간의 경계도 모호해진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이 확 되어 

기존의 학교교육의 구조(물리적 인프라, 수업일정)가 유연해져 다양한 교육공간에

서 학습이 가능해지며, 교육을 하는 주체도 개인과 기관으로 확 된다. 학습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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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요구에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교사들은 학습활동을 잘 개발하는 엔지니

어로 여겨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OECD, 2020; 박은경, 2020에서 재인용).

<표 Ⅰ-6-2>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 요약

구분 목적과 기능 조직과 구조 교사 인력 거버넌스 공교육의 도전과제

시나리오 1: 
학교교육의

확대

사회화, 습득된 
지식과 역량에 
대한 인증 및 
자격 부여, 

돌봄

교육기관이 
독점적으로 
학교교육의 
전통적인 

기능을 담당함

규모의 경제와 
기능의 분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교육을 
교사가 독점함

전통적인 
행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협력이 

강조됨

공통의 교육체제 
내에서 다양성과 

질을 보장하는 것; 
합의와 혁신 간 
균형이 필요함

시나리오 2: 
교육 

아웃소싱

유연한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해짐

구조의 
다각화: 
여러가지 

조직적 구조가 
개인학습자에

게 제공됨

학교 안팎을 
운영하는 

교사인력의 
역할과 지위가 

다양해짐

더 큰 교육 
시장(지역, 국가, 

국제수준의) 
내에서 학교교육 
시스템이 기능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과 질을 

보장하는 것. 다른 
교육 공급자들과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시나리오 3: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유연한 학교 
구조를 통해 
학습개별화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됨

학습허브로서 
학교가 다양한 

지역적, 
국제적 자원을 

조직함

교사 전문직이 
광범위하고 

유연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기능함

지역의 
의사결정에 
중점을 둠.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함

다양한 관심사와 
권력관계의 역동성, 

지역적 목적과 
제도적 목적의 
잠재적 갈등, 

지역간 역량 차이

시나리오 4: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

다양한 
관심사와 

권력관계의 
역동성, 지역적 
목적과 제도적 
목적의 잠재적 
갈등, 지역간 
역량 차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이 

사라짐

프로슈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방형 시장

데이터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글로벌)거버넌

스가 핵심

정부 혹은 기업의 
강력한 개입이 
민주적 통제와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음

자료: OECD(2020); 박은경(2020).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와 시사점. p. 9-10에서 재인용.

네 번째 시나리오는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learn-as-you-go)이다. 이 시나리오

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하며, 이

러한 광범위한 연결성은 교육과 학습에 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학습은 

무료이며,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체계는 무너진다. 디지털화로 평가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간의 구분이 무너진다. 교육은 실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전되며, 인공지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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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서가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도와주며, 다른 학습자와 연결시켜 준다. 기

존의 학교제도의 일부는 남아 있지만 부분 개방되고 유연해져, 학생들도 원하는 

시간에 학습을 하며, 직장인들도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학교

라는 물리적 장소가 사라져 유아 보육에 한 우려가 커져 디지털화와 스마트 인프

라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공공시설이 마련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교사

는 전문성을 상실하고, 기계가 온/오프로 수업과 튜터링을 제공한다(OECD, 

2020; 박은경, 2020에서 재인용).

나)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

거시적 관점에서 류방란 외(2018)에서도 미래 학교교육이 세 갈래의 방향(M1: 

근  학교교육 유지, M2: 개인중심, 자유 경쟁 강조, M3: 시민 공동체 중심, 공공

성 강조)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갈래별 시나리오는 다음

과 같다.

[그림 Ⅰ-6-2] 한국 사회의 교육담론 지형들

자료: 류방란 외(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p. 171.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근  학교교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표준화된 교육과 자유

경쟁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 선발 기능을 수행한다. 보편적 공공성에 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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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현 체제와 동일하다.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로 타율적 관리의 상이며, 교

육과정 개발에서 의견을 낼 수 없으며, 교과 지식을 잘 습득한 근면 성실한 국민이 

지향하는 학습자상이다. 교사 역시 공교육 제도 내 지식교육의 권위자이며, 학생을 

평가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교육내용은 학문으로 파생된 전통적인 교과

이자 분과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한계와 유용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학교는 독

점적인 정규 학습 기관이며, 관료주의적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관

련하여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류방란 외, 

2018: 172-201).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이 강조되는 방향이

다. 이에 학교 조직이나 인력이 유연화되고 개방화될 것이다. 학생은 주도성을 가진 

학습의 주체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하여 소비하며, 능동적이고 창

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중심 학습을 위한 촉진자로 기능하며, 전통

적인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많이 체가 되어 탈전문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

육내용은 교과이론지식을 넘어 역량과 수행능력이 강조된다. 또한 교과목도 융합적

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학교는 학습 네트워크로서의 구심점으로 

독점적인 수업이 아닌, 디지털 환경 내 여러 수많은 플랫폼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

고 다른 곳과 연결이 강화된다. 이에 학교 조직은 유동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띠게 

된다.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는 개별화 학습이 강조되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개

방적으로 수용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한다(류방란 외, 2018: 172-201).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는 최소화되고 로컬(local) 수준에서 분권적 공공성의 역할이 

커진다. 학생은 학생 주도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참여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공동체의 선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사회적 창의성을 지닌 공

참여적인 시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는 앎과 실천의 과정을 끌어들이고 화하

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내용은 수행 능력을 넘어 시민적 자질과 성향을 

강조하며, 사회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화가 중시된다. 학교는 이제 

학습 생태계의 핵심으로, 앎과 삶이 통합된다. 또한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하고 네

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발히 사용할 것이다(류방란 외, 2018: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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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3> 미래 학교교육의 세 갈래 방향

Mode 1 Mode 2 Mode 3

특징

- 근대 학교교육 체제 전형
으로서 관료화된 학교교육 
틀 유지

-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점진
적이고 지엽적인 개선

-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자
유 경쟁 원리의 적용을 통해 
학교교육의 전면적 혁신 추구

- 분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체 주도의 학교교육 
혁신 추구

학생

- 미성숙한 존재로서 타율적 
관리의 대상 

- 교육과정 개발 시 배제된 
존재

- 창의성 등 실행 역량을 갖춘 
개인

- 학습 주체로서의 학생: 학생 
‘주도성’ 강조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자’

- 학습의 소비자이자 선택과 책
임의 주체 

- ‘사회적 대화’ 참여자로서의 
학생 

-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책임
을 지닌 시민

- 근면성실한 국민 지적 수
월성 추구

- 스마트한 능동적 개인 융합적 
창의성 추구

- 스마트한 공참여적 시민 사회
적 창의성 추구

교사

- 공교육 제도 내 지식교육
의 권위자

-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성적 관리자

- 학생중심 학습을 위한 ‘촉진
자’로서의 교사

- 앎의 과정과 실천을 이끄는 
‘지혜’를 갖춘 전문가로서의 
교사

교육
내용

- 학문으로부터 파생된 교과 
- 교과중심 교육과정

- ‘교과지식’ 습득, ‘이론 지식’을 
넘어 ‘수행 능력’, 역량 강조

- ‘분과’를 넘어 ‘융합’적 설계
방식으로의 전환

- 수행 능력을 넘어 ‘ 자질과 
성향’ 강조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실천 역
량 강조

학교

- 독점적 정규 학습 기관: 
고립된 형태

- 관료적 학습 조직: 선형
적, 위계적 구조

- 학습네트워크 중 하나: 교육
기관의 ‘구심점’ 역할 약화

- 탈관료적 유동적 수평적 구조

- 유연하고 수평적이며 개방적
인 사회적 학습 센터 

- 학습생태계의 ‘핵심’으로서의 
학교: ‘관계를 통한 앎’으로 
차별화된 배움터

에듀
테크

- 기존 체제 유지 분절적 도입 - 효율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적 수용, 네트워크성 강화

- 공동체 가치 지향적 수용, 네
트워크성 강화

자료: 류방란 외(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pp. 200-201.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Future School 2030 시나리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OECD의 Schooling for Tomorrow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상으로 한 델파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6가지 미래 

학교 시나리오 중 한국의 2030년 미래학교 체제에 있어 학교 재구조화가 가장 타

당성 있는 시나리오로 예측되었으며, 초중고 학교급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제

시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교생활에서는 자동 출석 체크와 등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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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지원하고, 수업에서는 AR이 연계된 학습과 여러 모둠 수업을 전개하였으며, 

교실 밖에는 학생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식단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도 지원하였다. 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서는 개별 교육과정을 바탕

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창작하고 협업해보며, AR이나 학습 DB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며,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

로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의 경우, 학생들은 신체활동의 변화가 자동으로 기록

되는 댄싱클럽에 참여하고, e-러닝을 통해 국제 실험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AR을 활용하여 고  생물을 해부하는 실습을 하거나, 화상 강의를 통해 학교수

와 특강을 전개하는 수업 장면이 그려졌다. 또한 e-포트폴리오 결과를 통해 학생

의 인턴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학교 모습도 제시되었다(계보경 외, 2011: 

145-149).

국제미래학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은 제4차 산업혁명시  한민국 미

래교육보고서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직장인, 평생학

습자의 하루에 한 10년 후의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유치원

에서 중학생까지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생의 경우, 오

전에는 지역사회 내 농촌에 가서 식물 키우기 체험활동을 한다. 이후 오후에는 다

시 학교로 돌아와 로봇 도우미가 책을 찾아주며, 친구들과 역할극 놀이를 한다. 도

서관에서는 가족, 이웃 주민이 함께하는 동화 활동 시간도 가진다. 귀가 전에는 멀

티미디어를 통해 신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소통도 하고 행복을 느꼈다(차경환, 

2017: 635-640).

초등학생의 경우, 먼저 학생들은 스마트북(smart book) 한 개와 가벼운 소지품

만 들고 등교를 한다. 거리에는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인식하

여 자동으로 멈추며, 교문의 진단센서는 학생들의 질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자

동으로 보고한다. 또한 출입자 인증 카메라 센서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전

하게 지켜준다. 학교를 들어서면 로봇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 로봇은 한국

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의 학부형이나 외국인에게 해당 언어로 말을 걸어주는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무한으로 변신하는 교실환경이 그려졌는데, 기

존의 지류 교과서와 칠판에서 벗어나 스마트북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며, 또한 스

마트월(smart wall)은 나무 벽 혹은 유리 벽으로 즉시에 바뀔 수 있으며, 이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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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내용들은 학생들의 기기에도 자동으로 전송된다. 교실 안에는 작은 무 가 

있어 발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체험을 하는 용도로 가변성을 지닌다. 이 외에

도 가상체험공간도 있어 학생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수학

습의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맞춤화된 수업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뒤, 학교에서는 협동학습을 통

해 개별 학습활동과 심화된 소집단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규 수업 이후

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며, 학교 안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 밖 

기관에서 하기도 한다(이종욱, 2017: 641-651).

중학생의 경우, 첫 번째로 교수학습 측면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지역사회와

의 연계를 통한 협력 수업이 이루어지며, 로봇이 학습을 도와주거나 학교를 보호한

다. 또한 실시간 번역기능과 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수업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교사의 경우, 학생과 함께 학습하는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코칭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학습환경 측면에서는 VR, AR을 통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탐

구할 수 있게 되었다(박종라, 2017: 652-657).

라)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와 고려대 HRD 정책연구소의 고등학생 미래 시나

리오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와 고려 학교 HRD정책연구소는 고등학생의 미래 시나

리오를 제시하였다(조현희 외, 2021). 미래에는 손목밴드가 스마트폰을 체하여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홀로그램을 통해 시간표를 알려주며, 학교 교육자료를 

보관함으로써 학생이 등교하는 데 있어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

한 고등학교를 사이버로 운영하기도 하여 수업을 집이나 학교에서 원격 홀로그램으

로 참여하는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생체 인식 시스템

을 설치하여 학생의 출결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교실에는 공용 태블릿 PC가 학생들 

책상에 놓여있어 학생들이 편하게 필기를 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태블

릿 PC와 손목밴드는 데이터 클라우드로 서로를 감응하여 자료의 저장과 이동을 용

이하게 하였다. 수업에서는 AI 선생님이 홀로그램을 통해 수업함으로써 교육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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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교육비를 절감하는 기능도 발휘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눈 빅데이터

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학생 

수준별로 맞춤형 정보나 평가 질문이 손목밴드를 통해 제시되어 완전한 개별학습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통역 AI가 제공되거나 

VR, 특수장갑도 수업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외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도 잘 마련하였다(조현희 외, 2021: 290-317).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교육체제 시나리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30년 미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

향을 선행연구, 심층면담,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측면(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 환경)에서 제시하였다(박선화 외, 2017: 

203-216). 

<표 Ⅰ-6-4> 2030년 미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

구분 내용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 함양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인문학적 소양 및 감성 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 강화
-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강조
- 학교안팎,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교수학습환경
-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자료: 박선화 외(2017).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Ⅱ)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
습 방향을 중심으로. p. 204

첫째,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의 경우,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실생활에서 체험 및 실천 가능한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며, 통합융합 학습 설계와 학생 참여 및 협업 중심의 탐구를 

강조한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약자에 한 이

해와 존중을 지향하며, 효과적 의사소통과 세계시민의식도 함께 강조한다. 인문학

적 소양 및 감성 교육도 강화하여 인문적 소양과 감성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 그에 따른 인성 교육과 심미적 교육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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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강화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 

적성, 학습 능력에 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라 개인별 맞춤

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동시에 학습부진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 다문화가

정 학생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학습자 배

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여 심층학습, 토의토론학습, 문제해결 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성화하고,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안팎,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

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교사 또한 조력자,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로 옮겨가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보았다. 셋

째, 교수학습 환경의 경우,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정보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컴퓨

팅 기술을 활용하며,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개학습 콘

텐츠(Open Learning Content)를 활용하여 다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AR, 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용 가능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

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 쉼, 놀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개

별학습자의 학업 리듬을 최적화하고 지원하는 교수학습 정책을 추진하며, 그에 따

른 공간(소파, 주방시설, 컴퓨터 및 피아노 공간, 놀이공간, 공작실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박선화 외, 2017: 203-216).

이상의 시나리오들에서 나타난 주요 요소를 종합한 결과는 이하 표와 같으며, 

다섯 가지 측면(교육과정/방법, 학교조직/제도, 학습환경, 수업도구, 교원역할)에

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및 방법에서는 부분의 시

나리오들이 맞춤형 학습, 학습자 주도성,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학교밖학습, 협력학습, 진로 및 역량중심교육도 활성화될 것이

다. 둘째, 학교조직과 제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연계형 학교로 나아갈 것이며, 이

는 학교를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학교조직이 국제화되어 국제기관들과의 

연계도 확 될 것이다. 셋째, 학습환경의 측면에서는 학습환경이 폐쇄적이기보다

는 개방적이고 다양해질 것이며, 학교 외부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것이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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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화

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확 로 가상학습 환경, 무선인터넷, 디지

털 기기도 필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넷째, 수업도구의 경우, 원격교

육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수업, AR, VR, 로봇 등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이 활발히 사용될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교사가 교육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사는 학습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동시에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편, 일

부 시나리오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수업을 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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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학교 공간 구축을 위한 구성 요소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앞선 미래 교육과정과 방법, 학교조직과 

제도, 학습환경, 수업도구, 교원 역할의 변화 등을 포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교 공간 설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ESCO(20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107-113에서 재인용)에서는 미

래 학교 환경을 커다란 도서관으로 상상하였을 때, 도서관은 기존의 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상황과 시공간을 지원하여 학교 안의 학생과 교사들 간의 학습이 일어나기

도 하지만, 학교 밖의 사람들이나 세상과도 접촉하는 장으로 보았다. 즉, 학교는 

시간과 공간이 학습자와 공유지식을 연결하는 포털(portals)로 나아가야 한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학교에 필요한 변혁으로서 다섯 가지(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교실에서 학습자 커뮤니티로, 다양한 교육학을 지원하

는 구조, 학교를 지원하는 디지털, 협력의 문화 구축)를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미래학교

는 포용적이고, 협동적인 학습 환경으로, 폭행이나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

어야 도며, 학습자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학습, 

집단학습을 활용하여 포용성, 형평성,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많은 것을 배워나

가야 한다. 또한 학교에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실에서 학습자 커뮤니티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교실은 연령, 성취도, 능력,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공간구조 속에서 

순종적으로 학습을 하고, 교사 또한 이들을 통제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교

실와 학교 배치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자원

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교수법을 지원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정되고 일률적인 시간표에서 벗어나 미래에는 

수업과 시간표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양식에 두는 교육법을 

제공하여 세  간 상호문화적 교류를 하거나, 교사를 통해 다양한 공부와 학습양식

(문제 및 프로젝트 기반 교수활동, 탐구 기반 학습 등)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 참

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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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교사와 학교의 업무에 도움이 되며, 디

지털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르침과 배움을 

혁신시키고, 교육공동체 간의 의사소통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코

로나19를 통해 학교가 가상공간으로 완전히 체될 수는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학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도 함께 가르쳐 학생들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잘 살아가면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협력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협력, 집단적 리

더십, 집단학습,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교사, 행정가, 교직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협조적

인 관계, 자율성, 상호지원과 관련되며, 코칭, 멘토링, 개인연구, 집단연구, 타 기관

과의 실행연구와 연구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다(UNESCO, 2021;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2022: 107-113에서 재인용).

계보경 외(2011)은 미래학교의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스마트 학교, 글로벌지

역 사회와 연계된 학교, 생태지향적 학교,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Ⅰ-6-3] 미래학교 구축방향 통합 다이어그램

자료: 계보경 외(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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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마트 학교는 디지털기술에 기반하여 맞춤형적응형 학습관리와 지능화

된 행정시설 시스템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으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융합한 

확장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역량과 진

로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 행정시설 시스템

을 통해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습정보를 관리하며, 학사, 행정업무, 건물관리

를 자동화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 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글로벌지

역사회와 연계된 학교는 지역사회와 세계의 인적물적 학습자원을 연계시켜 학습

자의 학습 경험과 이력을 개발, 지원하는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전 세계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평생학습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태지향적 학교는 환경 친화적인 학교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교육을 제한다. 넷째, 안전한 학

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외부와의 소통과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는 두 가지 기능

을 모두 수행한다. 다섯째, 즐거운 학교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창작물을 창조해낼 수 있

는 체험형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협력, 인성, 창작 등의 학습

과 진로와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기

술이 활용된 가상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교(IT, 지능 기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글로벌지역사회 연계 학교(소통, 융합, 공동체, 효율성), 

생태 지향적 학교(미래, 그린, 생태, 주인의식), 안전한 학교(방범, 관리, 보살핌, 

CPTED), 즐거운 학교(주인공, 체험, 전문가, 실습)의 미래학교의 공간 구성에 

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학교를 위한 주요한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한다. 학교 기능을 복합화하고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도 함께 학교 학습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한다. 

둘째, 소통, 교류, 융합의 커뮤니티인 식당, 공연장, 실내 체육관, 교실 밖 커뮤니

티, 야외 공간을 만들어 사회성과 인성을 계발하고, 교과 간 융합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실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넷째, 개방을 하면서도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담장을 허물거나 색을 바꾸어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도 여러 일에 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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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CCTV나 영역별 출입 관리를 하도록 한다. 넷째, 생태 친화적 시스템을 도입하

도록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건축과 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스마트 

학교 환경을 구축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무선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한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스마트 학교 행정시스템을 도

입하고,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계보경 외, 2011:101-114).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2018: 59-168)은 미래 교육에 응하는 학교 시설의 구

성요소로 네 가지(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정서적 지원, 커뮤니티 생태계, 통합적 

안전망)를 제시하였다. 

<표 Ⅰ-6-6> 미래교육 대응 학교시설 개선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교수학습 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성
- 교과 간 융합을 위한 연계성
- 학습과정에서 도출한 산출물 공유
- 학습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성 확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지원
- 유비쿼터스 기반 학습자 참여 환경 지원
-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지원

예술 활동
- 개별활동을 위한 독립성
- 다양한 형태의 표현활동 보장

체육 활동
- 영역별 활동 지원 가변적 공간 조성
-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

정서적 지원
- 편안함 제공
- 즐거움 제공

커뮤니티 생태계
-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 사용주체별 공간 및 시간 구획화

종합적 안전망
- 인적 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 물리적 안전망 마련

자료: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2018).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 개선 방안. p. 66 을 재구성

첫째,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요소의 경우, 1) 교수학습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특성 및 경기 종목 특성별로 공간을 구획화하

고, 효과적인 실험 및 실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ICT 활용 실습, 

원격교육을 위한 공간,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을 위한 공용 공간도 조성하도록 한

다. 이 외에 교실 내 테크놀로지 지원 기자재, 실험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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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자재 보관공간 및 검색 시스템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과 간 융합을 

위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주제 및 활동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

거나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도출된 산출물을 온오프라인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성 확보를 

위해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구, 기자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2)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습자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 검색을 이상화할 수 있도록 와이파

이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수학습을 위한 기기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교실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기기 관리 공간, 전담 

인력, 디지털 자료 활용 공간, 관리 시스템 확보도 뒤따른다. 3) 예술 활동에서 개

별활동을 위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활동, 협력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와의 독립된 영역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악, 미술, 드라마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4) 체육 

활동의 경우에도 영역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과 영역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그룹 학습이 가능한 분리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기구 보관실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시스템

을 조성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 요소의 경우, 1) 편안함을 제공하

기 위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

하고, 상담실 및 보건실과 근접한 위치에 배치시키도록 한다. 2) 즐거움을 제공하

기 위해 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공간과 가구를 설계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커뮤니티 생태계 요소의 경우, 1)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유휴공간을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용 및 연계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

다. 또한 2) 사용 주체별로 공간과 시간을 구획화할 수 있도록 동선 및 위치 분리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수학습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넷째, 통합적 안전망 요소의 경우, 1) 인적 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교사-학생 공간을 인접하게 설계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안전 사고에 한 응 절차와 이동 경래를 안내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전자 

안내 지도 시설도 설치하도록 한다. 2) 물리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입 

관리 통제 센터를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울타리를 설치하며,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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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및 메이커 활동 도구를 관리하며, 위험 방지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임철일, 박태정, 정주성, 2018: 59-168).

조진일 외(2020: 64-68)는 미래 교육환경에 응하는 학교시설로서 크게 네 가지

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미래의 주된 변화로 기후변화와 초저출산초고령화를 들었으

며, 이를 비하기 위해 친환경적 학교 건축이 필요하며, 학교는 교육적 기능 이외 

보육, 돌봄, 평생학습, 노인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공간은 첫 번째로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개별적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기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무선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개인 학습 공간도 마련하면서, 휴게공간으로

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공간 자체가 학습 상이 되는 공간이어야 한

다. 확장현실(XR)과 같은 기술은 공간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을 제공한다. 따라

서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특히 직접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을 마련하여 학습 내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가상으로 조작해볼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교수학습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유도하는 공간,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세 번째로, 테크놀

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개별 혹

은 소집단 학습에 참여하고, 혹은 별도의 개인 학습 공간에서 개별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디퍼 러닝, 공공데이터 활용 학습, 놀이 학습, 협력 학습 

등의 학습자 중심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놀이 및 탐구 공간으로서의 무  공간, 자연 체험을 위한 

옥외 공간, 소집단 협력 학습 공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홍섭근 외(2020: 65-70)는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학교공간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미래학교의 공간이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교과서이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축

소판으로, 학생들의 흥미, 관심, 학습성향, 능력, 적성, 소질을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배우는 공간 자체가 하

나의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공간을 함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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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학생의 학습 활동의 장이자 일상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절적 지식을 하나씩 배우는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고, 타

인과 역동적으로 교육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융합적인 확장 세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일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당, 식탁, 화

장실, 테라스, 정원 등의 공간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는 학생 주도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자,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므로, 학생에게 학교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는 교육생태계의 핵심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삶

과 연계되어야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학교에

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학생의 삶과 연동되

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배움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는 시공간을 초월하

는 에듀테크를 적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공간의 

지평을 확장하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배움을 교류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

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학교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재정

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은 학교 안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일터 학습도 학습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학생

의 학습공간을 연결하는 교육생태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미래 학교의 요소를 고려한 유아의 교육환경 연구와 관련해 차기주(2022)는 유

아의 심리행태적 특성을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설과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도출하고, 유초등기관의 공간에서 나

타나는 심리행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것을 추출한 뒤, 2019 개정 누리과

정의 인간상과 OECD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실내 공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은 인간의 생리안전에 한 기본 욕구를 충

족시키며 편리쾌적안전지향성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둘째, 휴식와 안정

감을 제공하는 공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유아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이완과 관련된 안략지향성을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신체적 움직임을 지

원하는 공간은 신체 발달 및 인지사회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근육 및 

운동 협응력 발달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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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중요한 발달 욕구인 존중의 욕구와 연계되며,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의 

자아주도성을 충족시키는 공간이다. 여섯째, 감성적 체험 및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

는 공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공간이다.

<표 Ⅰ-6-7> 유아 교육기관 실내공간 안

공간의 성격 특징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

- 인재상 : 건강한 사람
-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공간적 특성 : 적합성, 쾌적성, 안전성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편리지향성, 쾌적지향성, 안전지향성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

- 인재상 : 건강한 사람
-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공간적 특성 : 안락성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안락 지향성 

신체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공간

- 인재상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공간적 특성 : 운동지원성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움직임 지향성 

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 인재상 : 자주적인 사람
-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 공간적 특성 : 개별지원성, 자존지원성, 융통성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자기주도성

감성적 체험 및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공간

- 인재상 :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 핵심역량 : 융통성, 심미성, 역동성
- 공간적 특성 :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자극 추구성, 심미성

온오프라인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

- 인재상 : 더불어 사는 사람
- 핵심역량 :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 공간적 특성 : 연결성
- 유아의 심리행태적 특성 : 관계지향성

자료: 차기주(2022). 유아교육기관 공간구성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유아의 환경 심리행태적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p. 71,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학교의 구성 요소들을 종합한 

미래학교의 환경 구축 방안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학습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주도적이고 즐거운 학습경험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존의 획일화

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길러주고, 맞

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기능을 복

합화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단지 학습만을 하는 공간이 아닌, 삶 그 자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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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는 학습을 위한 교실만이 아닌, 다양한 소통과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소통공간 등의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셋째, 교육생

태계로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곳과 연계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

육이 아닌, 학교 밖에서의 학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세계와 

협력해야 한다. 넷째,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

심의 교수법의 한계를 해결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긴 시간 보내는 일상생활의 공간

으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표 Ⅰ-6-8> 미래학교의 요소를 반영하는 환경 구성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핵심요소

UNESCO
(2021)

1.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2. 교실에서 학습자 커뮤니티로 나아가는 학교
3. 다양한 교수법을 지원하는 구조
4. 학교를 지원하는 디지털을 고려
5. 협력의 문화 구축

계보경 외
(2011)

1. 스마트학교 : 유비쿼터스화, 맞춤형 적응형 학습관리, 지능형 행정/시설시스템
2. 글로벌지역사회 연계학교 : 국제화/개방화, 다문화, 학교기능 복합화, 교사역할 

다양화
3. 생태지향적 학교 : 친환경, 에너지감축, 녹색학교
4. 안전한 학교 : 안전/보안 강화, 스쿨존
5. 즐거운 학교 : 협력학습, 인성교육, 창작/실습교육, 진로/역량중심교육, 학습 컨

설팅 강화, 가상학습환경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
(2018)

1.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지원, 
예술 활동, 체육 활동

2. 정서적 지원 : 편안함 제공, 즐거움 제공
3. 커뮤니티 생태계 :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사용주체별 공간 및 시간 구획화
4. 통합적 안전망 : 인적 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물리적 안전망 마련

조진일 외
(2020)

1.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한 유
연한 학습 환경

2. 공간 자체가 학습 대상이 되는 공간
3.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공간
4. 디퍼 러닝, 공공데이터 활용 학습, 놀이 학습, 협력 학습 등의 학습자 중심 학습

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홍섭근 외
(2020)

1. 배움의 공간이자 교과서로서의 학교
2. 학생의 학습 활동의 장이자 일상 공간
3. 학생 주도성의 공간
4. 교육생태계의 핵심 공간
5. 시공간을 초월하는 에듀테크를 적용하는 공간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63

자료: 1)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2) 계보경, 김현진, 서희전, 정종원, 이은환(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2018).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 개선 방안. 서울: 서울대학교.
     4) 조진일, 이상민, 최형주, 홍선주, 계보경, 박관수, 강혁진(2020).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

(Ⅲ): 학교의 대지 조건과 배치 및 평면 유형 개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5) 홍섭근, 김영자, 김형태, 박세진, 임재일, 정미라, 송윤미, 정영현, 정나라(2020). 삶을 담은 학교, 내일을 여

는 학교, 학교 공간 미래교육을 마중하다. 경기: 경기도교육청.
     6) 차기주(2022). 유아교육기관 공간구성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유아의 환경 심리행태적 특성 및 교

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8, 61-72.

나. 미래형 공간혁신 

World Economic Forum(2020)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한 새로운 교육모델

을 제시하면서 미래 학교에서 4.0 Frame work에 걸맞는 학습 내용과 경험을 제

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5가지(playful, experiential, 

computational, embodied, multiliteracies)로 제안하고 교육시스템과 환경들

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교육의 변화모델에 부응하는 공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2021)은 미래학교의 기본방향인 

스마트, 그린, 공유 뉴딜을 중심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중 특화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

였는데, 공간혁신 뉴딜,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공유 뉴딜이었다. 특히, 공간혁신 

뉴딜은 기존에 단순하고 확일화된 학교 공간에서 미래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연계하여 학교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미래형 학교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사고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p. 4). 이러한 공간 혁신의 주요 방향은 기본형과 특

화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급별과 유형별(유연한 학습 공간, 동적인 활동 공

간, 정적인 휴식 공간, 교류와 소통의 공간)로 공간 구성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공간별 활동 등을 고려하여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의 물리적인 환경과 가구, 

자재 등을 의미하는 기자재 중심의 지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사

구분 핵심요소

차기주
(2022)

1.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 : 편리지향성, 쾌적지향성, 안전지향성
2.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 : 안락지향성
3. 신체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공간 : 움직임지향성
4. 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 자기주도성
5. 감성적 체험 및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공간 : 자극추구성, 심미성
6. 온오프라인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 : 관계지향성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64

용자들을 중심으로 사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형 학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중심으로 공간혁신의 가이드라인

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유아들이 머무

는 공간의 전형적인 공간을 생각하면서 공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은정, 이지혜(2021)는 학교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삶

과 배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고 공간혁신을 시도한 초등학교를 사례

를 바탕을 학교 공간의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간의 변화는 학교

라는 장소의 의미를 찾아내고 학습을 넘어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공간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중이 높아지

면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으나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는 모습을 발견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과 민주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 학교에서 4.0 Frame work에서 제시

하는 능력 중 일부라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 혁신을 통해 학교는 학

습과 쉼, 놀이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며 공간의 재배치만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미 많은 학교들은 디지털 플랫폼 및 다양한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 중국 및 프랑스 등은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재설계/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김성희와 김규태(2020)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실에 한 제반 인식, 학교 공

간의 설계 방향 등에 알아보았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 학교를 변화시킨 사례와 6C 

역량(Collaboration, Communication, Content, Critical thinking, Creative 

innovation, Cofidence)에 해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공간혁신

이 중요하고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스마트 교육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간혁신의 방향성에 해 이승헌(2019)는 기존 교실공간에 한 재구

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구조화와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시도들을 분석하여 

그 유형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자는 ‘교실공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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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시 ,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필연적 이며 학습편성의 다양화, 활동형식의 다양화, 수업시간 외의 활용 등의 다

양한 학습활동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공간의 변화가 꼭 필요하

다고 보았다. 최근 사례들의 분석을 토 로 재구조화의 유형들은 크게 7가지(삽입, 

경계, 확장, 변형, 연결, 분절, 가변)로 정리하였고 실제 공간혁신의 모습을 제시하

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7가지의 유형과 각각의 특징은 기존의 환경에 한 재구조

화의 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Benade(2017)는 21세기의 교실이 쓸모없게 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풍

부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과 학습 활동에 해 제

시하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어린 아동을 상으로 5주 동안 6번의 관찰을 통

해 혁신적인 교실의 학습 공간에 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유연한 학습 

공간은 건물, 제3의 교사, 교사의 경험 측면에서 활용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특

히, 연구에서 지적한 건물은 디자인 측면에서 교수법, 테크놀로지, 교육과정, 부재

시설 등의 통합이 일어나는 제3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환경으로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가구들과 그들의 배치에 따라 공간의 경험을 달리하고 문제해결에 한 통찰

을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북돋을 수 있다고 하였다.

 

<표 Ⅰ-6-9> 공간혁신 관련 연구

 주: 저자는 최신 순으로 배치함.

구분 저자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 기존에 단순하고 확일화된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연
계하여 학교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변화

- 유연한 학습 공간, 동적인 활동 공간, 정적인 휴식 공간, 교류와 소통의 공간 구성

2
주은정, 

이지혜(2021)

- 공간혁신 초등학교 사례 연구
- 공간의 재배치,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학교가 복합공간으로 변화함; 문제해

결 능력, 민주시민성 증가

3
김성희, 

김규태(2020)
- 설문조사를 통해 교실에 대한 제반 인식, 학교 공간의 설계 방향 등에 알아봄
-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공간혁신이며 스마트교육 실현에 도움

4 이승헌(2019)

- 재구조화와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함
- 재구조화의 유형들은 크게 7가지(삽입, 경계, 확장, 변형, 연결, 분절, 가변)

로 구분하고 재구조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

5 Benade, L.(2017)
- 뉴질랜드에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5주 동안 6번의 관찰
- 유연한 학습 공간은 건물, 제3의 교사, 교사의 경험 측면에서 활용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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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연구. 
     2) 주은정, 이지혜(2021). 학교 공간 혁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배움의 변화. 한국초등교육, 32(2), 271-285. 
     3) 김성희, 김규태(2020). 교실이 없는 시대, 학습자 중심 공간혁신을 통한 스마트교육.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

대 회자료집, 147-155. 
     4) 이승헌(2019). Restructuring Types of Classroom Sp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4(5), 53-64. 
     5) Benade, L. (2017). Is the classroom obsolete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9(8), 796-80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혁신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의 어린

이들이 체험하는 공간의 의미에 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효원, 조희숙(2019)

은 유아들의 관점에서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만 5세반 유아 20명을 상으로 

모자이크 접근법을 활용하여 38회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 결과, 유아들은 

집과 같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의 공간, 기존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

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간을 생성해나가면서 사적인 공간과 창조적 공간 등을 만

들어가는 주체자 임을 확인하였다. 

Matthew와 Lippman(2020)은 높은 질의 유아교유과 보육의 경험은 유아들의 

건강과 발달의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 동안 관심의 영역은 아니지만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이러한 환경의 구성이 영유아의 교

육적 경험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과 물리적 환경과의 연계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을 검토하여 근거 기반의 디자인과 평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의 실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소음, 

실내공간 디자인, 빛, 공기 질과 독립된 공간과 타인과 교류, 관심과 탐색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 공간의 설치는 교육자, 

디자이너, 건축가, 부모 및 정책입안자들의 광범위한 화 속에서 가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손승희(2013)는 영유아의 환경은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에 해 언급하면서 바람직한 어린이집 환경에 한 요인

으로 아동의 요구 반영하기, 집과 같은 어린이집을 강조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초

등학교를 모델로 어린이집을 디자인하거나 성인의 기준에서 설계를 하기보다는 자

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심리적으로 안락한 환경, 스스로 할 수 있는 유능감을 

주는 환경,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였다. 집과 같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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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설계 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

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간혁신은 실내 환경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도 영유아들의 발달에는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영식(2018)은 서울시 3개구 196개 어린이집과 놀이터 유

형별 9개를 조사하여 놀이터 실태에 해 알아보았다. 외형적인 요소로 1차적인 

분석을 거쳐 놀이를 통한 발달을 고려한 2차 요소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으미, 

놀이의 주도성과 안정성만 기능적으로 고려하고 통합적 놀이의 역할을 배려하지 

못했으며 창의성이나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발적 탐험 공간이 부족함을 

발견했다. 또한 공간의 가변성, 잠재적 신체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난이도와 

단계별 발달을 고려한 도전적 놀이 기구는 상 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

므로 향후 체놀이터의 허가를 제한하고 풍부한 감각적 경험과 자연 학습이 가능

한 놀이터 공간의 제도화와 발달에 적합하도록 영아와 유아를 분리한 공간 구성한 

놀이터, 다양한 변화와 흥미를 고려한 놀이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또한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므로 정서적 안정과 함양을 위한 자연 영역 

및 개인적 공간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비기능적 놀이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정원, 김다은, 최소영, 변나향(2016)은 아동발달의 4개 영역(인지, 정서, 신체, 

사회언어 발달)에 기초한 공간을 토 로 선진사례 총 66건을 분석하였다. 보육시

설의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발달을 고려한 공간구성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디

자인 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공간 및 환경 계획 기법을 수립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발달을 고려한 공간 계

획 요소는 먼저, 정서적으로는 좁고 아늑한 공간, 아동 치수의 가구 및 시설물, 큰 

개구부, 집과 같은 친숙한 공간이 중요하였다. 인지적으로는 가변적 공간, 창문, 다

양한 재료 및 색상, 자극 요소 제공 등이, 신체 발달 관련해서는 놀이 공간, 자율적 

공간, 가구의 놀이화 등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임 공간 등이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증고 

교육시설과 비교할 때 적절한 환경 구성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들을 어린이집과 유

치원 서례에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치원 공간 혁신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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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의 입장에서 시도교육청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았고 참여디자인에 해 알

아보았다. 한편 일본은 1990년 부터 놀이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공간에 한 변

화가 일어났으며 지자체에서 ‘플레이파크’ 등 공원과 놀이터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일본 규슈의 보육기관 4곳의 공간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해 변화에 담긴 실천적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방문

을 통한 관찰 및 사진자료, 간담회 자료,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유아들의 

공간이 ‘견고함에서 유연함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단순함에서 얽힘으로’ ‘소

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귀 기울이기로’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혁신이 주는 교육적 

의미를 확인하였다(김민우, 이연선, 2021).

<표 Ⅰ-6-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간혁신(변화) 관련 연구

 주: 저자는 최근 순으로 배치함
자료: 1) 김민우, 이연선(2021). 일본 보육기관 공간혁신 사례 탐구. 유아교육연구, 41(5), 205-229.

구분 저자 주요 내용

1
김민우, 

이연선(2021)

- 일본의 4개의 보육공간 사례
- 기관방문, 관찰, 사진, 간담회 자료 등 
- 4개의 혁신 이슈가 공간에서 적용됨

2
 Matthews, E., 
& Lippman, P. 
C. (2020)

- 높은 질의 유아교유과 보육의 경험은 유아들의 건강과 발달의 영속적인 영
향을 미침

- 물리적 환경의 실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소음, 실내공간 디자인, 빛, 
공기 질과 독립된 공간과 타인과 교류, 관심과 탐색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
는 공간 제시

3
이효원, 

조희숙(2019)

- 유아들이 체험하는 공간의 의미
- 어린이집의 만 5세 관찰, 모자이크 접근
- 사적공간, 창조적 공간
- 개인의 차이 인정, 주체자 강조

4 최영식(2018)
- 196 개소 어린이집과 9개의 유형별 놀이터 조사를 통해 놀이터 공간 연구
- 독립된 놀이터보다 대체 놀이터 활용이 많고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놀이

공간 구성으로는 부족하며 감각적 색상에 비해 바닥 재질이 미흡함

5
이정원, 김다은, 

최소영, 
변나향(2016)

- 선진사례 총 66건 분석하여 보육시설의 공간 및 환경 계획 기법을 수립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발달영역별로 다양한 공간 구성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후 디자인에 반영 강
조함

6 손승희(2013)

- 바람직한 어린이집 환경의 필요성
- 바람직한 어린이집 환경으로서 아동의 요구, 집과 같은 분위기 중요
- 어린이집 환경 계획 시 아동과 부모 및 교사의 반응이 평가에 포함되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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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tthews, E., & Lippman, P. C. (2020).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young children’s learning setting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8, 171–180. 

     3) 이효원, 조희숙(201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체험하는 공간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8(3), 
293-323.

     4) 최영식(2018).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 놀이터 공간 환경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1), 539-550.
     5) 이정원, 김다은, 최소영, 변나향(2016). 아동발달 이론을 고려한 보육시설 공간 및 환경계획.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of korea planning & Design, 42(4), 49-58.
     6) 손승희(2013). 영유아에게 적합한 어린이집 환경 계획 및 운영. 건축, 57(9), pp. 29-32.

김달효(2020), 박병준, 조택연(2021)은 초중등 학교급에서의 창의적인 학습환경 

변화를 위해 색채, 구조에 중점을 두어 혁신을 제안하였다. 박성철, 이윤서(2019)도 

인간중심의 공간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내부공간을 수업활동 유형에 따라 자

유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방소형(2019)은 교

육공동체의 사용자 참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신진

수, 조향미(2019)는 놀이화 휴식, 삶과 학습공간으로의 학교 역할을 강조하며 가변

형 교실을 제안하였다. 유지성(2020)은 유아교육기관의 스마트 교육환경의 구성과 

요소분석을 하며 환경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상민 외(2020)는 학

교공간혁신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점을 제안하였으며, 

임채형(2021)은 학교공간의 녹색환경조성을 강조하였다. 조시은, 백선경, 방재성

(2021)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탄소중립, 기후변화, 생태환경 조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 로 구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영재(2021)은 교육공간은 내부 

활동성과 그 활동 안에 마주하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강조하

며 공간혁신을 통해 공간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홍준의 외

(2019)는 융합 교육 공간 현황 조사 및 분석, 융합 교육 공간 운영 적정 모델 제안 

및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간혁신의 핵심은 유연성, 교육 

서비스, 경험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 초등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Ⅰ-6-11>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혁신 관련 연구

구분 저자 주요 내용

1
김달효
(2020)

- 학교시설에서 색채의 변화와 디자인의 변화는 학교구성원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래형 교실 공간에 적합한 색채와 디자인 원리 고찰
- 미래형 교실 공간의 색채 적합성 연구 시 색채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적용하고 분석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70

구분 저자 주요 내용

해야 함
- 학교급별 및 학년별에 따른 교실 공간의 색채 적합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교실 벽면의 색채 외 각종 기자재와 도구의 색채를 함께 고찰해야 함
- 교실 색채 효과성의 변인으로 학업성적 외 사회성, 인간관계, 만족도 등 다양한 접근

이 필요함

3
박병준, 
조택연
(2021)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유형별 학습 환경 분석을 통한 창의적 미래 교육 환경 제시
- 기존의 사각형 공간을 탈피하고 소통과 협력 중심의 수업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방

향성이 없는 허니콤(honeycomb) 구조의 모듈을 적용함
- 용도와 기능에 따라 유기적인 연결과 분리를 할 수 있어 확장 가능한 레이아웃을 계

획함
- 배치와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가구와 기자재를 계획함(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유형

별 수업환경)

4
박성철,
이윤서
(2019)

-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학교공간이 단순히 학생 주심의 공간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공
간으로 변화되어야 함

- 덴마크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의 50%는 문이 있는 교실공간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50%는 문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함

- 기존의 벽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수업활동 유형에 따라서 내부 공간을 구성할 필요
가 있음(공간을 외부로 확장하여 외부와 내부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는 공간
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증·개축과 같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측면에서 언제나 
혁신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계가 필요함(환경 조성 시점에서는 전
문가 검토가 필요함)

5
방소형
(2019)

-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수업과 달리 현재의 학교공간은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
으며, 다양한 수업의 방식을 시도하기엔 한계가 있음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사용자참여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 밖과의 배움의 연계를 위한 공간의 모습 등 다양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
양한 공간 모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6
신진수,
조향미
(2019)

- 학생들의 놀이와 휴식을 포함하는 삶과 학습의 공간으로서 학교 역할을 해야 함
-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필요와 성장에 필요한 수업을 운영함
- 작은 규모의 학교 설계 및 학급이 아닌 학년 단위로 오픈된 공간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함
-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격화된 교실을 개조하여 가변형으로 크고 작은 

학습 공간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함

7
유지성
(2020)

- 협력적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스마트교육 환경의 구성과 요소 분석 및 
모형 개발

- 현장 적용 시 유아의 컴퓨팅 사고 및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탐색
- 컴퓨팅 사고 향상을 위한 내용이 개발된 스마트 교육 환경 모형 안에서 통합되어 진

행되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8
이상민 

외
(2020)

- 미래의 교육 및 교수학습의 방향과 학습 환경의 조성방향 탐색 
- 학교공간혁신과 관련 있는 교육적 효과의 개념 및 교육적 효과의 범위 탐색
- 공간의 변화정도의 측정 및 평가가능성 탐색 및 조사도구의 개발 방안 논의
-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 학교 공간의 모습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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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김달효(2020). 미래형 교실 공간의 색채와 디자인에 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32(3), 834-843.
2) 박병준, 조택연(2021).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

문집, 16(4), 145-154.
3) 박성철, 이윤서(2019).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인식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gne.go.

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8460193490012.pdf 에서 2022년 2월 27일 인출.
4) 방소형(2019). 공간, 교육을 묻다-광주광역시 공간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6(5), 20-25.
5) 신진수, 조향미(2019). 맞춤형 수업을 위한 학교 공간 분석: 스웨덴 비트라 텔레폰플랜(Vittra Telefonplan)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0), 433-445.
6) 유지성(2020). 협력적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스마트교육 환경 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열린유아

교육학회 2020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229-234.
7) 이상민, 권희경, 박성철, 유승호, 임종헌, 조진일, 최형주, 김황, 이현주, 이지원(2020). 학교공간혁신의 교육

효과 분석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
plNum0=14117&currentPage=1&tabGb=0 에서 2022년 3월 3일 인출.

8) 임채형(2021). 배움 공간 혁신 방안으로서의 녹색환경제공에 관한 효과와 영향 분석 연구-소아·청소년을 중
심으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학술지, 20(2), 22-30.

구분 저자 주요 내용

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공간혁신을 위한 건축 계획적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적용되지 못하고 장식적인 요소

에 그치는 경우도 존재함

9
임채영
(2021)

- 학교 교육의 질 개선에 있어서 배움 공간 혁신의 방안에 대한 고찰
- 학교 교육의 질 개선에 있어서 배움 공간 혁신의 방안에 대한 고찰
- 녹색환경조성의 참여에 학생의 직접 참여와 의견 피력, 학부모의 참여 등 이용객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유아와 청소년의 바른 인성 교육과 학교 폭력의 방지책으로 산림 환경 서비스가 긍

정적인 효과와 역할을 제공할 것임

10

조시은,
백선경,
방재성
(2021)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
교시설을 그린스마트미래형 학교로 전환할 계획임

-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스마트교실 조성과 관련한 세부 공간(예: 스마트 기기 보관함, 충전기 보관함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생태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함
- 동선계획, 프로그램 배치, 학교 경계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필요한 사안

으로 학교 복합화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함

11
조영재
(2021)

- ICT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 블렌디드 학습과 정보활용 능력을 기울 
수 있음

- 공간혁신을 통해 공간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강화함
- 교육공간은 내부 활동성과 그 활동 안에 마주하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고려한 디자인

으로 설계되어야 함

12
홍준의 

외 
(2019)

- 융합 교육 공간 현황 조사 및 분석, 융합 교육 공간 운영 적정 모델 제안 및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

- 캐나다의 학교는 공간 구성에 있어 유연성, 교육 서비스,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학교, 고운 꿈을 담다’ 프로젝트로 진행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리모델링에서는 교

실 벽을 없애고, 개폐식 문을 설치하였으며 다락방과 놀이기구를 교실 내에 설치함
- 이태원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 구축한 스마트 교실을 지속해서 활용하고 있음

(AR, VR 활용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에서 스마트 장비 운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터의 활용 측면에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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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시은, 백선경, 방재성(2021).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https:
//www.auri.re.kr/gallery.es?mid=a10302000000&bid=0010&list_no=1717&act=view 에서 2022년 
2월 28일 인출.

10) 조영재(2021). 스마트 시대의 대학 공간혁신에 필요한 지원체계 및 설계방안-학교 공간혁신 사례를 중심으
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3(2), 340-355.

11) 홍준의, 홍승호, 강석진, 도종훈, 김흥태, 유금복, 이호상, 이정재(2019). 융합 교육 확산을 위한 미래형 융
합 교육 공간 조성 방안 최종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web/contents/result
Board.do?schM=view&id=17716#none 에서 2022년 3월 3일 인출.

 

조진일, 최형주(2020)는 미래형 학교시설 규모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의 종류와 공간별 면적 기준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교수학습공간, 지원공간(교수학습 지원, 생활복지 

지원), 관리/행정 공간, 공용공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공간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공간 종류를 제시하였다.  

<표 Ⅰ-6-12> 미래형 유치원 공간의 종류

영역 공간의 종류

교수-학습 공간

종합교실, 특별교실(언어(독서)교실, 신체활동실, 감각(탐색)실, 쌓기놀이실, 역할놀
이실, 음악(음률)실, 수조작활동실, 과학실, 미술(조형, 공예)실 등)

특수학급교실 등

지원
공간

교수-학습
지원

유희실, 도서실, 요리실, 드라마(무용)실, 멀티미디어실, 예절(다도)실, 목공실, 볼더
링룸, 물놀이실, 모래/놀이치료실, 언어장애치료실, 생활장애치료실, 체육실(다목적 
강당), 교사연구실, 교사협의/교사제작/자료실 등

생활/복지
지원

수면실, 교사휴게/락커/샤워/탈의실, 식당, 조리실, 세탁/건조실 등

돌봄교실

관리/행정공간
원장(감)실, 행정(사무)실, 보건실, 상담실, 문서(보관)실, 관리실, 창고(교구보관실) 
등

공용
공간

출입이동 현관(로비),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커먼스
(commons)

개인/동료학습 공간, 작업 공간(Work Space), Media Bar/Space, Open Space, 
Break-out Space, 발표 무대, Project Room 등

위생 화장실, 양치 공간, 세면대, 음수대 등

서비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자료 : 조진일, 최형주(2020), 미래형 학교시설 규모 자동 산정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pp.16~17의 
(표Ⅳ-1> 일부를 재인용함.

조진일, 최형주(2020)의 연구에서는 미래형 유치원 시설기준으로 연령별 학급

당 유아수에 따른 단위면적과 학급 수에 따른 공간 영역별 세부공간의 면적을 기본

단위 모듈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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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13> 미래형 유치원 시설 기준(안)

구분 실명(학급당 유아수) 단위면적
시설기준1)

~3학급 4~6학급 7~9학급 10~12학급 13학급~

교수
-

학습
공간

교실

만 3세반(14명)
3/4M2)
(0.75M)

1실의 경우 부속 공간(유아화장실, 교사실/참관실, 자료실/다용도실 등)
을 포함하여 1.0M으로 조성하고, 2실 이상의 경우 0.75M 교실 + 0.5 
부속 공간 + 0.75M 교실로 조성  

만 4세반(18명) 1.0M 1실의 경우 부속 공간(유아화장실, 교사실/참관실, 자료실/다용도실 등)
을 포함하여 1.25M으로 조성하고, 2실 이상의 경우 1.0M 교실 + 0.5 
부속 공간 + 1.0M 교실로 조성  만 5세반(22명) 1.0M

특별
교실

언어(독서)교실

3/4M
(0.75M)

택 1(단, 
단일학급은 

제외)

택 2 택 3 택 4 택 4 + 3개 학급 
이내마다 택 1씩 

추가

신체활동실

감각(탐색)실

쌓기놀이(블럭,레고)실

역할놀이실

음악(음률)실

수조작활동실

과학실

미술실(조형, 공예)실

지원
공간

교수
학습
지원

유희실
3/4M

(0.75M)
0.75M×1
(0.75M)

0.75M×2
(1.5M)

0.75M×3
(2.25M)

0.75M×4
(3.0M)

3.0M + 3개 
학급 이내마다 
0.75M씩 추가

도서실

1/3M
(0.33M)

택 1(단, 
단일학급은 

제외)

택 2 택 3 택 4 택 4 + 3개 학급 
이내마다 택 1씩 

추가

요리실

드라마(무용)실

멀티미디어(IT)실

예절(다도)실

목공실

볼더링룸

물놀이실

모래/놀이치료실

언어장애치료실

생활장애치료실

체육실(다목적 강당) -
1.0M(단, 

단일학급은 
제외)

2.0M 3.0M 4.0M
4.0M + 3개 
학급 이내마다 
1.0M씩 추가

교사(연구)실 -
교사 1인당 최소 6.048㎡

(단, 단일학급은 제외하되, 0.5M에 최대 5명 교사 수용)

교사협의/교재제작/자
료실

1/4M
(0.25M)

1/4M(단, 
단일학급은 

제외)

1/4M×2
(0.5M)

1/4M×3
(0.75M)

1/4M×4
(1.0M)

1.0M + 3개 
학급 이내마다 
1/4M씩 추가

생활
복지
지원

수면실
1/4M

(0.25M)

1/4M(단, 
단일학급은 

제외)

1/4M×2
(0.5M)

1/4M×3
(0.75M)

1/4M×4
(1.0M)

1.0M + 3개 
학급 이내마다 
1/4M씩 추가

교사휴게+샤워/
탈의 등

1/6M
1/6M(단, 
단일학급은 

제외)

1/6M×2
(0.33M)

1/6M×3
(0.5M)

1/6M×4
(0.66M)

0.66M + 3개 
학급 이내마다 
1/6M씩 추가

식당 - 2교대/유아, 교직원 등 1인당 0.7㎡(단, 단일학급은 제외)

조리실 -
식당 면적의 최소 45%

(단, 단일학급은 식당면적 값의 최소 45%의 간이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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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유치원 누리과정(만 3세~5세)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 1개 반씩 3개 반을 기본으로 함.
2) M은 Module의 약자이며, 기본 단위 모듈을 의미함. 1M의 크기는 7.2m(W)×8.4m(L)=60.48㎡임.

자료: 조진일, 최형주(2020), 미래형 학교시설 규모 자동 산정 프로그램, 이슈페이퍼, pp.34~35의 (표Ⅳ-2>. 한국교육개
발원 

상기 연구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기준은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

한 최소한의 기준인 오래된 과거 기준을 그 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수

준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및 디지털 놀이

1) 에듀테크의 개념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

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

미한다(계보경, 최미애, 이동국, 이지은, 2020). 에듀테크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별 학습자 분석의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학습 성과를 제고

구분 실명(학급당 유아수) 단위면적
시설기준1)

~3학급 4~6학급 7~9학급 10~12학급 13학급~

세탁/건조실
1/10M
(0.1M)

1/10M
(0.1M)

1/10M×2
(0.2M)

1/10M×3
(0.3M)

1/10M×4
(0.4M)

0.4M + 3개 
학급 이내마다 
1/10M씩 추가

관리
및

행정
공간

원장(감)실
1/4M

(0.25M)
1/4M

(0.25M)
1/4M×2
(0.5M)

1/4M×3
(0.75M)

1/4M×4
(1.0M)

최대 1.0M

행정(사무)실
1/8M

(0.125M)
1/8M

(0.125M)
1/8M×2
(0.25M)

1/8M×3
(0.375M)

1/8M×4
(0.5M)

0.5M + 3개 
학급 이내마다 
1/8M씩 추가

보건실
1/4M

(0.25M)
1/4M

(0.25M)
1/4M×2
(0.5M)

1/4M×3
(0.75M)

1/4M×4
(1.0M)

최대 1.0M

상담실
1/8M

(0.125M)
1/8M

(0.125M)
1/8M×2
(0.25M)

1/8M×3
(0.375M)

1/8M×4
(0.5M)

최대 0.5M

문서(보관)실
1/10M
(0.1M)

1/10M
(0.1M)

1/10M×2
(0.2M)

1/10M×3
(0.3M)

1/10M×4
(0.4M)

0.4M + 3개 
학급 이내마다 
1/10M씩 추가

관리실
1/8M

(0.125M)
1/8M

(0.125M)
1/8M×2
(0.25M)

1/8M×3
(0.375M)

1/8M×4
(0.5M)

최대 0.5M

창고(교구보관실)
1/4M

(0.25M)
1/4M

(0.25M)
1/4M×2
(0.5M)

1/4M×3
(0.75M)

1/4M×4
(1.0M)

1.0M + 3개 
학급 이내마다 
1/4M씩 추가

공용
공간

출입/이동공간

-

순면적의 40%(단, 출입/이동+위생+서비스공간은 최대 순면적의 30% 
이내로 조성하고, 최소 순면적의 10%는 Open Gathering Space, 
Nook, Nest, Cave, Den, Media Space, Break-out Space, 
Learning Hub 등 Commons Space로 조성) 

위생공간

서비스공간
(전기실, 기계실 등)

Commons Spa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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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러닝, 스마트러닝보다 확장된 개념이

다. 이렇듯 에듀테크는 교육 현장에서 데이터기반의 접근으로 학습자의 개별화, 맞

춤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개발이 이뤄지

고 있다. Holon IQ(2018)가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교육 기술 활용 분야 중 모

바일 학습, LMS, AI, 블록체인, 혼합현실 기술 5가지를 손꼽고 있다. 모바일 우선

의 학습모델이 발전할 전망이고 LMS는 교수학습방법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습을 지원하는 차세  디지털 학습 환경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AR

기술의 교육 접목이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에듀테크는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망이 상이하지만 클라우드, 혼합현실, 인공지능, 블록체

인 증강 및 가상현실 등의 순으로 에듀테크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박류민, 

2019), 에듀테크의 기술별 검색량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에듀테크를 위한 인프

라(네트워크) 분야, XR기술(MR, AR, VR) 활용 분야, 모바일 및 블렌디드 러닝 분

야, 맞춤형 학습 및 LMS 분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메이커스페이스 분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즉 에듀테크를 위한 환경구축에 해당되는 모든분야 기술이 발전 

및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Ⅰ-6-14> 에듀테크 기술별 검색 키워드

번호 기술키워드 버즈량(건) 번호 기술키워드 버즈량(건)

1 클라우드 3,724 11 3D 프린팅 152

2 혼합현실 2,890 12 자료분석 144

3 인공지능 2.508 13 지리정보체계 136

4 블록체인 2,329 14 블렌디드 러닝 133

5 증강현실 2,104 15 디지털 자격증명 126

6 가상현실 1,781 16 학습관리시스템 123

7 모바일 학습 1,763 17 시각화 120

8 게임화/게미피케이션 726 18 디지털 전환 74

9 사물인터넷 334 19 메이커스페이스 69

10 드론 178 20 맞춤형 학습 69

자료: 최미애 외(2021), 에듀테크 현장 적용 방안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p.10.

2) 에듀테크 동향 (Horizon report 2017, 2021, 2022) 

에듀테크 동향은 교수학습 방법론 측면과 기술활용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Konca(2022)는 향후 교수학습 방법론 측면으로 영향을 끼칠 기술 트랜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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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개방형 데이터 기반 학습, 포스트 휴머니즘 학습, 사회 

정의 교육학, e-스포츠, 애니메이션 활용 학습, 다감각 학습, 오프라인 기반 네트

워크 학습, 온라인 실험실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Horizon Report(2017, 

2021, 2022)에서 기술활용 측면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로보틱스, 학습분석기술, 

XR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교육 테크놀로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교수학습방법 측면으로는 혼합 및 하이브리드 교육과정 모형과 학습공간, AI 학습

분석기술과 AI 학습도구에 한 활용을 예측하고 있다(그림 참조). 

[그림 Ⅰ-6-4] 교육 활용 에듀테크

자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Horizon report(2017, 2021, 2022)중 에듀테크 핵심 트렌드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함 
Becker, S. A., Cummins, M., Davis, A., Freeman, A., Hall, C. G., & Ananthanarayanan, V. (2017). 
NMC horizon report: 2017 higher education edition. The New Media Consortium.
Pelletier, K. K., Brown, M., Brooks, D. C., McCormack, M., Reeves, J., Arbino, N., ... & Mondelli, 
V. (2021). EDUCAUSE Horizon Report: Teaching and Learning Edition. EDUCAUSE Publications.
Pelletier, K., McCormack, M., Reeves, J., Robert, J., Arbino, N., Dickson-Deane, C., ... & Stine, 
J. (2022). 2022 EDUCAUSE Horizon Report: Teaching and Learning Edition. EDUCAUSE 
Publications.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 현황은 코딩/AI와 외국어 교육이 가장 많고, 교육보조, 기

자재, 유아교육 및 수학교육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계보경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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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15>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 현황 (총 214개 업체)

구분 업체수 구분 업체수 구분 업체수

코딩/AI 41 대안교육 13 컨설팅 3

외국어 교육 41 행정 7 예체능 3

교육보조 23 평가/퀴즈 6 도서 2

기자재 22 학사관리 5 이미지/영상 2

유아교육 18 연구/실험 5 교사커뮤니케이션 1

수학교육 17 저작도구 5

자료: 계보경 외(2020), 에듀테크 소프트랩 적용 방안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p.11.

3)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가) 다감각 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다감각 학습은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감각들을 결합하여 학습에 활

용하는 것으로서 즐거움과 함께 심도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난독증 환자

와 같이 다양한 감각의 활용이 필요한 학습자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다감각 

학습에 활용되는 기술은 AR, VR, MR을 넘어서 XR(extended reallity)로 확장되

고 있다.

[그림 Ⅰ-6-5] 다감각 학습환경 사례

KaiXR AR Reaf

자료 (좌): https://www.kaixr.com(2022. 10. 10. 인출).
(우)https://blog.adobe.com/en/publish/2021/10/26/ocean-ar-coral-reefs-aero-smithsonian-thehydrous

(2022. 12. 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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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그림에서 제시된 사이트에서는 유아에게 활용되는 2가지 교육사례를 제

시하였다. KaiAR은 AR과 VR 모두 제공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AR reaf는 모

바일 기반 AR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다 생태계와 공간에 해 학습할 수 있고 향후 

학습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AR 동물원, AR 동화책, 통신사인 KT와 SK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톡톡체험

교실, 와이시리즈, 영어학습서비스‘스피캣’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코로나 이후 교육 전반에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융합학습 환경이 도입되면서,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원격수업과 면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

닝이 확 되고 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블렌디드 러닝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을 혼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에서 확장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iNACOL(2015)에서 제시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은 교수자 재량 중심의 부분적 

온-오프라인 모델과 온라인 기반의 학습자 선택형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블렌디드 러닝 유형이 다양하게 확 되고 있고 에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합 융합학습환경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표 Ⅰ-6-16> 블렌디드러닝 모형 예시

구분 세부 모형 예시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

1-1 콘텐츠 활용 수업(예습)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1-2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1-3 콘텐츠 활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 쌍방향 원격수업

원격수업 + 등교수업 간 
블렌디드

2-1 원격수업(예습학습) + 등교수업(피드백, 프로젝트 학습 등) 모형

2-2 등교수업(핵심개념학습) + 원격수업 (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자료: 교육부(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료집,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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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 디지털 놀이

가) 디지털 놀이(digital play)의 개념

디지털 놀이는 디지털 시 가 도래하면서 유아 교육 및 보육에서 나타나는 새로

운 개념이다. 오늘날 유아들은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놀이 경험을 갖게 

되면서 디지털 놀이에 한 개념화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놀이의 형태

는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전통 놀이와 디지털 놀이의 분리되지 않고 융합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Birds & Edwards, 2014). 디지털 놀이는 향후 더욱 확장될 

것이고, 유아교육 전문가와 부모, 행정가는 유아가 디지털 시 에서 성장한다는 것

을 수용하여 놀이활동과 놀이환경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dwards, 2015). 또한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

축과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Ⅰ-6-17> 유아대상 디지털 놀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

학자 디지털 놀이에 대한 정의

Edwards
(2015)

• 기존의 놀이연구에 기반을 두되 유아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것
• 유아의 전통놀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 간의 관계

ELSA(Early Learning 
STEM Australia)

(2020)

• 유아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 경험해 보고, 이를 타블렛을 통해 디지털 앱에
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한 후 일상생활에 
연계하여 적용 해보게 하는 방법

Fleer(2014)
• 테크놀로지는 유아의 사고를 도와주는 매개도구로, 디지털 상황에서 유아

가 기기, 앱 등을 활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Marsh et.al(2016);
Hughes(2002)

• 놀이범주에 디지털놀이를 초월놀이(transgressive play)로 명명-유아가 
앱을 사용하지만, 교수설계자에 의해 의도된 활동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
로 앱을 활용하는 활동

권숙진(2021)
• 디지털 매체에서 실세계의 놀이가 디지털로 재현되어 유아들이 상상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놀이 상대와의 대화하기, 디지
털화된 대상물이나 상징을 활용 또는 변경하거나 구성하는 정교화된 놀이

자료: Edwards, S. (2015). New concepts of play and the problem of technology, digital media and 
popular-culture integration with play-based learn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 25(4), 513-532.
Early Learning STEM Australia (ELSA). https://elsa.edu.au/about/ (22.6.17 인출)
Fleer, M. (2014). The demands and motives afforded through digital play in early childhood 
activity settings. Learning, culture and social Interaction, 3(3), 202-209. 
Marsh, J., Plowman, L., Yamada-Rice, D., Bishop, J., & Scott, F.(2016). Digital play: a new 
classification. Early Years, 36(3), 242-253.
Hughes, B. (2002). A playworker’s taxonomy of play types (2nd ed). London: PlayLink. 
권숙진 (2021). 유아교육에서 텐저블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 개념 탐색 연구: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중심
으로. 교육종합연구, 19(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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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디지털 놀이에 한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놀이는 

컴퓨터가 등장하는 초기에는 컴퓨터에 기반한 학습 환경에서 유아가 개방형 소프

트웨어를 탐색할 때 관찰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되었으나, 아이패드가 보급된 

이후 터치스크린 활동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디지털 놀이는 유아가 자

발적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Marsh 등(2016)은 디지털 놀이를 Hughes(2002)의 놀이 범주 중 하나인 초월 놀

이(transgressive play)로 명명하면서 유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앱을 활용하는 활

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권숙진(2021)은 디지털 매체에서 실세계의 놀이가 디지

털로 재현되어 유아들이 상상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놀이 상 와의 화하기, 디지털화된 상물이나 상징을 활용 또는 변경하거나 구

성하는 정교화된 놀이로 정의하였다. 

나) Roger Caillois의 놀이의 4가지 유형4)

조선형(2014)은 프랑스의 사회문화학자 Roger Caillois는 Huizinga의 ‘호모 

루덴스’ 개념에 영향을 받아 ‘놀이와 인간 – 가면과 현기증’에서 놀이를 4가지 유

형을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경쟁의 형태인 아곤(Agon, 경쟁), 주사위 놀이를 뜻하

는 우연놀이인 알레아(Alea, 운), 환상 또는 상상을 말하는 미미크리(Mimicry, 모

방), 안정성과 균형성 파괴로 인한 현기증과 소용돌이를 뜻하는 일링크스(Ilinx, 현

기증)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놀이의 분류는 파이디아(paidia)와 루두스(ludus)를 

기본축으로 한다. 파이디아는 근본적인 자유를 향하는 즉흥과 희열의 원초적인 힘

과 무질서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말하며, 루두스는 어려움을 추구하려는 취향으

로 파이디아가 만들어낸 곤란을 해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성격을 말한다

(아래 그림 참조).

4) 조선형(2014). 한국 패션에 나타난 놀이 문화에 한 사례 분석의 내용 발췌(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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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6-6] Roger Caillois의 놀이의 분류

자료: 조선형(2014). 한국 패션에 나타난 놀이 문화에 대한 사례 분석, p.25.

(1) 아곤(경쟁)

경쟁이란 경쟁자들이 서로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겨루는 놀이 

요소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러한 경쟁적 놀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

시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나 게임 등에서 

규칙이라는 틀로 평등적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2) 알레아(우연)

알레아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원동력으로 하는 아곤과는 

반 로, 그 정반 의 힘에 의지하는 놀이 요소이다. 이러한 범주에는 주사위 놀이

를 비롯하여 동전의 앞뒤면 맞추기 놀이, 룰렛, 제비 뽑기 등이 있고 이는 우연 놀

이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쟁 놀이와는 반  축에 있

으며 일정한 법칙 없이 우연성에 맞추어 나타난다. 우연 놀이의 원동력은 자의성 

그 자체이며, 누구나 공정하게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미미크리(모방)

미미크리의 놀이는 일정한 약속에 의해 정해지고 허구적인 다른 세계에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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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놀이하는 사람 자신이 가공의 인물이 되어서 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놀이가 성립되는 것이다. 놀이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믿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면서 논다는 것을 뜻한다. 가면 놀이, 모방

놀이 등이 표적인 예이다.

(4) 일링크스(현기증)

일링크스는 현기증의 추구를 기초로 하는 놀이로 일컬어질 수 있다. 현기증이란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기분 좋은 혼란 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로 이

루어져 있다. 놀이에 있어서는 그네, 회전목마를 타면서 느끼는 일종의 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 Edwards의 디지털 놀이 프레임워크

Bird와 Edwards(2014)의 디지털 놀이 프레임워크는 미디어(기술)라는 사회적 

도구를 매개로 하여 놀이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디지털 

놀이 유형을 인식놀이(epistemic play)와 루딕놀이(ludic play)로 구분하고 있다. 

인식 놀이에서 유아는 문제해결, 탐색 및 발견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이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루딕 놀이는 상징적·환상적 요소를 

포함하며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표 Ⅰ-6-18> 디지털 놀이 프레임워크의 예

유형 행동 지표

인식놀이

탐색

기기를 아무렇게나 써보기
기기 작동을 위해 위치를 찾아보기
기능을 작동시켜보면서 탐색해보기
기기 혹은 타인의 지시사항을 따르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도움 청하기

문제해결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연결 지어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시도해보기
기능을 의도적으로 작동해보기

기술습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열심히 기능을 사용해보기
습득한 내용을 타인과 나누기

루딕놀이
상징 놀이 가상놀이를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혁신 기기를 활용해 가상놀이 만들어보기

자료: Bird, J. & Edwards, S. (2014). Observing and assessing children's digital play in early childhood 
settings.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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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leer의 디지털 놀이의 유형

Fleer는 비고츠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놀이를 정

의내린 디지털 주축(digital pivot)과 디지털 틀(digital placeholder)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Fleer, 2014; 2016). 유아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모의 상황에서 가

작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테크놀로지로 현실을 증강시켜 새로운 놀이와 학습 상

황을 창조하여 일상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는 유아들로 하여금 역할, 

규칙, 활동을 가시화하게 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사고하도록 해준다. 

<표 Ⅰ-6-19> 디지털 놀이 상황의 분류 및 특징

번호 구분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특징

1 기술적인 행동

• 정의: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클릭, 스와이프와 같은 기술 측면에 초점
을 두는 행동. 

• 특징: 유아의 사고가 조작적이지 않으며, 가상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디지털 놀이로 보기 어려움

2 가상의 디지털 상황

• 정의: 디지털로 활성화된 역할놀이 형태의 상호작용
• 특징: 디지털 기기와 앱은 역할놀이를 모델링해주고, 디지털 형태로 역

할놀이가 재생산되도록 맥락을 제공하고, 상상놀이 그 자체를 위한 맥
락으로서 기능을 함

3
가상의 디지털 상황에
서 디지털 대화

• 정의: 멀티플레이어용이 아닌 개인용 앱일 때 유아는 가상 놀이에서 놀
이 친구를 모으고 참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형태의 메타 커뮤
니케이션 언어

4
가상의 디지털 상황에
서 디지털 객체와 활동
에 새로운 의미 부여

• 정의: 유아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이콘이나 텍스트 심볼을 제
작·명명·수정하여 디지털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5
디지털 놀이와 전통 놀
이 간 불분명한 경계

• 정의: 참여 규칙 및 유아의 실생활 세계에서 따온 아바타/캐릭터의 역할
이 있는 가상의 디지털 상황. 유아들은 디지털 놀이 경험, 규칙, 역할, 
객체, 활동을 통해 물리적·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놀이를 강화시킴.

• 특징: 디지털 놀이는 실세계 및 가상의 디지털 상황 속성을 동시에 지
님. 유아들은 상상 놀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구축
한 가상의 상황에 디지털 기기, 앱, 디지털 토이를 융합함. 

6
디지털 놀이와 전통 놀
이 간 경계없음 

• 정의: 전통적 놀이와 디지털 놀이와 구분이 없어진 상태로 본연의 놀이
로 구현   

• 특징: 비구조적인 놀이를 창안해서 규칙 

자료: Fleer, M. (2016) Theorising digital play: A cultural-historical conceptualisation of children’s 
engagement in imaginary digital situations. p.79,

주: 이상의 표는 위의 논문 중 79쪽의 표 일부를 번역한 것임. 해당 표에는 6개의 놀이 구분별 학자들의 출처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으나, 지면의 한계상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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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성과 확장성을 포괄한 디지털 놀이 체험유형 분류

이태헌과 정진헌 (2018)은 디지털 놀이의 속성과 가상성을 고려하여 디지톨 놀

이 체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감각에 의한 블록이나 기기들을 조립 또는 

조작하여 형태를 만들고 반응을 이루는 조작형, 둘째,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와 마

우스, 헤드셋 중심의 패널형, 센서 반응에 의한 키네틱, HMD, 신체 중심의 센서

형, 넷째, 스크린 반응에 의한 터치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Ⅰ-6-7] 디지털 놀이 체험유형 분류

자료: 이태헌, 정진헌(2018)의 디지털 놀이 체험 유형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제시함. pp.386-388.

6). 유아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에서 공간지원, 교육지원, 교류 및 성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메이커스페이스는 학, 도서관, 박물관 또는 지역센터 등에 

조성되었다(강봉숙, 정영미, 2018). 공간과 장비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게 제공하

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인 메이커스페이스는 

개인의 영감을 통해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메이킹 능력을 키우며, 공동체 안에서 

학습관계 형성을 통해 교육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장소이다(이봉규, 김현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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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 하여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

킹을 위해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3D 스캐너, CNC 등 디지털 제작 도구와 망치, 

선반 등 전통적인 작업 도구를 구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와 같은 정규교육에서의 메이커교육은 주로 초중등,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논

의되어 왔으나, 메이커 교육이 추구하는 팅커링(Tinkering) 철학 즉, 질문, 탐색, 

반복을 통한 발견의 즐거움을 통한 학습이 유아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특성에 주

목하여 최근에는 유아교육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정, 서희전, 2018). 관

련된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Ⅰ-6-20> 유아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문헌 연구

연구제목 내용 비고

유아교육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학의 실천

• 유아교육에서 메이커스페이스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확인
하는 것이 목적

• 영국의 4개 기관을 대상
• 개인적 탐구와 참여를 통해 개인적 관심을 탐색하고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료를 지원하는 등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기술변화에 따른 놀이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계기로서 메이크 스페이스의 필요성 확인

Marsh et 
al.(2019)

메이커스페이스 탐색을 
통한 유아 메이커 교육 

고찰 

• 메이커교육이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고찰
• 메이커스페이스에서의 활동을 테크놀로지 활용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전통적 창작 활동, 컴퓨팅 사고 활동, 
디자인 사고 활동으로 범주화

• 유아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팅커링, 프로그래밍, 디자인 
사고를 통해 실현 될 수 있음을 제시

남기원·이수연
(2017)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핵심 

설계원리 탐구: PTD와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핵심 설계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

•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설계원리로 유희성, 친밀
성, 자율성, 융통성, 연결성, 풍부한 자원과 도구, 긍정성, 
참여․협력․공유의 여덟 가지 요소를 도출

김혜정·서희전 
(201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 모형 

개발

• 메이커스페이스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
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

• 유아에게 창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인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간과 자료 요소들이 ‘다양성’, ‘개방성’, ‘상호
성’, ‘탐구성’의 구성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필요

조형숙·김현명·
정우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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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sh, J., Wood, E., Chesworth, L., Nisha, B., Nutbrown, B., & Olney, B. (2019). Makerspa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nciples of pedagogy and practice. Mind, Culture, and Activity, 
26(3), 221-233. https://doi.org/10.1080/10749039.2019.1655651.
남기원, 이수연(2017). 메이커스페이스 탐색을 통한 유아 메이커 교육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21(6), 205-228.
김혜정, 서희전(2020).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핵심 설계원리 탐구: PTD 와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어
린이미디어연구, 19(1), 203-230.
조형숙, 김현명, 정우영(202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 모형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25(6), 
363-387.
백승선(2021). 유아교사의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03-924.

먼저, Marsh 외(2019)는 유아교육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가지는 교육을 가

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기관(2개의 보육원, 2개의 초

등학교)을 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maker 

agency)으로 메이커스페이스는 개인적 탐구와 참여를 통해 개인적 관심을 탐색하

고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도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를 지원하고, 함께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찾았다. 마지막으로는 기술변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놀이의 본질이 디지털 놀이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메이

커스페이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포스트 디지털 시 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의 효과를 확인하기보다는 메이커스

페이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기원, 

이수연(2017)은 메이커교육이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아의 메이커스페

이스에서의 활동을 Lofton(2017)이 메이커스페이스의 활동을 테크놀로지 활용 수

준에 따라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재 분류를 하였다. Lofton(2017)은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로 모든 종류의 크래프트, 재활용품 활용 만들기, 가드닝, 바느질, 종이 

연구제목 내용 비고

유아교사의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 유치원교사 260명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분석
• 메이커스페이스 이해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수준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환경, 현장적용, 교사의 전문성 

및 참여도 신장에 대한 요구는 높은 수준

백승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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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중간 수준의 테크놀로지로 레고블록, 케이넥스 등, 그린 스크린, 사진과 비디

오 제작기기, 소프트웨어 창작도그, 다양한 음식, 요리를,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로 3D 디자인과 프린팅, 코딩, 로봇, 전자기기, 아두이노, LED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중간 수준의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적 창작 활동, 컴퓨팅 사고 활동, 디자

인 사고 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유아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팅커링, 프로

그래밍, 디자인 사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림 Ⅰ-6-8] 메이커 활동 유형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자료: 정종욱, 김성희, 민성혜, 이은환, 정동화(2018). 메이커스페이스 학습 환경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p.41, p.84, p.90.

김혜정, 서희전(2020)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핵심 설계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커 교육

의 개념과 원리 및 긍정적 테크놀로지 개발(Positive Technology Development, 

이하 PTD) 프레임워크 등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환경 설계에 관한 이론과 어떤 상황

과 사물의 인상이 자연스럽게 특정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포던스(affodance, 

행동유도성) 이론을 분석하고 메이커 교육에 부합하는 설계원리를 탐색하였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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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서희전(2020)은 Bers(2012), Strawhacker et al.(2015)의 내용을 재구성하

여 PTD 행동 요소의 내용과 메이커스페이스에 적용 사례를 다음의 표와 같이 분

석하였으며, 총괄적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설계원리로 유희성

(play), 친 성(friendliness), 자율성(autonomy), 융통성(flexibility), 연결성

(connectivity), 풍부한 자원과 도구(fluency), 긍정성(positiveness), 참여․협력․공
유(engagement․collaboration․Sharing)의 여덟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조형숙, 김현명, 정우영(2021)도 메이커스페이스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문헌 및 국내외 메이커스

페이스 현장을 분석하였고,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메이커스페이스

는 만들 자료를 탐색하는 공간, 만들기를 실현하는 공간, 만들기 작품을 나누는 공

간, 만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적

용하기 위해서 다양성(발달에 적합한 환경 아래 다양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공

간), 개방성(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상호성(창작 동기를 공감

하고 만들기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탐구성(창작 작품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정교화하여 탐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Ⅰ-6-21> PTD 행동 요소의 내용과 메이커스페이스에 적용 사례

PTD 행동 PTD 행동요소의 내용 메이커스페이스에 적용

커뮤니케이션

• 멀티미디어를 통한 동시적, 비동시
적 커뮤니케이션(텍스트, 음성, 비
디오 등)

• 언어와 문해력 개발
• 유아과 성인 간의 연결성 증진

• 메이커스페이스의 물리적 설계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일대일, 소규모 그룹 등)
하도록 함

• 소음 및 그룹 플레이를 적당히 허용하는 영역은 
서로의 작업에 대한 대화와 질문을 촉진할 수 
있음

협력

• 공동의 과제는 서로 의존하고 반응
하도록 요구

• 협력의 경험은 유아 또래 또는 성
인으로부터 기술적, 사회적 지원을 
포함

• 대형 작업대(예: 원형 테이블, 바닥 공간) 및 여
러 명의 유아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재료
(예: 대형 폼 빌딩 블록)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서 함께 작업하고 유아들이 다른 작업에 의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커뮤니티 빌딩

• 커뮤니티의 책무성을 공유
•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 민주적 참여 경험하기

• 메이커스페이스는 유아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야 함

• 유아들이 제작한 이미지, 완성된 프로젝트를 게
시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과 친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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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혜정·서희전(2020).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핵심 설계원리 탐구: PTD와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p.210.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인 유치원교사의 메이커스페이스에 한 인식

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백승선(2021)은 유치원교사 260명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메이커스페이스 이해도, 운영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수

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 연령에 따라 메이커스페이스 이해도에 한 인식의 

차이, 교사 연령과 경력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필요도 차이를 밝혀냈다. 구체적으

로 20 보다 40 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았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환경, 현장적용, 교사의 전문성 및 참여도 신장에 한 요구는 높은 수준으로, 구체

적으로는 유치원 교사는 교사  유아 비율 감축, 활동시간의 융통성, 기자재 보급, 

충분한 공간 순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공간, 교사  유아 비율 감축, 활동

시간의 융통성, 기자재 보급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5점 만

점에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요구로, 유아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환

경구축의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TD 행동 PTD 행동요소의 내용 메이커스페이스에 적용

를 알게 함
• 지역 이웃, 마을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와 

오브젝트는 유아를 위한 커뮤니티의 맥락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커뮤
니티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음

콘텐츠 제작

•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행

•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활동
• 온라인 문화에 참여하는 역량개발

•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같은 특정한 도구들
을 메이커스페이스의 필수요소로 생각하는 경우
가 있으나 도구 자체 보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함

창의성

• 창의적 표현, 공유, 성찰을 지원하
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 발달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재료를 풍부히 제공하여 다
양한 솔루션과 혼합 미디어 프로젝트를 촉진함

• 다양한 목적과 설정에 따른 도구제공(예: 절단 
및 연결, 크고 작은 것, 물리적 및 디지털, 공예 
및 실험 등)

수행의 선택

• 문제의 선택, 해결과정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결과를 창출하고 성찰하
는 자유가 보장되는 활동을 포함 

• 공간, 도구 및 재료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행동
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아들은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동안 사회․정서
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
는 촉진 또한 중요함

• 조용한 공간은 성찰 및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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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된 연구는 국외에서는 메이

커스페이스를 통한 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메

이커스페이스의 구축을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유아교육 전반에서 관련된 공간 구축의 필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이 확보되고 교육의 성

과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라. 기후위기 및 그린 정책 관련

길지현,심규철(2013)에 따르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은 초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보다는 교수 관련 연구

가 많다고 하였고, 또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지식에 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래 세 에 초점 될 

필요성을 논의하며 지식 중심에서 나아가 활동이나 참여 인식에 한 논의도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

김다원(2021)은 기후교육의 핵심교과로 역할하고 있는 지리교육은 기후변화 

응방안을 논의하며,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기후내

용을 분석한 결과, 세 교육과정의 공통점으로 ‘인간과 기후환경 간의 관계 탐색’, 

‘지속가능성 연계 기후환경 탐색’, ‘글로벌 시민성 연계 기후환경 탐색’으로 보았

다. 한국의 경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한 학습과 지속가능성, 세

계시민성과의 연계 면에서 저학년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내용 구성을 보인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김병찬, 이석희(2020)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사회, 과학, 실과, 도

덕 교과서에 반영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에 한 내용 분석을 하였고, 기후변

화와 에너지 교육의 개념 정립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후변화에 한 의식과 에너지 절약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2013)는  독일, 영국,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배경,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분석하였고, 

학교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에 한 명확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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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적 교수, 학습 및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혜숙, 신금호(2010)는 유아를 상으로 이루어진 생태동화를 활용한 환경교

육이 환경에 한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생태동화를 통한 환경

교육이 유아의 환경에 한 지식의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유아

의 발달에 적합하게 선정된 생태동화는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안적이고 실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미영(2011)은 만 5세를 상으로 기후변화 응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의 기

후변화 응에 관한 지식과 기후변화 응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

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기후변화 응지식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기존의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금호, 이수진(2022)은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기후변화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유아

교사들은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한 인지도는 높으나 관련 과학적 지식은 다

소 부족하였고, 기후변화 관련 정부 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인식이 강하

였다고 하였다.

신은수, 박은혜(2012)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유아교육 내 

교육과정의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교육내용은 사회문화, 환경, 경제 

영역에 따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교육내용에서 환경적 영역과 경

제적 영역의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재천(2012)은 STS 접근법을 활용한 통합적 유아 에너지 교육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와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해당교육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주제와 통합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반복적 활동이 중요

함을 제안하였다. 

정현심, 안재현, 성미영(2018)은 6세 유아의 기후변화 응 지식과 기후변화 

응 문제해결능력은 5세 유아에 비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고 하였으며, 유아의 기후변화 응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응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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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Rousell과 Cutter-Mackenzi-Knowles(2020)는 과학교육, 환경교육과는 구분

되는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Stevenson 외

(2017)는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적인 문제들에 처할 수 있는 지식, 기

술, 가치를 비롯한 능력을 얻도록 돕기 위한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과학적 지식이나 ‘기후(climate)’에 초점

을 맞추고 ‘변화(change)’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결과나 인간의 활동의 

영향에 한 적응의 필요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표 Ⅰ-6-22> 그린 정책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1
길지현, 

심규철(2013)

-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하여 미취학 유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
학생, 일반 성인 등 모든 교육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가 가장 많았음.

- 교육 목표 영역에 따라서는 지식 영역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됨.

2 김다원(2021)

- 기후교육의 핵심교과로 역할하고 있는 지리교육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지를 논의함.

-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기후내용을 분석
한 결과, 세 교육과정의 공통점으로는 ‘인간과 기후환경 간의 관계 탐
색’, ‘지속가능성 연계 기후환경 탐색’, ‘글로벌 시민성 연계 기후환경 탐
색’을 중심으로 환경 내용을 구성함.

- 한국의 경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학습과 지속가능
성, 세계시민성과의 연계 면에서 저학년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내용 구성
을 보임.

3
김병찬, 

이석희(2020)

-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관련 내용이 통
합, 사회, 과학, 실과,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은 주로 5,6학년 위주
로 편성되어 있음.

- 고학년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육의 개념 정
립이 모든 학년에 고르게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

-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에너지 절약 태도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2013)

- 독일, 영국,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배경,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분석함.

- 학교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에 대한 명
확한 정립의 필요성이 논의됨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 학습 및 
경험의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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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길지현, 심규철(2013). 기후변화 교육 관련 해외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3(2), 
95-101.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연계
가 필요함.

5
류혜숙, 

신금호(2010)

-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생태동화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봄.

- 생태동화를 통한 환경교육은 유아의 지식, 태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환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남.

6 성미영(2011)

- 만 5세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에 관한 지식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기후변화 대응지식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지식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7
신금호, 

이수진(2022)

-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
써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아교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온실효과, 기후변
화, 온실가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개념을 갖고 있었음.

- 유아교사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직접적인 기후변화는 인식하고 있었으
나 인간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었음.

- 유아교사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습득을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하고 있
었으며, 기후변화 관련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인식이 높
게 나타남.

8
신은수, 

박은혜(2012)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유아교육 내 교육과정의 방향
을 재설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은 사회문화, 환경, 경제 영역에 따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9 인재천(2012)

- STS접근법을 활용한 통합적 유아 에너지 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
도와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STS접근법을 활용한 통합적 유아 에너지 교육이 환경친화적 태도와 과
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0
정현심, 안재현, 
성미영(2018)

- 6세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능력은 5세 
유아에 비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능력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Rousell, D., & 
Cutter-Macke
nzi-Kowles, A. 

(2020)

-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참여, 창의적 중심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논의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의 참여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

후 변화 교육의 개발을 요구함.

12

Stevenson, R. 
B., Nicholls, 

J., & 
Whitehouse, 

H. (2017)

- 기후변화는 불확실하고 상황특정적인(context-specific) 지식을 특징으
로 하는 과학적 문제이자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함.

- 학생이 기후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동 교과 과정 및 
학습 공동체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함.

- 교사는 학생들이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
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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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다원(2021).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초등 지리의 기후교육 방향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
경교육), 29(2), 1-17.

3) 김병찬, 이석희. (2020). 2015 개정 초등 교과서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교육 내용 분석.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0(3), 181-196.

4) 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 (2013). 독일, 영국,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석과 학교 교육과정 및 유아
교육과정에의 시사.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75-100.

5) 류혜숙, 신금호. (2010). 생태동화를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
아교육학논집, 14(4), 189-208.

6) 성미영(2011).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생활과학회지, 20(3), 
583-594.

7) 신금호, 이수진(2022).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기후변화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21(1), 255-278.
8) 신은수, 박은혜(2012).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육아지원연구, 7(1), 27-49.
9) 인재천(2012). STS 접근법을 활용한 통합적 유아 에너지 교육이 환경친화적태도와 과학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3), 83-101.
10) 정현심, 안재현, 성미영(2018).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34-343.
11) Rousell, D., & Cutter-Mackenzie-Knowles, A. (2020). A systematic review of climate change 

education: Gi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a ‘voice’and a ‘hand’in redressing climate change. 
Children's Geographies, 18(2), 191-208.

12) Stevenson, R. B., Nicholls, J., & Whitehouse, H. (2017). What is climate change education?. 
Curriculum Perspectives, 37(1), 67-71.

마.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유아 미래교육 전망

1) 개요

본 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포털인 네이버 뉴스의 교육 카테고리 

內 기사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Ⅰ-6-23> 빅데이터 분석 개요

구분 내용

조사방법 버즈메트릭스Buzz Index system을 이용한 온라인 Buzz 수집 및 분석

수집사이트 네이버 뉴스

수집기준 및 내용 원글, 네이버 뉴스내 교육 분야의 기사

수집기간 2022.02~2022.08

2) 미래 교육 관련 버즈 발생 현황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미래교육 관련 뉴스로 16,924건이 추출되었

다. 3월 코로나 확진자급증으로 교육기관 등교 중지 상황 관련한 버즈량이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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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6월 전후로 교육감 후보, 공약 관련 뉴스가 발생하였다. 3~6월 탄소중립 실

현 교육으로 ‘탄소중립’, ‘기후’ 관련 언급량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7월부터 유보통

합 정책 영향으로 ‘초등’, ‘입학’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림 Ⅰ-6-9] 미래교육 관련 버즈 발생 현황

[그림 Ⅰ-6-10] 미래교육 관련 추이별 키워드 분석

3) 유치원, 어린이집 연관 키워드 비교

미래교육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의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초등교육’, 

‘교육 프로그램’에 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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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교육 공간’, 유치원은 ‘환경’, ‘학제 개편’에 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미래 교육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최근 이슈가 된 만 5세 입학 관련 키워

드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키워드가 유사하게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집은 ‘탄소중립’, 유치원은 ‘기후’, ‘생태’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그림 Ⅰ-6-11] 미래교육 연관 키워드

[그림 Ⅰ-6-12] 미래교육 관련 연간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분석



01 관련 정책과 제도

02 관련 규정과 통계 현황

II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99

Ⅱ.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1. 관련 정책과 제도

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5) 정책

1) 사업 개요 및 경과

정부는 코로나 19 응 과정에서 사회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 미래 변화를 선도

하고 능동적으로 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 동안 교육환경 개선이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로 전환

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구현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

한 교육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수업공간에서 학

생들의 삶의 공간으로 역할이 확 되었다(교육부, 2021a: 1). 이러한 배경에서 정

부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창의융합, 시

민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조성, 그린학교 구

현, 학교 복합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2) 기본방향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기본 방향은 미래학교 전환, 사용자 참여, 특화모

델 운영의 3가지로 설정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교육부(2021a).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교육부(2022).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021년도 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2022. 
1.12) 등을 토 로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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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기본방향

자료: 교욱부(2021a).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7.

가) 미래학교 전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인 미래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 학교 변화, 

교수학습 변화를 추진하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 개선에 우선 적용하고, 신

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상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나) 사용자 참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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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 

함양한다.

다) 특화모델 운영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학교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특정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등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는 복합화 모델,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그린

학교 등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 급별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공간혁신 

모델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편안한 놀이·휴식공간, 중학교는 자유학기

(학년)제 연계 공간, 고등학교는 교과수업 공간 등을 강조한다. 특수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공간 및 실습장 등을 

조성한다.

3) 주요 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휴식, 감성, 놀이공

간으로서의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교수학습 자원을 확장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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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
  - 크기와 용도가 유연한 공간
  - 창의융합 공간
  - 온라인 교육, 토의･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공간
∙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
  - 참여･소통공간
  - 개방성 있는 다목적 공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운영
  - 통합･분반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등 선택학

습 확대
  - 주제 중심 수업 활성화
  - 인성･공동체 교육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 개별 디바이스 활용 지원
  -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
  -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세스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디지털 기자재 효율적 관리
  - 첨단 안전기술 활용한 위험요인 통제･관리
∙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 블렌디드 수업, 교수학습 확장
  - 맞춤형 개별학습, 학생활동 중심 수업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 제로에너지 실현, 관리 자동화
∙ 학습･휴식이 합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생태교육 공간 조성
  - 학생･교직원 휴식 및 주민 커뮤니케이션 거점 

공간 제공
  -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공간 조성
∙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
  - 학교환경의 학습 교재화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환경교육 실시

∙ 지역 상행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
  - 지역사회와의 시설 공유
  - 복합시설 블록화
∙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 다양화
  - 마을 공동체 지원

자료: 교욱부(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11~2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

여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4  요소와 안전을 갖춘 

미래학교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10). 2021년 3월 4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자로 484교를 1차년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7개, 경기 70개, 경북 58개로 많

았고, 학교급 비율은 유치원 0.1%, 초등학교 55.8%, 중학교 공·사립 18.2%, 고등

학교 공·사립 25.6%, 특수학교 0.2%로 유치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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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지역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년 대상학교 수(2021. 7. 1. 선정 기준)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수 57 18 27 17 5 12 8 70 23 19 43 34 47 58 43 3 484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1

<표 Ⅱ-1-2> 학교급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년 대상학교 수(2021. 7. 1. 선정 기준)

단위: 개,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수 1 - 270 - 72 16 88 36 1 - 432 52

비율 0.1 - 55.8 - 14.9 3.3 18.2 7.4 0.2 - 89.3 10.7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1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방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비전과 목표, 핵심요소, 추진 방안, 사업단계, 사업규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최우선 정책으로 상 학교와 미래학교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컨설팅, 멘토-멘티제 등을 

진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 2022. 1. 12:8-9). 둘째,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

해 시설, 실내·외환경 안전과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0-11). 셋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 방안으로 현장 전담 지원체제(콜센터 운

영, 추진단 구성, 중앙협의체 출범 등)를 구축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2-13). 넷째, 현장과 함께 하는 소통으로 현장 맞춤형 홍보를 진행

하고, 미래학교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데이터 기반으로한 현장 소통 결과를 통

해 새로운 정책 안을 마련하도록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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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26.

5) 유아교육 사례: 경기도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 70개교, 2022년 42개교를 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기본 사업 추진과 더불어 2021년 7월 경기형 특화사업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경기도교육청, 2022. 1a: 2),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사업 상교 선정 및 경기형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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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전환으로의 도입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미래학교 정책연

구를 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1a: 5).

[그림 Ⅱ-1-4]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비전 더불어 삶을 담은 학교, 내일을 여는 경기미래교육

목표 스마트 환경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전환

추진
전략

【공통 적용】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미래형 학교환경 디자인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조성(안) 디자인을 통한 단위학교 사전기획 지원 
【자율 구현】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특화된 미래학교 구현
   학교환경 조성(안)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학교 환경 구현
【단계적 추진】 교육정책-학교 여건에 따른 단계별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학교 노후도․ 교육정책을 고려한 학교환경 개선사업 단계적 추진

【경기형 학교환경 조성 디자인】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a). 2022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안). p. 6.

경기형 특화 모델은 40년이 경과된 학교를 개축·리모델링 하는 기본사업에 추가

로 미래학교 구축 요소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40년 미만 건물까지 포함하여 학교

단위로 스마트 환경 및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스마트 기반의 광장형 공간, 자연 친

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1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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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5]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화사업 내용

경기형
특 화
사 업
내 용

학교단위 종합추진 미래교육 연계 종합적인 학교공간 재구성 및 스마트 환경 조성

 40년 이상 건물동을 포함 전체 건물동(40년 미만 경과 건물포함)에 대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반영한 사업 추진

 모든 학교 공간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구축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협력과 소통의 장(場)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미래형 학교 공간인 스마트 기반 광장을 위한 증축 등 공간 구축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민주적 소통을 기를 수 있는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탈피하여 융․복합 기능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구축하여 창의
적인 교수-학습과 학생활동 실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휴식과 소통이 있는 학교의 생태환경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인 학교숲(운동장 재구조화 활용), 교실숲, 생태
학습정원, 바이오월(벽면녹화), 중정, 생태 텃밭, 옥상정원 등 조성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에서 학생들의 쉼·놀이·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태자원을 활용
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b). 2022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본계획(안). p. 4.

경기도는 2025년까지 총 231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21년 70교, 2022년 43교, 2023~2024년

까지 118교를 사업 상으로 선정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2. 1c). 다음 표는 사업

상으로 예정된 유치원의 명단이며, 2021년도에 1교, 2022년 2교, 2025년까지 

1교 총 4교로 전체의 1.7%수준에 그쳤다.

<표 Ⅱ-1-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예정)교 유치원 현황

연번 지역명 설립별 학교명 사업대상 년도

1 의정부 공립 경의유치원 2021

2 부천 공립 소새울유치원 2022

3 고양 공립 고양일산유치원 2022

4 성남 공립 성남푸른유치원 2023-2025년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1_2025년 사업대상(예정)교. 에서 유치원만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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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전국 484개교 중 유일한 유치원인 의정

부 경의유치원은 경의초등학교와 같은 부지를 사용하여 교육공간의 효율화를 마련

하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격차를 줄일 예정이다(기호일보 2021. 8. 

3.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980, 20

22. 3. 17.인출).

6) 2021년도 추진 성과 및 제한점 

교육부(2022)는 21년도에 최초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과와 

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22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그

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

학교 사업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였

으며, 2)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

으며, 3) 미래학교 사업에 한 설명회, 공모전 개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홍보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에 한 인지도를 제고하였

다. 4)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

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1. 12: 2).

반면,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

원,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보다 전문적인 현장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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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 추진계획 주요 내용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484개교, 총사업비 3.5조 원)을 선정하여 사전

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518동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

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1년~2025년까지 약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

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할 예정

이다(교육부, 2022: 1).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

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였다. 이는 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2년에 선

정된 학교에 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둘째, 2022년 추진계획에 ‘안전’을 핵심요소로 추가하여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예방, 화재 예방 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이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 

주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

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미래학교 포

털시스템 운영, 미래학교 우수사례 전파,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하

여 미래학교 사업에 한 소통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교육부 그린스

마트미래학교팀, 2022: 8-12).

나. 디지털 정책

1)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AI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증가함에따라 미래 응

을 위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며, 교육계 전반이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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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1). 이에 따라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국정과제를 세우고,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등을 추진

하고자 한다(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

e.do?menu_id=162, 2022. 10. 17. 인출).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4회 실시하고, 초･중･고 및 학 등을 방문하고 총 17회 간담회를 실시

하며 현장 소통을 추진해왔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2). 2022년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6)’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 간

담회와 학술 회를 통한 정책제안을 듣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육부 차관이 팀

장으로 운영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관

계부처 합동, 2022. 8.: 2).  

2) 기본방향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고도화된 디지털 전

문 인재, 전공 분야 및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활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이해를 제고하려는 세부 전략을 세웠다 (관계부처 합동, 2022). 디지털 교

육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 AI와 에듀테크를 활용

한 교육혁명, 교육환경 구축, 교육데이터 표준화  활용 촉진 등의 전략을 세웠고 

상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6) 관계부처(교육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을 모집하여 약 160여 명으로 
포럼의 참여자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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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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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인재양성 종합방안 중, 교양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상세

히 살펴보면,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을 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확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등 5~6학년 17시간, 중학교 34시간으로 SW교육을 필수화 

하고, 고등학교는 SW･AI선택과목을 신설하고 AI 융합교육 중심고를 운영하는 등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19). 2022년부터는 방학과 

방과후에 SW･AI캠프를 운영하고 현직 교원에 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정보교과의 시수를 확 하고 정보교육 담당 교원도 추가 배치할 계

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19).

[그림 Ⅱ-1-7] 정보교육 활성화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p. 19.

유아에게 디지털 경험에 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 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구성하도록 교사를 상으로한 현장지원자료 제공, 온라인교육

콘텐츠 자료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19). 누리과정 포

털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AI교육(20차시)’ 및 교원 연수자료를 제공하며, 유･초등 

상 AI교육과 관련한 교수법도 핀란드 학과 협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8.: 19).  

4) 유아와 함께하는 인공지능교육

가) 개발배경 

디지털 기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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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하는 유아들에게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

며, 정보교육이 2022년 초･중등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 생애 초기 

교육을 받는 유아기에 디지털 소양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교육부, 

2021b: 9). 이를 위해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맥락과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교

육과 연계하여 유아 인공지능교육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에 한 이해, 활용방법, 

윤리적인 태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도록 하였다(교육부, 2021b: 10).  

유아와 함께하는 인공지능교육의 자료는 교사 지원자료와 유아 콘텐츠 및 매뉴얼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한 핵심개념 20개를 초･중등학교 인공

지능 교육과 연계하여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1b: 12).

나) 현장적용 방안

유아의 인공지능교육에 앞서 먼저 평소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사의 경험 및 신념

에 한 점검과 필요성에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인공지능 관련 핵심개념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직접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과정

을 거쳐 유아 놀이과정을 관찰하며 관련 개념을 발견하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용

하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교육부, 2021b: 14-18).  

[그림 Ⅱ-1-8] 유아 인공지능교육 현장 적용 순서

자료: 교육부(2021b). 유아와 함께하는 인공지능교육 교사 지원자료.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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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 인공지능교육 내용

유아 인공지능교육의 목표는 유아가 인공지능에 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고 

일상의 문제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유아

의 놀이활동 속에서 상상, 창작, 놀이성, 공유, 융합이라는 원리를 통해 창의적인 

인공지능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부, 2021b: 28-29).    

[그림 Ⅱ-1-9] 유아 인공지능교육의 목표와 맥락

자료: 교육부(2021b). 유아와 함께하는 인공지능교육 교사 지원자료. p. 28.

[그림 Ⅱ-1-10] 유아 인공지능교육 교사 지원자료 예시

자료: 교육부(2021b). 유아와 함께하는 인공지능교육 교사 지원자료. p. 3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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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 정책

1) 2050 탄소중립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응을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게되었다(2050 탄소

중립위원회, 202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비전아래 [그림 Ⅱ-3-6]과 같은 3  정책 방향을 가지 

10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그림 Ⅱ-1-1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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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2021

년 8월에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으로 나눠 발간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2021. 8. 

5.: 1). 실천주제는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의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져 있으며, 학교편에는 특히 교육의 요소를 담아 수칙을 세웠다(환경부 보도자료 

2021. 8. 5.: 1-2).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탄소중립포털을 운영하여 실천카드와 같은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고 스쿨챌

린지 같은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표 Ⅱ-1-4> 탄소중립 생활실천(학교편) 안내서 목차

부문 수칙

Ⅰ. 에너지절약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2.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3.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4. 물을 절약한다.
 5. 절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한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Ⅱ. 지속가능한 소비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2.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3.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 본다.
 4.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Ⅲ. 친환경 이동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다.
 2.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3. 스쿨버스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Ⅳ. 자원 절약과 제활용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2.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3.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4.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Ⅴ. 자연보호 활동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나무를 심고 가꾼다.
 2.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을 예방한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1. 8. 5.).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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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2]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수칙 카드(학교편)

자료: 탄소중립포털 탄소중립 생활 수칙카드 https://www.gihoo.or.kr/netzero/user/carbonNeutralLife/activity
Guide/nv_ruleCard.do?menuId=97(2022. 6. 14. 인출).

[그림 Ⅱ-1-13] 2022년 1학기 스쿨챌린지 카드뉴스

자료: 탄소중립포털 카드뉴스 https://www.gihoo.or.kr/netzero/user/board/promotion/nv_cardNewsList.do?
menuId=86(2022. 6. 14. 인출).

환경부는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하여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

아 전용 환경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형 실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3~5세 유아를 상으로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의 권역으로 나뉘어

진 3개의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한국교원 학교 유아교육

원)에서 2010년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

o.kr/portal/9, 2022. 6. 14. 인출).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시교육, 가족

동반 교육, 교사교육, 행사교육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은 온라인으로 

환경교육을 제공하여 참여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환경교육포털https://ww

w.keep.go.kr/portal/10, 2022. 6. 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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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4] 유아환경교육관 운영 실적

자료: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9(2022. 6. 14. 인출).

2) 탄소중립 중점학교

가) 사업개요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

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구성원의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사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3. 10: 1). 이를 위해 2021년 5개교를 상으로 1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20개교를 2차 상으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기반시

설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응하고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3. 10: 1). 2022년도 중점학교 지원사업에는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할 전도로 관심이 확 되었고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선정된다(교육

부 보도자료, 2022. 3. 10: 1).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탄소중립학교 운영비, 운영 프로그램, 교실 숲 조성 등의 

지원을 받으며, 각 부처별 전문 분야를 활성화하여 꿈꾸는 환경학교, 농어촌 인성

학교 연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산 목재 체험교실, 기후변화과학 체험 콘텐츠 등

을 제공받는다(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723698

27, 2022. 6. 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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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내용

구분 탄소중립 중점학교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방식
탄소중립학교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학교 인프라 지원

탄소중립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개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S/W(프로그
램) + H/W(인프라)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S/W(프로그램) 
지원

지원학교수
5개교  (‘21년)
20개교 (‘22년)
40개교 (‘23년 예정)

102개교 (‘21년)
238개교 (‘22년)
340개교 (‘23년 예정)

학교선정방법 관계부처 공모를 통해 선정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선정

지원
내용

교육부
교당 100백만원
탄소중립학교 운영 프로그램 제공
교실숲 조성 키트 지원

교당 10백만원
탄소중립학교 운영 프로그램 제공
교실숲 조성 키트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지원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지원

환경부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푸름이 이동 환경교실 지원
환경교구 및 우수환경도서 대여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 지원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푸름이 이동 환경교실 지원
환경교구 및 우수환경도서 대여

해수부
해양환경 이동교실 제공 또는 찾아가는 
강사단 제공

해양환경 이동교실 제공 또는 찾아가는 
강사단 제공

산림청

목재체험교육 교보재 지원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등) 및 탄소
중립 숲교육 지원
국산 목재체험교실 운영 지원(별도 공모 
예정, 탄소중립 중점학교 우선 지원)

목재체험교육 교보재 지원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등) 및 탄소중
립 숲교육 지원

기상청
기후변화 과학 강의 및 체험 학습 지원
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기후변
화 체험캠프 지원

기후변화 과학 강의 및 체험 학습 지원
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기후변
화 체험캠프 지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2. 3. 10). 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p. 7.

2022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최종 선정된 20개교는 다음 <표 Ⅱ-3-6>과 같으

며, 미래의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응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교육이 중요하

기 때문에 유치원도 지원 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총 2개 유치원이 선정되었다(교

육부 보도자료, 2022. 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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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사업 선정 학교

학교급 학교명

유치원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초등학교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

자료: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72369827(2022. 6. 14. 인출).

나) 탄소중립 중점 유치원

2022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김해율하유치원과 경기 빛가온유치원의 

주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해율하유치원은 지역사회, 가정, 유치원, 관계부처

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공간을 조성해 유아들이 직접 절약을 체험하고 

일상속에서 환경에 한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78844643, 2022. 6. 14. 인

출). 빛가온 유치원은 공간혁신(Space), 생태교육(Ecological Education), 확산

(Diffusion)의 의미를 담은 미래유치원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재활

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만들기, 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가정·지역사

회에 환경생태감수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

com/moeblog/222686773842, 2022. 6. 14. 인출).

 

<표 Ⅱ-1-7>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유치원 사업 내용

학교명 주요내용

김해율하유치원
(경남 김해)

율이와 하이의 무.지.개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 무엇이든 사용할 땐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4운동
  - 지역사회·가정 연계교육을 통한 푸른 지구 만들기
  -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김해율하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빛가온유치원
(경기 광명)

꿈꾸는 G-SEED, 함께 만드는 미래유치원으로 환경생태감수성 함양
  - 타양광 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미래유치원 기반 및 환경 조성
  - 놀이중심, 환경생태교육, 유아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미래유치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2. 3. 10). 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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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5] 김해율하유치원 탄소중립 카드뉴스

자료: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78844643(2022. 6. 14. 인출).

[그림 Ⅱ-1-16] 빛가온유치원 탄소중립 카드뉴스

자료: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86773842(2022. 6. 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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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협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

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착수되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 5. 24: 1). 2021년은 총 841개의 건축물

이 상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총 2,948억원에 국비 2,1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

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 5. 24: 1). 

전체 841건 중 어린이집이 399건(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에 해당하

는 사업비가 1,1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 5. 24: 2). 지역별로는 경기 103건, 서울 81건 등 수도권이 다수를 차지

하였고 그 외 강원 113건, 경북 95건, 전남 83건 등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보

도자료, 2021. 5. 24: 2).  

[그림 Ⅱ-1-17] 용도별 및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5. 24.)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p. 2.

<표 Ⅱ-1-8> 지역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
중앙

건수 81 27 3 18 17 7 4 6 103 113 33 69 73 83 95 58 20 31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5. 24.)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p. 2.

2020년 12월 그린리모델링이 완공된 철산어린이집은 단열 보강, 에너지 절약형 

유리 창호 공사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88%로 폭 감축되었고 외풍이 

심했던 건물에 온기가 생기면서 학부모와 유아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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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 5. 24: 3).  

[그림 Ⅱ-1-18] 철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전후 비교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5. 24).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p. 4.

서울시는 2021년 어린이집 및 의료시설 118개소를 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

업을 추진하여 총 344톤의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를 거뒀고, 이는 소나무 4.2만 그

루가 흡수하는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계환경신

문 http://www.e-newsp.com/mobile/article.html?no=44912, 2022. 6. 14 

인출).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로 도봉구의 도선어린이집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하여 

겨울이면 결로가 발생하고 냉·난방기 고장도 잦아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으나 리모

델링 후 에너지소요량은 27%,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상’으로 선정되었다(세계환경신문 htt

p://www.e-newsp.com/mobile/article.html?no=44912, 2022. 6. 14 인출). 

종로구 창신제일어린이집과 노원구 하계어린이집은 리모델링 효과가 가장 좋아 에

너지효율등급이 최상위 수준인 1+++ 등급으로 높아졌으며, 창신제일어린이집은 

에너지소요량 84%, 온실가스 배출량 70% 절감, 하계어린이집은 에너지소요량 6

7.6%, 온실가스 배출량을 56% 줄이는 효과를 냈다(세계환경신문 http://www.e-

newsp.com/mobile/article.html?no=44912, 2022. 6. 14 인출). 

서울시는 올해 강남구 선우어린이집 등 85개소를 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00개소 이상 리모델링을 목표로 현재 노후 어린이집 

등 115개소에 한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어린이집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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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총 628개소로 사업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세계환경신문 http://www.e-n

ewsp.com/mobile/article.html?no=44912, 2022. 6. 14 인출).

2. 관련 규정과 통계 현황

가. 유치원 공간 현황

1) 관련 법과 규정

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시설기준

유치원 시설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며, 또한 여러 항목별로 각급학교 

관련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지침을 달리 

마련하여 시행하므로 전국 공통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 교사면

적과 체육장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유치원의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있다. 이외에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공간의 종류와 공간

별 교구 및 설비의 종목, 규격, 수량 등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교구·설비기준」이 있다. 그리고 유치원의 보건실 설치기준과 환기, 채

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 기준,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다(문무경 외, 2022: 34). 

유치원 공간은 설립유형에 따라 구비하고 있는 공간의 유형과 규모에 편차가 있

으나, 실내(교실), 유희실(다목적실), 실외(바깥놀이터), 화장실, 조리실, 급식실(별

도 식당), 원장실, 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을 포함한다(문무경 외, 2022: 35). 

교사면적의 최소 필수기준은 원아수 40명을 기준으로, 40명 이하의 경우 원아 

1인당 5㎡, 40명 이상인 경우는 원아 1인당 3㎡의 교사 면적에 80㎡을 더한 면적

이다. 또한 체육장 면적의 최소 필수기준은  원아수 40명 이하의 경우는 160㎡ 

이상, 40명 이상인 경우는 원아 1인당 1㎡에 120㎡을 더한 면적이 필요하다(「고등

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앞서 언급한 유치원 시설 관련 법령과 기준 등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문무경 외, 202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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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유치원 시설 관련 법령, 기준, 지침 주요 내용

구분  법령/기준/지침 항목 주요 내용

유치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1, 2]

교사 면적
∙ 5㎡×원아수(40명 이하)
∙ 80㎡+3㎡×원아수(41명 이상)

체육장 
면적

∙ 160㎡(40명 이하)
∙ 120㎡+원아수(41명이상)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 
면적

∙ 66㎡ 이상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환기 조절기준(환기량 21.6㎥/시간․인 이상)
∙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최대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이하
∙ 조도(인공조명) : 책상면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최대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이하
∙ 실내온도 및 습도(18~28℃이하, 난방온도는 18~20℃이

하, 냉방온도는 26~28℃이하, 비교습도는 30~80% 이하)
∙ 상하수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내 소음은 

55dB(A)이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급식 
시설․설비 

기준

∙ 조리실의 위치, 조리실의 구획,
∙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천장 마감재
∙ 조리실의 조명, 손세척/소독, 급배기. 냉난방시설
∙ 조리실내 설비, 가구, 식품보관실 설비 등

시도교육청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

각 실별 
교구 및 
설비기준

∙ 실의종류
∙ 각 실별 교구/설비의 종류, 수량, 규격 기준

(교육청에 따라서 실별 면적까지 제시)

자료: 조진일, 장명림, 최형주, 김은설, 박희원 (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pp.37~38의 (표Ⅱ-10>를 수정, 보완함. 문무경 외(2022)에서 재인용(pp.36-37)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2022. 4. 

27.)에 의하면,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의미하며(제2조). 학생이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① 교육시설의 위치, ② 크기와 외형, ③ 지형 및 토양환경, ④ 기환경, 

⑤ 주변 유해환경, ⑥ 공공시설을 교육환경 평가 상으로 범주화하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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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교육환경 보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

치될 것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

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
일 것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
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
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
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
될 것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
록 할 것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ㆍ조망 
및 일조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
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ㆍ
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
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
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
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
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 
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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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2. 31.>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D87DD33442C_B0001000_Y_20220427dptj(2
022. 6. 25 인출).

지난 2년간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유치원 공간의 방역을 위하

여 환기 지침에 한 각별한 주지와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

한 환기 조절 기준 및 환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평가 대상 평가 기준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
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에 적합할 것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
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
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해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등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

는 주유소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

행행위영업의 영업소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시설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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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환기･채광･온습도의 조절기준)

구분 내용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
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

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
(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
(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이상 20도 이
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자료: 교육부(2015).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pp.28-29을 토대로 작성함.

나) 세부 공간별 설치 기준

(1) 교실공간 

교실공간은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공간으로, 안전하

게 구성하고 잠재적 위험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여야 한다(교육부 2015: 2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

조, 교사)에 의하면,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사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육장(옥외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

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제5조). 쾌적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실공간을 위하

여 교육부(2015)는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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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유치원 실내공간 점검사항

실내공간 점검사항

◾ 교실은 화재발생 위험 시 대피가 용이하기 위해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만 3세반은 1층에 
배치하도록 함. 

◾ 교실 안 또는 가까운 곳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들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함. 
◾ 세면대에는 반드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가 되어 있고 온수의 온도는 너무 놓지 않게

(40도 이하) 설정해 놓도록 함.
◾ 창문의 높이는 유아의 신체상황을 고려하여 유아반의 경우는 50~60cm, 유치반은 60~70cm
◾ 2층 이상에 위치한 창문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나 방범창과 같이 비상탈출

을 막아서는 안됨.
◾ 교실이 한 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유아들이 자유활동을 할 때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없는

지 확인하도록 함. 등

자료: 교육부(2015).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pp.34-35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현관, 복도와 계단

유치원 복도와 계단 공간에 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Ⅱ-2-5> 유치원 현관, 복도와 계단 점검사항

구분 내용

현관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현관 또는 출입구에 잠금장치와 인터폰을 설치하여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현관의 문이 유리문인 경우 손끼임 방지장치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 

∙ 너무 투명한 문일 경우 문에 현관문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함

복도

∙ 복도 바닥에서 1.3m 높이까지는 벽체 파손 시에도 위험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
∙ 복도에 노출되는 벽모서리나 기둥모서리는 코너가드 등을 사용하거나 모따기하여 둥글게 

되어 있다.
∙ 복도는 유아들의 이동 동선이며 화재 시 주요한 피난경로가 되므로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창문과 조명설비가 필요하다.
∙ 1㎡ 이상의 유효면적을 갖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 복도에는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한다. 
∙ 유아들이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은 문턱이 없어야 함.

계단

∙ 단높이 : 16cm 이하, 단너비 : 26cm 이상, 계단너비 : 150cm 이상
∙ 30°~35° 정도의 경사도가 적당
∙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논슬립을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견고하게 설치되

어 함
∙ 최소한 110룩스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함. 복도와 계단 구역 간에 조도의 차이가 크

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 교육부(2015).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pp.38-40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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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리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급식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면, 유치원의 조리

실 설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

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

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

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

장은 내화성(耐火性), 내수성(耐水性) 및 내구성(耐久性)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

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실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

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

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조아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ㆍ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의

하면, 화장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실의 설치기준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 오

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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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

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5) 실외공간(바깥놀이터)

실외환경은 유아들에게 무한한 상상놀이와 탐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나, 

상 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은 공간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

거하여 유치원 실외놀이터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실외놀이터 관련하여서는 설치주체가 안전사고를 비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제21조), 안전사고를 관리(제22조)하며, 보고 및 검사할 의

무가 있다(제23조). 

<표 Ⅱ-2-6> 유치원 실외공간 점검사항

실외공간 점검사항

∙ 놀이터 바닥은 최소 30cm 이상의 충격흡수재(모래 등)가 설치되어야 함 
∙ 2004년 12월 9일 이후 설치되는 모든 놀이기구는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 
∙ 실외놀이터는 바깥과의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울타리나 담은 유아가 

넘지 못하는 구조와 높이로 되어야 바람직함.  
∙ 생울타리로 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와 주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것이 중요함 
∙ 실외놀이터 안으로 차량이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짓는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고 실외놀이터에 차량

이 인접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놀이터 안에 유아들에게 위험한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해야 함. 
∙ 모래는 쉽게 유실될 수 있으므로 유실된 모래는 주기적으로 채워 넣어주고, 최소 3년에 1번은 모래를 

교체해 주도록 함.  
∙ 놀이시설물의 부서진 부분, 부패, 돌출부, 거친면이 있으면 유아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표면이 부드러운지를 항상 확인해야 함.

자료: 교육부(2015).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pp.51-52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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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평가 시설환경 관련 지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5주기(2020-2022) 유치원평가 영역과 지표에 포함된 시

설환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주기 유치원평가에서는 기존 제4주기 평가의 

‘영역 Ⅲ. 건강·안전’과 ‘영역 Ⅱ. 교육환경’부문을 ‘영역 Ⅲ.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및 유아를 위한 건강·안전영역’으로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치원평가 영역 

III은 4개의 하위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① 안전한 시설설비와 쾌적한 공간, 

②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급간식 환경, ③ 유아와 교사를 위한 건강 및 안전 증진, 

④ 안전한 등하원), 이 중 ‘3-1. 안전한 시설설비와 쾌적한 공간’의 평가문항과 해

당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시교육청, 2020: 51, 유치원평가 가이드

북: 56-57). 

<표 Ⅱ-2-7> 제5주기 유치원평가 영역 III. 시설공간 관련 지표 

지표내용

1. 실내·외 시설설비와 공간은 유아에게 안전하며, 유아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비상사태를 대비한 설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에 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한다.
   ∙ 유아의 소지품이나 작품 등을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공간이 있고 유아 수에 맞

게 마련되어 있다.

2. 실내·외 놀이공간, 놀이시설, 놀이자료의 안전관리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유치원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실내·외 시설 및 놀잇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유아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비되어 있으며, 실내·외 쾌적한 환경이 조성·유지되고 있다.

   ∙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공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실내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0) 유치원평가 가이드북; pp. 56-57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관련 통계 현황

가) 학교 건물 노후 현항

초·중·고등학교 전체 건물 수는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초등학교가 중․고등학

교에 비해 10년간 건물 수가 줄어들어 2011년 33,397개에서 2020년 31,264개

로 약 2천여 개의 건물(-6.4%)이 감소했다(박근영, 2021: 3). 30년경과 비율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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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2020년 30년경과 초등학교는 총 

31,264개 전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0%p 증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박근영, 2021: 3). 이는 80년  학생 수 증가 시기에 설립된 

건물이 많아 30년경과 건물이 많아지고, 기존 노후 건물의 개축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박근영, 2021: 3).

<표 Ⅱ-2-8> 연도별 전체 건물 수와 30년경과 건물의 비율(2011-2020)

단위: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18 2019 2020

초등
학교

건물수 33,397 33,017 32,593 32,455 32,363 32,104 31,859 31,793 31,334 31,264

비율 30.6 31.8 33.6 35.3 35.9 37.0 38.1 38.9 39.4 40.6

중학교
건물수 14,870 14,873 14,788 14,778 14,825 14,799 14,703 14,539 14,488 14,428

비율 25.3 27.0 28.3 30.2 31.6 32.3 32.6 33.4 34.2 35.3

고등
학교

건물수 16,563 16,619 16,709 16,727 16,752 16,688 16,600 16,598 16,518 16,548

비율 21.9 23.4 24.7 26.3 27.3 28.3 29.3 30.5 31.6 32.4

자료: 박근영(2021).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면적 및 건물 현황. 2021년 11월 이슈통계. 한국교육개발원. p. 3.

[그림 Ⅱ-2-1] 연도별 전체 건물 수와 30년경과 건물의 비율

단위: 개, %

자료: 박근영(2021).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면적 및 건물 현황. 2021년 11월 이슈통계. 한국교육개발원.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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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노후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에서 2019년

부터 2022년 각 년도 일반현황자료를 살펴보았다(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

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2. 6. 13 인출). 2021년 12월 말을 기

준으로 설립일로부터 30년, 40년경과 기관 현황을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 수가 줄어들면서, 30년경과 유치원수

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년경과 유치원 수는 2019년 275개(3.

2%)에서 2021년 415개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 1,622개(19.9%)로 

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81년 설립되어 2022년에 40년경과 기관이 

총 1,228개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 자료 기준으로 폐원되는 기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22년 12월 말이 되면, 30년경과 기관은 3,362개(41.2%), 40

년경과 기관은 총 1,902개로 전체 유치원의 2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9> 설립 30년, 40년경과 유치원 현황(2019-2022년)

단위: 개, (%)

구분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30년 3,334(38.8) 3,315(39.3) 3,298(39.6) 3,266(40.0)

40년 275(3.2) 332(3.9) 415(5.0) 1,622(19.9)

전체 8,593(100.0) 8,441(100.0) 8,337(100.0) 8,168(100.0)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19-2022). (2022. 6. 13. 인출).

[그림 Ⅱ-2-2] 연도별 유치원 노후기관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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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19-2022). (2022. 6. 1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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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연도별 유치원 노후기관 비율

단위: %

40.0 39.6 39.3 38.8 

19.9 

5.0 3.9 3.2 

2 0 2 2년2 0 2 1년2 0 2 0년2 0 1 9년

30년 40년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19-2022). (2022. 6. 13. 인출).

유치원 노후기관 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립이 노후화된 

시설이 30년 이상 2,426개, 40년 이상 1,351개로 많고 사립은 30년 이상 840개, 

40년 이상 271개로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을 살펴보면 30년경과 

유치원은 공립 74.3%, 사립 25.7%였고 40년경과 유치원은 공립 83.3%, 사립 

16.7%로 나타났다. 공립 중에는 병설유치원이 노후화된 경우가 다수였으며, 단

설유치원은 비교적 설립연도가 최근으로 30년경과 기관이 많지 않았다. 사립 중에

는 30년경과 기관이 사인이 544개로 많았고, 40년경과 기관은 법인이 173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법인이 더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0> 설립 30년, 40년경과 유치원 유형별 현황(2022년)

단위: 개, (%)

구분 공립(병설) 공립(단설) 공립(비율) 사립(법인) 사립(사인) 사립(비율) 전체

30년 2,423 3 2,426(74.3) 296 544 840(25.7) 3,266

40년 1,350 1 1,351(83.3) 173 98 271(16.7) 1,622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22). (2022. 6. 1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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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4] 유치원 유형별 노후기관 수(2022년)

단위: 개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22). (2022. 6. 13. 인출).

유치원 노후기관 현황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30년 경과 유치원은 

경기 530개, 경북 359개, 경남 315개, 충남 312개, 전남 310개 순으로 많았으며, 

40년 경과 유치원은 경북 227개, 경기 211개, 전북과 경남 191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1> 설립 30년, 40년경과 유치원 지역별 현황(2022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0년 252 109 61 80 42 53 68 17 530 211 174 312 294 310 359 315 79 3,266

40년 77 35 24 25 13 14 28 14 212 128 89 172 146 191 227 191 36 1,622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22). (2022. 6. 1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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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 지역별 유치원 노후기관 수(2022년)

단위: 개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일반현황(2022). (2022. 6. 13. 인출).

나) 유치원 면적 현황

(1) 설립 유형별

유치원 교실 수의 전체 평균은 5.1개이며, 공립단설이 10.98로 가장 많으며, 공

립병설이 2.57개로 교실의 수가 적었다. 교실 면적의 평균은 386.69㎡로 공립단

설의 면적이 751.86㎡로 가장 넓었으며, 공립병설이 243.08㎡로 가장 좁았다. 실

내체육장의 면적 평균은 96.69㎡로 공립단설이 149.01로 가장 넓으며, 사립사인

이 75.32㎡로 가장 좁았다. 보건/위생공간의 평균은 74.22㎡로 공립단설이 

144.82㎡로 가장 넓었으며, 사립사인이 45.47㎡로 가장 좁았다. 조리/급식 면적

의 평균은 193.65㎡이며, 공립병설이 310.14㎡로 가장 넓었으며, 사립사인이 

36.84㎡로 가장 좁았다. 이는 문무경 외(2022)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급식실

을 갖춘 비율이 공립단설 74.4%, 공립병설 46.0%에 비해 사립이 26.1%로 낮은 

것 뿐만아니라 그 면적 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공간의 면적의 평균은 

308.73㎡이며, 공립단설이 1,174㎡로 가장 넓었으며, 사립사인이 241.68㎡로 가

장 좁았다. 교실 1개당 평균 면적의 평균은 85.38㎡이며, 공립병설의 교실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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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101.06㎡로 가장 넓었으며, 사립 사인이 68.01㎡로 가장 좁았다. 

<표 Ⅱ-2-12> 설립 유형별 유치원 교실 수 및 면적

단위: 개, ㎡

유형 교실 수 교실면적
실내

체육장
보건/위생

공간
조리/
급식

기타공간
교실 1개당 
평균면적

평균 5.1 386.02 96.69 74.22 193.65 308.73 85.38

공립 병설 2.57 243.08 102.08 86.04 310.14 258.59 101.06

공립 단설 10.98 751.86 149.01 144.82 180.27 1,174 68.07 

국립 8.33 568.33 54.66 39.66 148 903.66 71

사립 사인 7.63 524.48 75.32 45.47 36.84 214.68 68.01

사립 법인 6.44 449.43 123.35 52.34 66.08 302.46 75.26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실면적 현황(2022). (2022. 10. 3. 인출).

[그림 Ⅱ-2-6] 설립 유형별 유치원 교실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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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실면적 현황(2022). (2022. 10. 3. 인출).

(2) 시도별

시도지역별 유치원 교실 수는 세종이 8.63개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2.84개로 

가장 적었다. 교실면적은 부산이 629.62㎡로 가장 넓으며, 강원이 275.24㎡로 가

장 좁았다. 실내체육장의 면적은 경남이 191.33㎡로 가장 넓으며, 전북이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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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좁았다. 보건/위생공간은 세종이 137.13㎡로 가장 넓었으며, 서울이 

51.41㎡로 가장 좁았다. 조리/급식실은 제주가 369.79㎡로 가장 넓었으며, 서울

이 75.83㎡로 가장 좁았다. 기타공간은 세종이 1077.51㎡로 가장 넓었으며, 전북

이 201.98㎡로 가장 좁았다. 교실 1개당 평균 면적은 제주가 147.99㎡로 가장 넓

으며, 전이 67.24㎡로 가장 좁았다.

<표 Ⅱ-2-13> 시도별 유치원 교실 수 및 면적

단위: 개, ㎡

유형 교실 수 교실면적
실내

체육장
보건/위생

공간
조리/
급식

기타공간
교실 1개당 
평균면적

서울 5.87 412.47 94.60 51.41 75.83 209.80 75.64 

경기 5.65 435.50 85.78 81.67 194.33 376.53 90.89 

인천 6.18 398.31 101.91 76.23 161.11 270.24 70.36 

강원 3.66 275.24 57.39 71.36 175.93 306.29 83.45 

부산 6.34 629.62 89.19 68.86 81.53 351.73 82.52 

세종 8.63 564.83 83.46 137.13 217.86 1077.51 72.81 

충북 4.16 366.57 95.13 73.23 243.50 265.55 114.36 

충남 4.12 311.01 108.46 70.11 232.85 320.98 98.10 

대전 5.76 375.13 79.30 57.91 173.14 289.68 67.24 

경북 3.85 309.50 71.41 82.04 223.79 276.11 86.57 

경남 5.04 348.57 191.33 84.10 333.47 332.04 75.76 

대구 7.01 465.17 146.86 89.01 135.35 373.03 70.63 

울산 5.46 399.46 133.06 82.11 230.93 270.17 75.20 

광주 5.43 400.74 108.94 62.97 231.67 273.69 89.53 

전북 4.12 276.95 47.92 60.70 173.95 201.98 80.24 

전남 3.67 298.02 75.67 68.72 191.73 223.84 91.01 

제주 2.84 412.14 112.98 83.30 369.79 225.75 147.99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실면적 현황(2022). (2022. 10. 3. 인출).

나. 어린이집 공간 현황

1) 관련 법과 규정

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 1는 국공립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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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규

모,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제52조에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설치하는 어

린이집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규정은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0조제1

항),어린이집 규모에 있어서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

유아 수를 법적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40조제2항).

<표 Ⅱ-2-14> 영유아보육법 관련

대상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모든 
어린이집
(국공립어
린이집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
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

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
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 인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
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
와 같다.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2. 어린이집의 규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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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나) 주택 관련 어린이집 설치 기준

주택지 내 어린이집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란 규정」제9조의2에서 제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등을 건설할 때에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

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은 유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입

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2-15> 주택지 관련

관련 법령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
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
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
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
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상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이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
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
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
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에 따
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
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
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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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설치 기준

장애영유아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영유아보육

법」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수에 따라 구분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 Ⅱ-2-16>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관련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
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
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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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라) 어린이집 평가제 

2018년 12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어린

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이번 평가제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어린이집 질 관리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확 되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

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영유아보육법」제 30

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17-18).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
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
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
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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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7> 어린이집 평가 법적 근거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
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
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
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
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
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어린이집 평가과정은 평가 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텅버로 시작되며 기본사항 

확인,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기본

사항 확인 업무를 갖고 있어 사전점검사항(5항목)과 위반이력사항(8항목)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본점검사항 확인한 후 보육진흥원에 통보한 후 평

가가 진행된다. 기본사항 중 공간과 관련된 것은 사전검사 5항목 중 3개 항목으로

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 기준, 비상재해 비시설 설치 등이다(보

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 24-25). 

<표 Ⅱ-2-18> 사전검사 항목 중 시설설비 관련(3항목)

구분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패
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패쇄회로 텔레비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
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패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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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 25 사전검사 사항을 참조하여 구성함.

한편 평가는 4개의 평가영역에 18개의 평가지표, 59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 중 어린이집 시설·설비와 접한 두 번째 영역인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으로서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과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이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19> 어린이집 평가 영역과 지표

평가영역(4) 평가지표 평가항목 수

Ⅰ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존중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영유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Ⅱ.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3

Ⅲ. 건강 안전

3-1. 실내외 공간이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Ⅳ.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 58 평가지표의 구성을 참조하여 구성함.

구분 평정 평정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 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

법 적용

미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이 미만인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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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육사업안내(2022)

어린이집의 시설·설비는 앞서 논한 다양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평가제도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관부처인 보육사업안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치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비상재해 비시

설 설치기준 등으로 나누어 그 아래 세부적인 요소들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아래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Ⅱ-2-20> 보육사업안내 시설·설비 내용

항목 세부요소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 기준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설치 기준
다, 놀이터의 종류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예시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예시 그림
나. 어린이집 2층과 3층인 경우
   - 예시 그림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대피용 미끄럼틀 세부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60 내용 중 주제와 세부제목으로 재구성함.

(1)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①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지자체의 장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어린이집이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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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

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38).

②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보육실)은 1층 또는 건물 전체(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

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설구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

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하며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함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

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39, 41).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하지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한다.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 

전용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39).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

조의2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보건

복지부, 2022: 40).

□ 어린이집 면적 기준

어린이집 전용면적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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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 의 옥내놀

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이 해당된

다. 한편, 보육실 면적은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 공간으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공동놀이실이 포함된다.

[그림 Ⅱ-2-7] 어린이집 면적에 따른 정원과 전용 면적 책정 방법

어린이집 
전용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 기준

50인 미만 시설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1인당
3.5㎡ 원칙

면적기준
시설규모

영유아 1인당
4.29㎡

영유아 1인당
2.64㎡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주: 1)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혀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지도
2) 놀이터 면적은 보육시설 규ㅗ별로 별도 면젇디준 제시(놀이터 설치기준 별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6의 그림 인용함.

□ 조리실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가)②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

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큰(sunken)을 설치하여 규정에 부응하는 경

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

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을 설치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때는 조리실

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40).

□ 화장실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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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소변기 간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보건복지부, 2022: 41).

□ 교사실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

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2018. 6. 13. 신규 

및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한다.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

원 기숙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22: 41). 

(2) 놀이터 설치 기준

①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업무용

시설 집 지역 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체놀이터를 인

가할 수 있다. 또한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 놀이터를 인가하지 

않는다.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

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자체 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

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 비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옥외･
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43).

②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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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해야 한다. 놀이터의 면적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

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하여

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한다(보건복

지부, 2022: 43).

<표 Ⅱ-2-21> 놀이터 면적 기준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주: 1)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2) 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자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44의 표 인용함.

③ 놀이터 종류

놀이터는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로 구분한다. 옥외놀이터는 어

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이고, 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

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로서 실내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옥상

놀이터 등이 있다. 실내놀이터는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이며, 옥내중간놀이터는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이

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옥상놀이터가 있다. 그 외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인근놀이터가 있다(보건복지부, 2022: 44).

④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업무용시설 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체 놀이터(옥내 놀이터, 인근놀이터)를 제한적 허

용한다.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

놀이터 또는 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를 설치한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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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22: 45). 

<표 Ⅱ-2-22> 대체 놀이터 인정 기준

구분 인정 기준

옥내놀이터
(실내·옥내중간·

옥상 놀이터)

① 사용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
거나 방치할 수 없음.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
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함.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
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함. 

인근놀이터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실외놀이터 또
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정함.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하는데, 인근놀이터
가 일정연령 이상 아동만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 영아에게 적합
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놀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 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도로가 있는 경우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로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45-48 내용을 발췌·인용함.

(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비상재해 피시설 설치 기준은 신규인가 시설 및 법령상 비상재해 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해야 하는 시설(변경인가, 시설 증개축 사유 등)에 적용하

며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

록 반드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층수에 따라 다른 기준

들이 요구된다(보건복지부, 2022: 50).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에는 비상시 양방향 

피가 가능해야 한다. 양방향 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50).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에는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피가 가능해야 하

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

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51).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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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물 내 양방향 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보

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

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

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22: 52).

2) 관련 통계

가) 어린이집 노후 현황

어린이집 노후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

개 API에서 2019년부터 2022년 각 년도 어린이집 기본정보자료를 살펴보았다(어

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

piSlL.jsp, 2022. 6. 26 인출).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인가일로부터 30년, 

40년경과 기관 현황을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수에 비하면 30년 경

과 어린이집 비율이 적으며, 이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설립이 다소 늦은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었으나, 

30년경과, 40년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1년부터는 증가 폭도 커

졌다. 40년경과 어린이집 수는 2019년 40개(0.12%)에서 2022년 100개(0.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 자료 기준으로 폐지되는 기관이 없다고 가정

할  때, 2022년 12월 말이 되면, 30년경과 기관은 1,228개(3.9%)로 증가하고 40

년경과 기관은 총 201개로 연초보다 약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23> 설립 30년, 40년경과 어린이집 현황(2019-2022년)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0년 380(1.0) 394(1.1) 613(1.8) 827(2.6)

40년 40(0.1) 42(0.1) 51(0.2) 100(0.3)

전체 37,371(100.0) 35,352(100.0) 33,246(100.0) 31,370(100.0)

 주: 1) 연구진 작성
2) 운영 현황이 폐지, 휴지인 곳을 제외하고 정상, 재개인 경우만 포함함.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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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8] 연도별 어린이집 노후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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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그림 Ⅱ-2-9] 연도별 어린이집 노후기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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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어린이집 노후기관 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이 노후화된 시설이 

30년 이상 459개(55.5%), 40년 이상 61개(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회

복지법인이 30년 이상 167개(20.2%), 40년 이상 34개(34.0%)로 그 다음으로 노

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단체, 가정 등은 30년 이상 된 기관이 약 5%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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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4> 설립 30년, 40년경과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22년)

단위: 개, (%)

구분 가정 국공립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전체

30년 49(5.9) 459(55.5) 107(12.9) 45(5.4) 167(20.2) 827

40년 0(0.0) 61(61.0) 1(1.0) 4(4.0) 34(34.0) 100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그림 Ⅱ-2-10] 어린이집 유형별 노후기관 수(2022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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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어린이집 노후기관 현황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30년 경과 어린이집

은 서울 261개, 부산 80개, 경기 70개, 경북 50개 순으로 많았으며, 40년 경과 어

린이집은 서울 34개, 전남 11개, 경기 및 경북 1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25> 설립 30년, 40년경과 유치원 지역별 현황(2022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0년 261 80 41 27 24 13 6 5 70 43 30 23 40 46 50 45 23 827

40년 34 6 1 2 2 0 0 1 10 6 4 2 2 11 10 6 3 100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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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11] 지역별 어린이집 노후기관 수(2022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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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 작성
자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SlL.jsp, 2022. 6. 26 인출.

나) 어린이집 면적 현황

(1)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실 수의 전체 평균은 4.8개이며,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가 7개로 가장 많으며, 가정이 3개로 가장 적었다. 연면적의 평균은 279.97㎡이며 

법인단체의 면적이 467.23㎡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101.81㎡로 가장 좁았다. 

보육실의 평균면적은 165.84㎡이며, 사회복지가 303.96㎡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

이 70.36으로 가장 좁았다. 목욕실 면적의 평균은 2.32㎡이며 법인 단체가 4.38로 

가장 넓으며, 가정이 1.68로 가장 좁았다. 화장실 면적의 평균은 16.60㎡이며 직

장이 39.58㎡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5.84로 가장 좁았다. 조리실 면적의 평균

은 13.82㎡이며 직장이 28.22㎡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9.78㎡로 가장 좁았다. 

사무실의 평균 면적은 7.72㎡이며 직장이 25.42㎡로 가장 넓으며, 가정이 1.40㎡

로 가장 좁았다. 양호실 평균 면적은 0.75㎡이며 사회복지가 3.51㎡로 가장 넓었

으며, 가정이 0.06㎡로 가장 좁았다. 기타면적의 평균은 55.50㎡이며 직장이 

207.51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11.70㎡로 가장 좁았다. 실내 놀이터의 평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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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5.74㎡이며 직장이 36.16㎡로 가장 넓으며, 가정이 0.55㎡로 가장 좁았다. 

교사실 평균면적은 4.69㎡이며, 직장이 16.46㎡로 가장 넓었으며, 가정이 0.46㎡

로 가장 좁았다. 지 면적의 평균은 170.60㎡이며, 사회복지가 882.14㎡로 가장 

넓으며, 가정이 5.71㎡로 가장 좁았다.

<표 Ⅱ-2-26>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실 수 및 면적

단위: 개, ㎡

유형
보육실 

수
연면적
합계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기타
실내

놀이터
교사실 대지

전체 4.8 272.97 165.84 2.32 16.60 13.82 7.72 0.75 55.50 5.74 4.69 170.60 

국공립 5 356.93 202.67 2.32 25.89 17.63 11.48 0.97 82.55 4.20 9.20 232.38 

민간 6 344.95 223.05 2.70 19.75 13.15 9.16 0.74 63.20 8.10 5.09 155.02 

직장 6 660.05 300.89 2.80 39.58 28.22 25.42 3.01 207.51 36.16 16.46 602.65 

가정 3 101.81 70.36 1.68 5.84 9.78 1.40 0.06 11.70 0.55 0.46 5.71 

법인·
단체

5 467.23 258.88 4.38 25.89 23.34 16.87 2.17 115.02 11.25 9.43 797.79 

사회
복지

7 516.72 303.96 4.11 27.30 22.18 18.80 3.51 117.48 11.43 7.95 882.14 

협동 4 193.84 121.15 1.63 12.23 11.64 3.64 0.16 36.40 1.45 5.53 95.33 

 주: 연구진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2. 9). 어린이집별 시설면적 현황.  

[그림 Ⅱ-2-12]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실 면적 비교

 주: 연구진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2. 9). 어린이집별 시설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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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17개시도 모두 어린이집의 보육실수가 평균 5개로 동일하였다. 연면적은 세종

이 369.85㎡로 가장 넓었으며, 전이 237.74㎡로 가장 좁았다. 보육실은 세종이 

231.34㎡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가 151.39㎡로 가장 좁았다. 목욕실은 전북이 

3.96㎡로 가장 넓었으며, 제주가 1.13㎡로 가장 좁았다. 화장실은 광주가 24.91㎡

로 가장 넓었으며, 전이 12.71㎡로 가장 좁았다. 조리실은 제주가 18.32㎡로 가

장 넓었으며, 울산이 12.01㎡로 가장 좁았다. 사무실은 전남이 12.83㎡로 가장 넓

었으며, 경기가 5.77㎡로 가장 좁았다. 양호실은 세종이 1.56㎡로 가장 넓었으며, 

인천이 0.37㎡로 가장 좁았다. 기타 면적은 제주가 86.41㎡로 가장 넓었으며, 

전이 40.69㎡로 가장 좁았다. 실내놀이터는 서울이 10.84㎡로 가장 넓었으며, 제

주가 2.04㎡로 가장 좁았다. 교사실은 세종이 7.73㎡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가 

3.64㎡로 가장 좁았다. 지는 경북이 678.72㎡로 가장 넓었으며, 인천이 52.42

㎡로 가장 좁았다.

<표 Ⅱ-2-27>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실 수 및 면적

단위: 개, ㎡

유형
보육실 

수
연면적
합계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기타
실내

놀이터
교사실 대지

서울 5 278.76 165.26 2.66 16.24 13.48 8.62 0.76 56.49 10.84 4.41 110.72 

경기 5 246.06 151.39 2.01 15.12 13.01 5.77 0.48 49.62 5.02 3.64 60.18 

인천 5 271.58 165.52 1.69 15.33 12.64 6.18 0.37 60.71 4.85 4.27 52.42 

강원 5 292.22 178.60 2.25 18.98 15.24 10.90 1.08 55.61 4.11 5.45 359.61 

부산 5 264.89 162.26 2.58 15.65 12.75 8.04 0.61 53.23 5.50 4.28 98.60 

세종 5 369.85 231.34 2.31 24.11 16.69 9.80 1.56 71.00 5.32 7.73 342.73 

충북 5 318.83 202.86 2.66 20.22 16.55 10.25 1.20 52.87 6.26 5.95 369.59 

충남 5 268.16 160.37 1.91 16.80 14.33 6.66 0.67 60.70 2.43 4.29 225.57 

대전 5 237.74 154.91 3.38 12.71 12.34 5.90 0.64 40.69 2.85 4.33 110.46 

경북 5 279.47 169.64 2.31 18.35 14.00 10.42 0.95 54.95 4.27 4.59 678.72 

경남 5 254.62 157.28 2.47 15.33 13.22 7.22 0.97 50.99 2.76 4.39 188.33 

대구 5 296.64 178.04 2.79 19.16 14.30 8.59 1.08 60.37 6.70 5.63 115.63 

울산 5 278.34 160.68 1.89 16.50 12.01 7.39 0.47 69.41 5.00 5.01 105.11 

광주 5 291.28 182.15 1.96 24.91 13.98 7.85 1.10 49.71 4.99 4.63 157.18 

전북 5 306.25 184.15 3.96 17.06 15.74 10.46 1.19 60.26 8.32 5.11 327.36 

전남 5 348.73 208.33 3.20 20.14 17.21 12.83 1.50 70.56 8.02 6.94 363.67 

제주 5 332.53 184.75 1.13 21.88 18.32 10.82 0.74 86.41 2.04 6.45 494.19 

 주: 연구진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2. 9). 어린이집별 시설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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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영유아교육기관 공간의 현황 및 특성

1) 시설 기준 및 가이드라인7)

가) 미국

미국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별 공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Ⅱ-2-28> 영역별 필요공간의 종류(미국)

7) 조진일 외(2014)는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영유야 교육 및 보육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필요공간의 종류와 시설기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역 공간의 종류

출입구   전이공간, 대기실, 리셉션 공간

직원영역
(Staff Area)

 원장실

 보조 인력이나 비서의 사무공간 

 학부모와 교사 회의공간

 직원 라운지 및 사무공간

 직원 화장실

 자료보관 공간 

교실 영역
(Classroom 

Area)

교실영역 내 공간의 종류 Infant
Young 
Toddler

Older 
Toddler

Pre-school 

 입구(현관) ○ ○ ○ ○

 사물함(cubby storage) ○ ○ ○ ○

 교사용 보관장 ○ ○ ○ ○

 성인 화장실(교실 내/ 교실입구에서 10m이내) ○ ○ - -

 기저귀갈이대/보관장 ○ ○ - -

 수면공간 ○ - - -

 보육공간 ○ - - -

 낮잠공간 - ○ - -

 유아용 화장실과 세면대 ○ ○ ○
○(4세~남녀

구분)

 식사/테이블 공간 ○ ○ ○ ○

 음식준비 공간 ○ ○ - -

 개방된 활동 공간/기는 공간 ○ ○ - -

 개방되고 제약이 없는 활동공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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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의 pp.7_4~7_7의 내용을 번역하여 표로 재구성한 조진일 외
(2014), 전게서, pp.49~50의 <표 Ⅱ-20>을 재인용함.

상기 필요 공간의 종류를 토 로 Child Care Center(정원 74명 기준)의 스페

이스 프로그램을 예시로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Ⅱ-2-29> 미국 Child Care Center(74명 기준) 스페이스 프로그램 예시

영역 공간의 종류

 높이 변화가 있는 공간 - ○ ○ ○

 아기 침대 보관장 - ○ ○ ○

 Art sink(싱크대) - - ○ ○

 식수대 - - ○ ○

 다락공간 - - - ○

 물놀이 공간 - - - ○

 차단된 공간(최소 5.95㎡) - - - ○

공용영역
(Common 

Area)

 다목적 공간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보건(양호)실

 놀이터 창고

서비스 영역

 세탁실

 주방

 관리실

 전화부스

실 명 OFA1)면적(㎡)

교사/부모 공간

공공 영역 리셉션(현관/입구) 8.3

67.1
(0.91/인)교사 영역

원장실 14.0

보건(양호)실(sick bay: 필요한 경우)* 2.0

교사 라운지/작업공간 14.0

교사/학부모상담실(회의실)* 13.0

성인 화장실 5.8

중앙 창고 10.0

서비스 공간

세탁공간 5.0

34.1
(0.46/인)

따뜻하게 데우는 중앙 주방 25.0

관리인실 3.2

전화부스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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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OFA(Occupiable Floor Area)는 실제 바닥면적(AFA; Actual Floor Area)에 복도, 교실 내/외의 이동통로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GSA, 2003, pp.1_3~1_4)
2) *표시가 된 공간은 필수공간이 아닌, 선택공간임.
3) 교실 밖의 이동공간을 포함한 전체 내부면적은 상기 면적의 합에 15~20%를 가산해야 함.
4) 단독 건물에 대해서는 상기 3)의 결과에 5%정도를 더 가산하면 외벽을 포함한 면적이 됨.  

자료: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 P.5_7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조진일 외(2014), 전게
서, pp.50~51의 <표 Ⅱ-21>을 재인용함.

특히,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에서 제시하는 시설기

준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복도공간을 제외한 실내 바닥면적은 영유아 1인당 평

균 약 8.4㎡이며, 교실 내 제한받지 않는 공간의 바닥면적은 연령별 약 2.2~5.0㎡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Infant를 제외한 교실 내 영유아의 활동

공간은 1인당 4.5㎡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보내는 Infant의 교실은 4.875㎡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8) 한편, 74명 기준의 교실 면적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51의 내용을 재인용함.

실 명 OFA1)면적(㎡)

공용공간

다용도/대근육활동실(Large Motor Activity Room)*
※ 이 실은 선택사항이나, 1월의 낮 최고온도가 섭씨 -4도 

미만이거나, 연간 강수량이 915mm이상인 지역에서는 
필요함. 최소 20명 사용 규모여야 함. 

65.0

100.0
(1.35/인)

전천후 옥외놀이를 위한 포치(porch)*
※지붕 덮인 포치는 60㎡이어야 하지만, 실내공간은 30㎡
로 간주됨.

30.0

놀이터 창고*
※10㎡이지만 절반으로 간주됨.

5.0

교실

Infant Classroom of 8 Infants 75.6

553.6

Young Toddler Classroom of 12 Younger Toddlers 88.0

Older Toddler Classroom of 14 Older Toddlers 99.0

Pre-School
Classroom of 20 Pre-School Children 145.5

Classroom of 20 Pre-School Children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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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0> 미국 Child Care Center(74명 기준)의 교실 면적 예시(단위 : ㎡)

연령대 교실 공간 구성 1인당 단위 AFA 단위 OFA 전체 OFA 교실면적

Infant
(12개월 미만)

교실(8명)

활동공간 2.20 +25% 23.0

75.6
(9.45/인)지원공간

보관장(Cubby) 0.43 +25% 4.6
음식 준비 0.43 3.5 3.5
식사/테이블 0.57 4.6 4.6
보육(nursing)공간 0.22 1.8 1.8
수면공간 2.52 +25% 26.9
기저귀갈이/수납대 0.45 3.6 3.6
성인 화장실 0.72 5.8 5.8
창고 0.17 +25% 1.8

Younger
Toddler

(1~2세미만)
교실(12명)

활동공간 3.80 +25% 57.0

88.0
(7.3/인)지원공간

보관장(Cubby) 0.52 +25% 8.4
음식 준비 0.28 3.4 3.4
낮잠공간 0.41 4.9 4.9
세면대(2대) 0.19 2.3 2.3
아동 화장실(2개) 0.31 3.8 3.8
기저귀갈이/수납대 0.38 4.6 4.6
창고 0.30 - 3.6

Older
Toddler

(2~3세미만)
교실(14명)

활동공간 4.0 +25% 70.0

99.0
(7.0/인)지원공간

보관장(Cubby) 0.53 +25% 9.8
아동 미술 싱크대 0.16 2.2 2.2
아동 세면대(2대) 0.25 3.5 3.5
아동 화장실(2개) 0.39 5.6 5.5
기저귀갈이/수납대 0.33 4.6 4.6
창고 0.18 +25% 3.4

Pre-School
(3~6세 미만)
교실(20명)

활동공간 4.4 +25% 110.0

145.5
(7.28/인)지원공간

보관장(Cubby) 0.53 +25% 14.0
아동 미술 싱크대 0.20 4.0 4.0
아동 세면대(2대) 0.25 5.0 5.0
아동 화장실(2개) 0.40 8.0 8.0
창고 0.18 +25% 4.5

After-School
(6세 이상)
교실(20명)

활동공간 5.0 +25% 125.0

159.2
(7.96/인)지원공간

사물함 0.47 +25% 12.0
아동 미술 싱크대 0.16 3.2 3.2
아동(남)화장실/세면대 0.30 6.0 6.0
아동(여)화장실/세면대 0.32 6.0 6.0
창고 0.27 +25% 7.0

자료 :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GSA, 2003), P.5_6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조진일 외(2014), 전게
서, p.52의 <표 Ⅱ-22>를 재인용함.

상기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9)은 Infant의 교실은 수면 공간이 차지하는 면

적 비율이 전체 교실 면적 75.6㎡ 중 26.9㎡로 약 35.6%를 차지하며, 이는 활동공

9)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53의 내용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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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면적인 23.0㎡보다도 넓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잠 등 수면을 위한 공

간의 비율이 작아지고, 활동공간의 면적이 넓어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어린 Infant 

교실의 영아 1인당 면적이 9.45㎡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넓은 교실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옥외공간에 한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 

놀이공간의 유형을 모래/물놀이 영역, 드라마틱한 놀이 영역, 근육 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옥외 놀이공간의 면적은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최소 7㎡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부 옥외 영역 한 

변의 최소 길이가 2.44m이상, 최소 면적이 112㎡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옥외 놀이 공간 면적의 50% 이상은 운영시간 동안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어야 한

다고 권장하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교실 내 세부 공간(영역)별 면적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2-31> 연령별 교실 내 세부 공간(영역)별 면적 예시(캐나다)

교실 내
공간의 종류

Infant Group
(0~18개월)

Toddler Group
(18~30개월)

Preschooler Group
(31개월~만5세)

면적(㎡)
1인당

면적(㎡)
면적(㎡)

1인당
면적(㎡)

면적(㎡)
1인당

면적(㎡)

활동공간 32.4 3.24 47.7 3.18 95.4 3.18

음식준비공간 4.8 0.48 - - - -

수면공간 27.6 2.76 - - - -

대기/실내 놀이공간 - - 9.45* 0.63 17.0 0.567

화장실(기저귀갈이대) 5.35** 0.535 8.1 0.54 15.0 0.5

창고 1.85 0.185 2.565 0.171 4.75 0.158

계 72.0 7.2 67.815 4.521 132.15 4.405

  주: 1) Infant Group은 10명 기준, Toddler Group은 15명 기준, Preschooler Group은 30명(15명씩 2반) 기준임.
 2) Toddler Group의 실내 놀이공간(*)은 실질적으로 구획된 바닥에 지붕 덮인 옥외 공간임.
 3) Infant Group의 화장실(**)에만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음.

자료 : 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2006),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 pp.60~62에 제시된 도면으로부터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정, 도출한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 56의 <표 Ⅱ-25>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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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보는 바10)와 같이, 각 연령별 놀이 활동 공간은 영유아 1인당 최소 

3.18㎡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실 면적은 Infant Group의 경우 영아 1인당 

7.2㎡, Toddler Group은 4.5㎡, Preschooler Group은 4.4㎡ 수준으로 나타났

다. 특히 Infant Group의 수면공간은 영아 1인당 2.76㎡으로 활동공간의 3.24㎡

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공간에 영아 정원(10명) 모두 1인

용 개인 침 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옥외공간에 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을 살펴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운영하는 Child Care Center의 경우 1인당 최소 

5.6㎡이상의 옥외놀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64명 이상일 

경우, 모든 유아들이 동시에 놀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을 울타리 등으로 구획하고, 울타리로 구획된 각 공간의 최  사용 인원을 64

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아동들이 사용할 경우는 울타리의 

높이가 최소 1.2m이며, 항시 안전한 출구를 1개 이상 확보하고, 30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더 큰 아동들과 분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위공간별 구성 요건 및 공간 구성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32> 연령 집단별 공간구성 시 고려사항(캐나다) 

10)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p.56~57의 내용을 재인용함.

구분 공간별 주요 고려사항
Infant
Group

(0~18개월)

Toddler 
Group

(18~30개월)

Preschooler Group
(31개월~만5세)

P-S JK/SK SK

전제조건
․유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반드시 2층 
이하에 위치 

○ ○ ○ ○ ○

놀이활동
공간

․1인당 2.8㎡ 이상, 최소 조도 55 
Dekalux
*창문면적은 바닥면적의 10%

○ ○ ○ ○ ○

․걷지 못하는 Infant는 활동적인 놀이시
간에 다른 아이들과 분리

○ × × × ×

․최소 옥외놀이는 2시간(날씨가 허락할 
경우)

× × ○ ○ ○

수면공간 ․놀이활동 공간과 분리 ○ × × × ×

기타공간
․세면(washing)공간, 탈의(dressing)공
간, 배변(toileting)공간, 격리(isolation)
공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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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표시된 내용은 하루 6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 요건임.
자료: 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2006),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 p.18, 21, 23의 표를 재구성한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p.54~55의 <표 Ⅱ-24>를 재인용함.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치몬드시(Richmond, BC)는 2019년 12

월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감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기 교

육자, 부모 및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보육시설 설계 지침

구분 공간별 주요 고려사항
Infant
Group

(0~18개월)

Toddler 
Group

(18~30개월)

Preschooler Group
(31개월~만5세)

P-S JK/SK SK

보관공간

․장난감, 실내 놀이 도구, 기구 보관 공간
․음식 보관 공간, 기록물 보관 공간
․의약품, 청소도구, 장비, 유해물질 보관 
공간 및 난방, 전기장비 보관 공간(어린
이 접근불가한 곳 위치)
․침대 및 침구 보관 공간

○ ○ ○ ○ ○

식사/
휴식공간

*

․아이들과 교사가 식사,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 ○ ○ ○

음식준비
공간 *

․교실 내에 젖병과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작은 음식준비 영역

○ × × × ×

․음식준비 영역 × ○ ○ ○ ○

교사휴식 공간* ○ ○ ○ ○ ○

옥외놀이기구 보관공간* ○ ○ ○ ○ ○

사무영역* ○ ○ ○ ○ ○

응급상황 시 안전대피공간으로 지정된 공간 ○ ○ ○ ○ ○

장비 
및 가구

․싱크대에 인접한 탈의/기저귀갈이대 1개/10명 1개/15명 × × ×

․유아 개별 침구 ○ × × × ×

․유아 개별 침대* ○ × × × ×

․휴식시간용 개별 침구 × ○ ○ ○ ○

․유아 개별 간이침대 × ○ ○ ○ ○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응급처
치도구 및 매뉴얼

○ ○ ○ ○ ○

․화재 및 응급상황 대비 안내도는 각 실
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임

○ ○ ○ ○ ○

․최저온도는 20℃로 유지 ○ ○ ○ ○ ○

․식단, 비상전화번호, 활동에 대한 게시 
영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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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Care Design Guidelines)을 개발하였다. 특히, 부록으로 보육시설을 설

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관

련된 내용을 정리11)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기준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용 및 

기타 공간에 한 기준 이외에 영아와 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Ⅱ-2-33> 공용 공간 및 기타 공간 시설 기준(리치몬드) 

구분 면적(㎡)

공용
공간

출입구(Entry)  18.6

카시트 및 유모차 보관소(Parent Car Seat and Stroller Storage) 4.0

프로그램 유모차 보관소(Program Stroller Storage) 7.0

HC 휠체어 화장실(또는 건축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HC Wheelchair Accessible Washroom(or as required to meet the 
Building Code requirements)

4.6

샤워실이 있는 직원 화장실Staff Washroom with Shower (two may be 
required depending on number of staff)

4.6

교직원실(Staff Room) 10.0

주방(Kitchen(minimum size if shared by two programs)) 18.6

세탁실(Laundry) 4.0

관리실(Janitor) 4.0

소계 75.4

기타
공간

행정실Administration Office(required for centres serving 69 children or 
more in addition to program staff offices))

9.3

학부모실(Parent Room(required for centres serving more than 37 
children))

7.0

쓰레기/재활용실(Garbage/Recycling(room or enclosure required))* 10.21

각종 서비스시설(Service Rooms-Mechanical, Electrical and IT(required, 
size is based on equipment))

요구량에 의해 
결정

  주: *의 쓰레기/재활용실은 단독 건물의 경우 외부 주차 및 적재 공간에 위치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 건물/개발의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장소 근처 주차구조물 내 전용 공간 활용 가능함, 요구 면적은 전체 시설 규모에 따라 증
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리치몬드시 폐기물 관리 설계지침에 따름..

자료: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45의 Table A-1: Shared Areas And Other Areas를 재인용함.

11) 캐나다 City of Richmond(2019.12.)의 Child Care Design Guidelines(보육시설 설계 지침)을 구글번
역기(https://translate.google.co.kr/?hl=ko&sl=en&tl=ko&op=docs)를 통해 번역된 내용을 토 로 
필요한 부분(pp.45~52에 제시된 표)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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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4> 영아((Infant) 보육(36개월 미만) 실내/외 공간 면적 기준; 12개 공간-프로그램은 출

생~18개월 

구분
면적
(㎡)

실내
공간

실내
활동
공간

주요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3.7㎡)
Main Activity Area(based on a min. of 40 sq. ft. or 3.7 sq. m. per child)

-열린 놀이 공간(Open Play Area) 15.0

-등반, 기어 다니기, 상호작용 코너(Climbing, crawling, interactive) 20.0

-조용한 공간, 독서, 아늑한 코너(Quiet area, reading, cozy corner) 9.4

소계 44.4

낮잠실(Nap Rooms(2 required at 13 sq. m. each)) 26.0

합계① 70.4

지원
공간

주방(Kitchen) 9.3

영유아 화장실 및 기저귀 갈이 공간(Children’s Washroom & Diapering Area) 7.4

일반 창고(General Storage) 8.0

낮잠실 창고(Nap Room Storage) 4.6

개인 사물함 공간(Cubby Area) 12.1

부모 카운터(Parent Sign-in Counter) 2.0

직원 커뮤니케이션 카운터/보관소(Staff Communications Counter/Storage) 3.0

직원실(Staff Office) 9.3

함계② 55.7

총계(합계①+합계②)* 126.1

실외
공간

실외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7㎡)
Outdoor Activity Areas(min. outdoor play area of 75 sq. ft. or 7 sq. m. per child)

활동 공간(열린 공간 제외)(Covered Area) 30.0

열린 공간(Open Area) 60.0

소계 90.0

야외 보관소(Outdoor Storage) 8.0

합계 98.0

  주: *공용 및 기타 공간 면적(일반적으로 전체 순면적의 약 20~30%)은 제외된 면적임.
자료: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46의 Table A-2: Indoor Space와 Table A-3: Outdoor Space를 

재인용함.

<표 Ⅱ-2-35> 유아(Toddler) 보육(36개월 미만) 실내/외 공간 면적 기준; 12개 공간-프로그램은 

18개월~36개월 

구분
면적
(㎡)

실내
공간

실내활
동공간

주요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3.7㎡)
Main Activity Area(based on a min. of 40 sq. ft. or 3.7 sq. m. per child)
-식사, 미술, 물놀이를 위한 테이블 공간(Table area for eating, art, water 
play)

20.0

-개방형 놀이 공간(Open play area) 20.0
-조용한 공간, 독서, 아늑한 코너(Quiet area, reading, cozy corner) 9.4

소계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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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공용 및 기타 공간 면적(일반적으로 전체 순면적의 약 20~30%)은 제외된 면적임.
자료 :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47의 Table A-4: Indoor Space와 Table A-5: Outdoor Space

를 재인용함.

<표 Ⅱ-2-36> 영유아(Infant/Toddler) 통합 보육(36개월 미만) 실내/외 공간 면적 기준

; 12개 공간-프로그램은 출생~36개월

구분
면적
(㎡)

낮잠실(Nap Rooms(one required at 26 sq. m. or two rooms at 13 sq. 
m. each))

26.0

합계① 75.4

지원
공간

주방(Kitchen) 9.3
영유아 화장실 및 기저귀 갈이 공간(Children’s Washroom & Diapering 
Area)

7.4

일반 창고(General Storage) 8.0
낮잠실 창고(Nap Room Storage-preferably located in Nap Room) 4.6
개인 사물함 공간(Cubby Area) 12.1
부모 카운터(Parent Sign-in Counter) 2.0
직원 커뮤니케이션 카운터/보관소(Staff Communications Counter/Storage) 3.0
직원실(Staff Office) 9.3
함계② 55.7

총계(합계①+합계②)* 131.1

실외
공간

실외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7㎡)
Outdoor Activity Areas(min. outdoor play area of 75 sq. ft. or 7 sq. m. per child)
활동 공간(열린 공간 제외)(Covered Area) 30.0
열린 공간(Open Area) 60.0

소계 90.0
야외 보관소(Outdoor Storage) 8.0

합계 98.0

구분
면적
(㎡)

실내
공간

실내
활동
공간

주요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3.7㎡)
Main Activity Area(based on a min. of 40 sq. ft. or 3.7 sq. m. per child)

-식사, 미술, 물놀이를 위한 테이블 공간(Table area for eating, art, water 
play)

20.0

-등반, 기어 다니기, 상호 작용 놀이를 위한 개방형 놀이 공간(Open play area 
for climbing, crawling, interactive play)

20.0

-조용한 공간, 독서, 아늑한 코너(Quiet area, reading, cozy corner) 9.4
소계 49.4

낮잠실(Nap Rooms(two required at 13 sq. m. each)) 26.0
합계① 75.4

지원
공간

주방(Kitchen) 9.3
영유아 화장실 및 기저귀 갈이 공간(Children’s Washroom & Diapering 
Area)

7.4

일반 창고(General Storage) 8.0

낮잠실 창고(Nap Room Storage-preferably located in Nap Room)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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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공용 및 기타 공간 면적(일반적으로 전체 순면적의 약 20~30%)은 제외된 면적임.
자료: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48의 Table A-6: Indoor Space와 Table A-7: Outdoor Space를 

재인용함.

<표 Ⅱ-2-37> 보육(30개월~취학연령)시설(Care)의 실내/외 공간 면적 기준 ; 25개 공간

구분
면적
(㎡)

개인 사물함 공간(Cubby Area) 12.1

부모 카운터(Parent Sign-in Counter) 2.0

직원 커뮤니케이션 카운터/보관소(Staff Communications Counter/Storage) 3.0

직원실(Staff Office) 9.3

함계② 55.7

총계(합계①+합계②)* 131.1

실외
공간

실외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7㎡)
Outdoor Activity Areas(min. outdoor play area of 75 sq. ft. or 7 sq. m. per child)

활동 공간(열린 공간 제외)(Covered Area) 30.0

열린 공간(Open Area) 60.0

소계 90.0

야외 보관소(Outdoor Storage) 8.0

합계 98.0

구분
면적
(㎡)

실내
공간

실내
활동
공간

주요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3.7㎡)
Main Activity Area(based on a min. of 40 sq. ft. or 3.7 sq. m. per child)

-식사, 미술, 물놀이를 위한 테이블 공간(Table area for eating, art, water 
play)

33.4

-개방형 놀이 공간(Open play area) 51.0
-조용한 공간, 독서, 아늑한 코너 또는 방(Quiet area, reading, cozy corner or 
Room)

9.3

소계 93.7
대근육 활동/낮잠실(Gross Motor/Nap Room) 33.4

합계① 127.1

지원
공간

주방(Kitchen) 9.3
영유아 화장실(Children’s Washroom) 11.0
일반 창고(General Storage) 9.3
낮잠 매트/유아용 침대 보관소(Sleeping Mat or Cot Storage) 4.6
개인 사물함 공간(Cubby Area) 13.9
부모 카운터(Parent Sign-in Counter) 2.0
직원 커뮤니케이션 카운터/보관소(Staff Communications Counter/Storage) 3.0
직원실(Staff Office) 9.3

함계② 62.4
총계(합계①+합계②)* 189.5

실외
공간

실외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7㎡)
Outdoor Activity Areas(min. outdoor play area of 75 sq. ft. or 7 sq. m. per child)

활동 공간(열린 공간 제외)(Covered Area)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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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공용 및 기타 공간 면적(일반적으로 전체 순면적의 약 20~30%)은 제외된 면적임.
자료: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49의 Table A-8: Indoor Space와 Table A-9: Outdoor Space를 

재인용함.

<표 Ⅱ-2-38> 유아원(30개월~취학연령, 최대 4시간/일)시설(Preschool)의 실내/외 공간 면적 기준 

; 20개 공간

구분
면적
(㎡)

실내
공간

실내
활동
공간

주요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3.7㎡)
Main Activity Area(based on a min. of 40 sq. ft. or 3.7 sq. m. per child)

-식사, 미술, 물놀이 공간(Art, Water Play, Eating Area) 19.5

-개방형 놀이 공간(Open play area) 45.5

-조용한 공간, 독서, 아늑한 코너(Quiet area, reading, cozy corner) 9.3

소계 74.3

지원
공간

주방(Kitchen) 9.3

화장실(Children’s Washroom) 9.0

일반 창고(General Storage) 9.3

개인 사물함 공간(Cubby Area) 11.2

부모 카운터(Parent Sign-in Counter) 2.0

직원 커뮤니케이션 카운터/보관소(Staff Communications Counter/Storage) 3.0

직원실(Staff Office) 9.3

소계 53.1

합계* 127.4

실외
공간

실외 활동 공간(영유아 1인당 최소 7㎡)
Outdoor Activity Areas(min. outdoor play area of 75 sq. ft. or 7 sq. m. per child)

활동 공간(열린 공간 제외)(Covered Area) 47.0

열린 공간(Open Area) 93.0

소계 140.0

야외 보관소(Outdoor Storage) 8.0

합계 148.0

  주: *공용 및 기타 공간 면적(일반적으로 전체 순면적의 약 20~30%)은 제외된 면적임.
자료: City of Richmond(2019.12.), 전게서, p.50의 Table A-10: Indoor Space와 Table A-11: Outdoor 

Space를 재인용함.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실내 주요 활동 공간은 영유아 1인당 최소 3.7㎡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실외 활동 공간은 영유아 1인당 최소 7㎡ 이상, 실외의 

총 공간은 영유아 1인당 10㎡ 이상을 충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분
면적
(㎡)

열린 공간(Open Area) 116.7
소계 175.0

야외 보관소(Outdoor Storage) 9.3
합계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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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건물 장비, 모니터링 및 통합 요구 사항, 디지털 건물 제어 및 에너지 

모니터링 지침, 조명 지침, 출입구 인터콤 및 비디오 시스템 사양, 화재 경보 시스

템 사양, 쓰레기 처리시설 사양, 옥상 놀이터 설계 지침, 식재 조성 지침, 프로그램 

공간별 활동 영역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영국

영국 Building Handbook Section 2의 Nursery Schools(DENI, 2009)의 내

용 중 공간별 면적기준 및 설계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2-39>와 

같다.

<표 Ⅱ-2-39> 공간별 면적 및 설계 시 고려사항(영국, 북아일랜드)

구분 공간명 면적(㎡) 고려사항

실내

출입구/보관장소 20㎡
․주출입구는 각 교실, 직원실, 청소보관소, 사무실, 성
인 화장실에 직접적인 접근 가능
․로비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으로 조성

교실
(조용한 방 포함)

65㎡(8㎡)
․유아당 2.5㎡이상 최소 65㎡/실 이상
․교실은 조용한 방(8㎡) 포함

실내창고 7~8㎡ ․각 교실에 7~8㎡ 정도 설치

유아용 화장실 12~16㎡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
․각 교실에서 직접적인 접근 가능하며, 외벽에 면해 
위치

청소용품 보관소 4㎡
․현관의 가려진 영역으로부터 접근 가능
․모든 청소도구와 재료 보관할 수 있는 면적
․선반, 큰 개수대, 솔 받침대, 대걸래 건조대 등 설치

다용도실/주방 8㎡ ․직원실을 통해 접근 가능한 외벽에 면해 위치

교사실과 화장실 시설 15㎡
․주 출입구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직원용 화
장실로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

사무실 8~10㎡ ․더블 유닛 학교에만 해당

실외창고 10㎡

기기실

실외

옥외 놀이공간
(Hard play area)

싱글 250㎡(100㎡)
더블 500㎡(200㎡)

․옥외 놀이공간 면적에 Hard play 공간 포함

지붕 덮인 놀이영역
싱글 25㎡ 이상
더블 38㎡ 이상

모래밭 12㎡
․Hard play 공간 가장자리에 배치
․가장자리는 약 300mm 높이의 경계 조성

자료: Building Handbook의 Section 2. Nursery Schools(DENI, 2009)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한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p.57~58의 <표 Ⅱ-26>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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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치원(Nursery School)의 스페이스 프

로그램 예시를 통해 각 단위공간별 영유아 1인당 면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2-40> 영국 북아일랜드 Nursery School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예시

공간명

싱글 유닛(26명) 더블 유닛(52명)

개수
면적
(㎡)

영유아 1인당 
면적(㎡)

개수
면적
(㎡)

영유아 1인당
면적(㎡)

교실(조용한 방 8㎡ 포함) 1 65 2.50 2 130 2.50 

실내창고 1 7~8 0.27~0.31 2 14~16 0.31 

직원실 1 15 0.58 1 15 0.29 

다용도실/주방 1 8 0.31 1 8 0.15 

유아 화장실 1 16 0.62 2 24~30 0.46~0.58

직원 화장실
1 4.4 0.58

1 2 0.04 

장애인 및 방문객 화장실 1 3 0.06 

출입구/소지품 보관장소 1 20 0.77 1 20 0.38 

청소용품 보관장소 1 4 0.15 1 4 0.08 

실외 창고 1 10 0.38 1 10 0.19 

설비를 위한 서비스 공간 1 5 0.19 1 5 0.10 

사무실 - - - 1 8~10 0.15~0.19

최대 실내공간 면적 165 6.34 275 5.29

자료: Building Handbook의 Section 2. Nursery Schools(DENI, 2009)의 부록 1, 2의 내용을 번역하여 표로 재
구성한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p.58~59의 <표 Ⅱ-27>을 재인용함.

라) 종합 및 시사점

기존 문헌과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본 해외 시설 기준관련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국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시설 면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설계 시 권장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면적 제시가 부분이었다. 이는 아마도 영유아 관련 

기관별 고유한 특성과 운영방식, 운영 프로그램, 기관 구성원의 특성 등 다양한 변

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 GSA, 2003)에는 영역별 필

요한 공간의 종류를 나열하되,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필요 공간의 설치 유무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74명 기준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예시로 제시하여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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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면적과 개략적인 영유아 1인당 면적을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단위교실의 크기(영유아 1인당 면적)를 Infant(12개월 미만)의 경

우 75.6㎡(9.45㎡), Younger Toddler(1~2세미만)의 경우 88.0㎡(7.3㎡), Older 

Toddler(2~3세미만)의 경우 99.0㎡(7.0㎡), Pre-School(3~6세 미만)의 경우 

145.5㎡(7.28㎡) 등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Child Care 

Centers(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2006)에서는 영

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단위교실의 크기를 Infant(18개월 미만)의 경우 72.0㎡

(7.2㎡), Toddler(18~30개월)의 경우 67.812㎡(4.521㎡), Pre-School(31~만5

세)의 경우 132.15㎡(4.405㎡) 등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미국의 사례보다

는 상 적으로 다소 낮은 면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캐나다 리치몬드시의 경우에는 영유아관련 시설 면적 기준을 공통으로 적

용되는 공용 및 기타 공간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면적 기준을 가이드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면적 기준으로 실내 주요 활

동 공간의 경우에는 영유아 1인당 최소 3.7㎡ 이상, 실외 놀이 활동 공간의 경우는 

영유아 1인당 최소 7.0㎡ 이상(단, 실외의 전체 공간은 영유아 1인당 최소 10.0㎡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DENI, 2009)에는 실내/외 공간별 면적 기준 및 설계 시 고

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 북아일랜드 유치원(Nursery School)의 스

페이스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단위 교실의 경우 싱글(26명)의 경우 65.0㎡인 반

면에, 더블(52명)의 경우 130.0㎡임에 따라 영유아 1인당 2.5㎡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캐나다, 영국의 단위교실의 크기만을 비

교해 보았을 때, 미국, 캐나다, 영국 순으로 미국이 상 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 해외 영유아교육기관 공간 조성의 특징

앞서 살펴본 해외 시설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된 영유아교육기관 공

간 조성 시 고려사항 이외에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간 조성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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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12)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7년 유치원 교육 요령의 개정 및 사회의 변화 등에 응

하기 위해 2018년 3월 유치원 시설 정비 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후 개정된 

지침 내용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해설 사례집을 개발하기 위해 “유치

원 사례집 작업부회(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

業部会)”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이르러 “앞으로의 유치원 시설(これ

からの幼稚園施設)”이라는 사례집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시설 정비 

지침 개정의 기본 방침과 사례집에 제시된 앞으로의 유치원 시설 정비에 있어 중요

한 7가지 사항에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 시설 정비 지침 개정의 기본 방침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연이나 사람, 물건과의 만남 속에서 놀이를 통해 유연한 지도를 전개

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정비, 둘째,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풍부한 시설 

및 환경의 확보, 셋째, 지역과의 협력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시설로의 

정비이다. 

그리고 유치원 시설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7가지 사항은 크게 3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유아교육의 장소에 어울리는 풍부한 환경을 

만들기이며, 이를 위해 첫째, 유아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전개

되는 실내 환경 정비 변화가 풍부하고, 놀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건물과 주변 

환경 모두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둘째, 자연과의 접촉이나 몸을 

사용한 놀이가 가능하며, 자연을 느끼고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옥외 또는 

반옥외(半屋外) 공간 조성, 셋째, 장애가 있는 유아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

를 위한 시설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유아 교육 담당자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가정이나 지역과의 협력, 협동을 촉구하는 환경 만들기로서 넷째, 교직원

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정비로 예를 들면, 교직원의 교류나 휴식의 장소로

서 직원실과 연수, 연구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조성, 다섯째, 가정이나 지역 등과의 

협력, 협동을 촉진하는 시설 정비로 지역 내 유아기 교육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과 

12)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의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앞으로의 유치원 시설)이라는 해설 사례집을 구글번역기(https://translate.google.co.kr/?hl=ko&sl=e
n&tl=ko&op=docs)를 통해 번역된 내용을 토 로 필요한 부분(p.1.)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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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계획과 보호자나 교직원간의 교류를 촉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는 그 외의 시설

적 배려이며, 이를 위해 여섯째,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촉

진할 수 있는 시설 정비로 “놀이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환경” 조성과 일곱째, 시 적 상황에 맞추어 교육 활동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시설 계획과 현장의 의견과 요구 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 

조성 등 총 3영역에 7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나) 캐나다13)

앞서 살펴본 캐나다 리치몬드시(Richmond, BC)의 보유시설 설계 지침(Child 

Care Design Guidelines, 2019.12.)의 내용에는 새로운 보육시설로서의 필요 

공간과 공간별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구(Entry)이다. 특히, 주 현관은 보육시설의 얼굴로서 따뜻하고, 환영

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둘째, 개인사물함 공간(Cubby Area)이다. 출입구 및 야외 놀이 공간에 접근 가

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가방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놀이 활동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활동실(Activity Room)이다. 일반적으로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가장 큰 공간으로서 주변에 다양한 지

원 공간을 배치한다.

넷째, 근육 활동과 낮잠 공간(Gross Motor and Nap Room)이다. 종일 프로

그램의 경우 주정부 규정(CCFL; Community Care Facility Licensing)에서 요

구하는 낮잠 공간이 필요하며, 낮잠 공간은 집단 보육 프로그램의 종합 운동 및 

놀이 활동에도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하며,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과는 이격하여 배치한다.

13) 캐나다 City of Richmond(2019.12.)의 Child Care Design Guidelines(보육시설 설계 지침)을 구글번
역기(https://translate.google.co.kr/?hl=ko&sl=en&tl=ko&op=docs)를 통해 번역된 내용을 토 로 
필요한 부분(p.14의 Table 3: Space Requirements for a Licensed Child Care Program)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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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용한 방(Quiet Room)이다. 조용한 방은 교직원 1명과 소규모 영유

아 집단이 참여하는 조용한 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문이 설치된 실(Room) 또는 공

간으로 설계한다.

여섯째, 주방(Kitchen)이다. 활동실과 개방적으로 연결하며, 간식과 점심을 준

비하고 정리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일곱째,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공간(Child Care Support 

Spaces)이다. 세부 공간의 종류로는 ① 각종 수납공간(Storage spaces: active 

storage, semi-active storage, storage rooms, sleeping mat/cot storage, 

stroller storage, emergency equipment storage), ② 영유아 화장실

(Children’s washrooms), ③ 장애인과 직원 화장실(Accessible washroom 

and staff washroom), ④ 행정실(Administrative office), ⑤ 직원 휴게실(Staff 

break room), ⑥ 학부모실(Parents room), ⑦ 세탁실(Laundry room/space), 

⑧ 관리실(Janitor’s room), ⑨ 쓰레기 및 재활용실(Garbage and recycling 

room), ⑩ 각종 서비스 공간(Service rooms: mechanical, electrical and 

IT/data room or closet)을 설계한다.

다) 유럽 CEB14)

CEB(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는 유아교육 센터의 설계 및 건

설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유아교육을 위한 건축 

설계지침(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AND PLAYGROUNDS)을 개발하였다. 지침 내용 중 기

본적인 설계원칙 8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롯 구성(Plot Organization Principle)으로 배치한다. 플롯의 모양과 

그 주변은 건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분의 경우 건물을 지 중앙에 배치하

기보다는 지의 가장자리에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옥외 놀이공간을 최 한

으로 활용하는 등 사용 가능한 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14) CEB(2017. 10.)의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
ON CENTERS AND PLAYGROUNDS를 구글번역기(https://translate.google.co.kr/?hl=ko&sl=en
&tl=ko&op=docs)를 통해 번역된 내용을 토 로 필요한 부분(pp.3~7)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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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13] 건물 배치 계획(Building positioning scheme)

자료: CEB(2017)의 전게서, p.3의 Picture1을 재인용함.

둘째, 공간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건설(Construction Principles That 

Allow Free Space Distribution)한다. 다양한 구조체(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철

골조 등)를 사용하여 커다란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 사용자

의 요구 등에 의해 세부 구체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

셋째,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입면/창문(Façade/Windows Design Principle)으

로 계획한다. 특히, 창문은 유아들이 주변 환경(자연, 놀이터 등)과 시각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또한 창문에 난간 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벤치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평면일지라도 다양한 창문의 크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념(Sustainable Energy Concept Principle)을 적

용한다. 유치원의 경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료와 요소를 적용한

다. 특히 고단열재, 고품질의 창호, 히트펌프, 태양에너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건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지속가능한 기술 요소는 특히 영유아들에게 재활

용, 태양에너지의 원리, 자원 절약 등과 같은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교육적 효과까

지 거둘 수 있다.

다섯째, 능동적인 학습 환경(Principles of an Active Learning Environment)

조성이다. 특히, 상호작용이 가능한 칠판과 좌석 등이 설치된 건물 또는 공간은 영

유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여섯째, 장애 아동의 접근성(Principle of Accessibilit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가구 및 장비와 문 사이의 거리, 휠체

어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 소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으로 설계한다. 

일곱째, 콤팩트한 화장실(Compact Toilet Principle)계획이다. 화장실 등 위생

시설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교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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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공간에서 놀이공간으로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뿐만 아니라,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최소한의 재료를 선택(Minimal Material Selection Principle)하도록 

설계한다. 건축가가 동일한 재료 내에서도 색상을 달리하거나, 모양을 달리하여 디

자인 할 경우 적은 재료로도 합리적인 건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레고 재단(2017)15)에서는 놀이를 통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5가지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즉 유아들의 놀이 활동은 ① 즐거운(Joyful)것으로 경험될 

때, ② 자신이 하는 일이나 배우는 일에서 의미(Meaningful)를 찾도록 도와줄 때, 

③ 능동적으로 몰입(Actively Engaging)하고, 마음에 생각을 포함할 때, ④ 반복

(Iterative)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⑤ 사회적 상호작용(Socially Interactive)이 일

어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Ⅱ-2-14] 유아들의 놀이 체험 특징(좌)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술(우)

자료 : The Lego Foundation(2017.6.), What we mean by : Learning through play, p.13과 p19의 그림을 
인용함.

아울러,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5가지 기술(skills)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① 자기 인식을 구축하고 충동을 처리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동기와 자신감

을 유지함으로써 감정을 이해, 관리, 표현하는 감정 기술(Emotional skills), ② 복

잡한 작업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하여 집중력, 

15) The Lego Foundation(2017.6.), What we mean by : Learning through play의 일부 내용(pp.12~1
9)만 요약하여 정리함.(자료:https://www.legofoundation.com/media/1062/learningthroughplay
_leaflet_june2017.pdf,검색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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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및 유연한 사고의 인지 능력(Cognitive skills), ③ 신체 활동과 감각 운동 

기술을 연습하여 움직임과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 이해를 개발하여 활동적이고 건

강한 신체를 양육할 수 있는 신체 능력(Physical skills), ④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규칙을 협상하고, 공감을 구축함으로써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⑤ 연상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상징화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표현하고 현실로 변형시킬 수 있는 창의적 기술(Creative skills)이다. 이

렇듯 놀이를 통한 학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5가지 특징과 유아 발달에 필요한 5가지 

기술을 고려한 공간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 종합 및 시사점

해외 영유아 공간의 조성 특징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본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간 설계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큰 방향과 세부적인 공간별 또

는 영역별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조성의 기본이 되는 큰 방향에 해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일본의 경우(유치원 시설 정비 지침 개정, 2018)에서 ① 자연이나 사람, 물건과의 

만남 속에서 놀이를 통해 유연한 지도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정비, ② 건강

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풍부한 시설 및 환경의 확보, ③ 지역과의 협력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시설로의 정비 등 3가지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

었다. 그리고 3가지의 기본 방침에 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① 유아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실내 환경 정비 변화가 풍부하고, 놀

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건물과 주변 환경 모두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자연과의 접촉이나 몸을 사용한 놀이가 가능하며, 자연을 느끼고 스

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옥외 또는 반옥외(半屋外) 공간 조성, ③ 장애가 있는 

유아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를 위한 시설 정비, ④ 교직원의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시설 정비, ⑤ 가정이나 지역 등과의 협력, 협동을 촉진하는 시설 정비로 

지역 내 유아기 교육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계획과 보호자나 교직원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 조성, ⑥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 정비로 “놀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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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환경” 조성, ⑦ 시 적 상황에 맞추어 

교육 활동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시설 계획과 현장의 의견과 요구 등

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 조성 등 총 7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 리치몬드시의 경우(Child Care Design Guidelines, 2019)에

는 새로운 보육시설에 필요한 공간으로 출입구, 개인사물함 공간, 활동실, 근육 

활동과 낮잠 공간, 조용한 방, 주방,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공간으

로 ① 각종 수납공간(Storage spaces: active storage, semi-active storage, 

storage rooms, sleeping mat/cot storage, stroller storage, emergency 

equipment storage), ② 영유아 화장실, ③ 장애인과 직원 화장실, ④ 행정실, ⑤ 

직원 휴게실, ⑥ 학부모실, ⑦ 세탁실, ⑧ 관리실, ⑨ 쓰레기 및 재활용실, ⑩ 각종 

서비스 공간(Service rooms: mechanical, electrical and IT/data room or 

closet)별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CEB의 경우(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AND PLAYGROUNDS, 2017)에는 영

유아 교육기관을 설계할 경우 기본적인 원칙으로 ① 플롯 구성에 의한 배치, ② 자

유로운 공간조성이 가능한 건설, ③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입면/창문계획, ④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념 적용, ⑤ 능동적인 학습 환경조성, ⑥ 장애 아동의 편리한 접근

성, ⑦ 콤팩트한 화장실 계획, ⑧ 최소한의 재료를 선택이 가능한 설계 등 통 8가지

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림 Ⅱ-2-15]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조성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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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국가별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 조성의 방향은 세부적으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미래 환경에 응하기 위한 유

치원, 어린이집의 공간조성 기본 방향으로 첫째, 창의력을 향상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조성과 유희적인 공간 혁신, 둘째, 생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 셋째,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공간의 유연성과 가변성 확보, 넷째, 충

분한 실내, 외 공간의 종류와 규모 확보, 다섯째, 열린 개념의 개방적인 공간 조성, 

여섯째, 무장애의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일곱째, 친환경적 재료 사용과 시

공 등 7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01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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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대응 공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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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환경대응 공간혁신

1. 국내 

가. 유치원 사례

1) 경기 경의 유치원 

가) 운영 개요

경의초등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곳

이며, 학생 수는 감소세인 곳이다. 경의 유치원은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아침돌봄과 

특수학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7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이 72명이다. 

만 3세반 2학급, 만 4세반 2학급, 만 5세반 2학급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은 

1학급이 있다. 교사는 8명으로 정교사 1급이 정교사 2급 보다 조금 더 많으며, 특

수학급 정교사 1명이 있다. 2년 이상 4년 미만의 교사가 부분이며, 1년 이상 2

년 미만과 4년 이상 6년 미만의 교사는 12.5%정도이다. 전체 교사 당 아동 비율은 

약 10.3명이다. 

<표 Ⅲ-1-1> 경의 유치원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기관명 경의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설립일 2014년 03월 01일 운영시간 08:00~18:30

제공 
서비스

 아침 돌봄, 기본운영, 특수학습

기본
공간

 현관, 원장실, 행정실, 교실수(8개), 실내 놀이터, 화장실, 조리실 및 급식실, 강당,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
혼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 - - 2 2 2 - - 1 7

아동수 - - - 16 22 30 - - 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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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나) 시설 특성

경의 유치원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중 유치원 1호 유치원으로 병설에서 단설

로 전환한 유치원이다. 현재 새로 개축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참여형 

설계작업에 참여한 상태이다. 아직 건물을 개축된 상황은 아니었다. 경의초등학교

와 유치원 전반적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유치원

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림 Ⅲ-1-1] 유치원 전경(구건물)

건물 외관 바깥 놀이터

자료: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교사 현황

교사 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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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첫째, 참여했던 교사(행정직원 포함)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까

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4년 정도 가산점, 연구학교 수준 정도

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 이러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면적을 제 로 줘야 한다. 개축의 

면적으로만은 불가능하다. 교사동의 형태와 볼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새로

운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사전기획의 공간기획가와 설계의 마지

막단계인 우선협상자가 일치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1년동안 조율해 온 사용자참여 

설계안이 마지막 단계인 우선협상 과정에서 예산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처음부터 다

시 조율해야 상황으로 업무가 부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대구 인지 유치원(장애통합)

가) 운영 개요

구 인지 유치원은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특수학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12개 학

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이 72명이다. 만 3세반 2학급, 만4세반 2학급, 만 

5세반 2학급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은 6학급이 있다. 교사는 25명으로 정교

사 1급이 정교사2급 보다 더 많으며, 특수학교 정교사가 10명과 보건교사, 영양교

사가 각각 1명씩 있다. 전체교사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사 당 아동 비율은 약 2.9명이다. 

<표 Ⅲ-1-2> 대구 인지유치원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기관명 인지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설립일 2022년 03월 01일 운영시간 8:30~17:00

제공 서비스  기본운영, 특수학습

기본 공간
 현관, 원장실, 교무실, 행정실, 회의실, 교실(17개), 실외 놀이터, 조리실, 급식실, 양호실, 

화장실, 대기실,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
혼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 - - 2 2 2 - 0 6 12

아동수 - - - 9 19 21 - 0 2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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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나) 시설 특성

구인지유치원은 구 최초 유치원 내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을 조성하고, 

유아의 발달 및 특성에 적합한 놀이와 체험중심 교육환경(맘껏놀이실, 블록놀이실, 

독서테라스, 미술실, 요리실, 음악실 도서실 등)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운동장, 모래놀이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림 Ⅲ-1-2] 유치원 전경

유치원 외부 외부놀이터와 연결된 개방형 도어

자료: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교사 현황

교사 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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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유치원 내부

옥상놀이터와 연결된 개방형 도서관 심리안정실

디지털을 활용한 맘껏 놀이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계단 난간

자료: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다) 시사점

완전통합교육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  1로 편성하고 통합교실(일반교실 2

배 크기)에서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담임을 맡아 협력 교수를 실시함으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상유아가 함께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건물 내 중앙 놀이터, 외부놀이터와 연결된 개방형 건축, 옥상놀이터와 연결된 도서

관 등, 전반적으로 개방, 연계, 놀이성을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김해 율하 유치원

가) 운영 개요

김해 율하 유치원은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이 170명이다. 만 3세반 

2학급, 만4세반 2학급, 만 5세반 4학급이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19명으로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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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 정교사 2급 보다 더 많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교사가 부분이며, 1년 

미만 교사는 25% 정도이다. 전체 교사 당 아동 비율은 약 8.9명이다. 

<표 Ⅲ-1-3> 김해 율하유치원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기관명 김해 율하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설립일 2020년 09월 01일 운영시간 7:30~19:00

제공 
서비스

 아침돌봄, 기본운영, 저녁돌봄, 온종일 돌봄

기본공간  현관, 교실(11개), 원장실, 교무실, 행정지원실, 강당, 인근 놀이터 ,화장실, 양호실, 조리실, 급식실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
혼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 - - 2 2 4 - 0 0 8

아동수 - - - 32 42 96 - 0 0 170

교사 현황

교사 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나) 시설 특성

매입형 유치원으로 개원 후 부족한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하여 유휴 옥상 공간에 

유아의 꿈을 펼치는 창의 공간인 모듈형 교실(만들기 교실)과 근육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실내 창의 놀이 공간(창의 블럭실)과 요리 활동 공간(요리 활동실)을 조

성하여 유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유아의 꿈 UP! 끼 UP! 놀이 중심교육

과정 운영의 기반 여건을 조성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Ⅲ. 미래환경대응 공간혁신

189

[그림 Ⅲ-1-4] 유치원 전경

자료: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임.

다) 시사점

(1) 탄소중립

 

자료: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임.

탄소중립유치원으로 지정되어 탄소중립 사업을 충실하게 시행해나가고 있으며 

공간혁신사업도 진행하여 유아 주도의 놀이 중심 활동 워크숍을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과정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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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혁신: 율이와 하이의 꿈과 생각을 모으는 유아 주도의 사용자 참여 설계

유아 상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사전 활동(2021. 3.~4.)  - 

사용자 참여 설계과정 전 유아의 놀이 공간 구성에 한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만 5세 유아(2학급) 48명을 상으로 유치원 공간에 한 탐색하기, 옥상 공간 둘

러보기, 다양한 공간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공간 탐색하기  공간 브레인스토밍 

자료: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임.

사립유치원에서 전환된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부족한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놀이 공간을 확충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소통

과 협의를 통한 공간 조성으로 교육 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유아 주도의 놀이·활동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실외 모듈형 교실, 실외 근육 활동 공간, 교육과정과 연계

한 실내 놀이·활동 공간 조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내실화로 학부모와 유아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하늘꿈터

만들기 교실 짚라인 오름대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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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놀이대 바닥놀이 유아 주도 놀이공간 무대 

자료: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임.

＊창의 블럭실 및 요리 활동실 

창의 블럭실 요리활동실 

자료: 유치원에서 제공한 자료임.

나. 어린이집 사례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반곡 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

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설치하게 되었으며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지상 

1층에 설치되었다. 숲을 모티브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창의

적인 공간으로 건축되어 양질의 보육시설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1) 세종시 반곡 어린이집16)

<표 Ⅲ-1-4> 어린이집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16) 어린이집 사례는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임.

기관명 세종시 B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설립일 2021. 12. 27 운영시간 7:30~19:30

제공 
서비스

일반

기본
공간

현관, 보육실 6, 유희실, 복도, 영아 화장실, 유아 화장실 3, 식당/다목적실, 조리실, 
성인화장실, 세탁실, 원장실. 양호실, 교사실, 교재교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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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가) 운영 개요

반곡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일반서비스를 제공하며 9개 반으로 구성

되어 현원 97명이다. 영아반은 1세와 2세로 구성되어 있고 유아반은 3세에서 5세

까지 유아반 인원이 더 많다. 교사는 15명으로 1급과 2급이 많고 1년 미만의 교사 

비율이 높다. 전체 교사당 아동 비율은 약 6.5명이다. 

나) 시설 특성

본 어린이집 설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공모 당시 디자인 컨셉은 연령별 

행동발달 특성 및 아동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건강, 안락성, 안전성, 편리성, 융통

성을 고려한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자연스러운 학습을 돕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디자인 방향은 ‘하나 꿈토리 숲’으로 숲을 디자인 모티브로 

꿈트리숲 유희실과 오솔길 복도, 오두막 코지 공간 등의 흥미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혼
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 2 2 3 1 1 - - - 9

아동수 - 10 14 37 20 16 - - - 97

교사 현황

교사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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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어린이집 평면도

평면도 초기 계획 수정 평면도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먼저 어린이집 평면도를 보면 초기의 계획에서 현관 확장 후 중문을 설치하고 

출입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장실도 이동 후 시창을 설치하였다. 또한 사선 벽제를 

철거 후 실을 재구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실내 공기 중 노출을 최소화하였

다. 보육실 내 준비실 철거 후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보육실 4, 5 사이에 벽 철거 

후 무빙월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유아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배치

하고 노출형 미닫이 도어는 매립형 미닫이로 교체하였다. 외부놀이터 모래 놀이장 

펜스 및 덮개를 설치하고 입구 데크 바닥을 조성하였다. 주 출입구는 우드와 부드러

운 곡성을 사용하고 따듯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계획하였고 감염병 예방과 소독을 위

한 에어샤워와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 를 설치하였다. 

[그림 Ⅲ-1-6] 어린이집 입구

평면도의 입구 개원 시 입구

 입구에 스마트시스템 탑재 에어샤워로 유해물질 제거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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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어린이집 유희실

평면도의 유희실 위치 유희실의 모습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천정 동굴 코지 공간과 도서 코너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숲을 모티브로 한 유희실은 나무를 형상화한 플레이 하우스와 나뭇잎과 열매

를 형상화한 원형 등기구와 광섬유조명을 활용해서 별자리를 볼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자유로운 자세로 책을 읽으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도서 

코너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모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점프를 설

치하였다.

긴 복도를 이용 하여 아이들의 옷과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커비장을 아동 수에 

맞데 배치하고 남은 공간에는 게시판과 코지코너를 설치하였다. 또한 수경재배에 

특화된 모듈 설계로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건강한 채소를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천연이끼와 스마트 팜을 활용하여 숲을 표현하였다. 다른 쪽 복도에는 코끼

리를 형상화한 이미지 시트를 디자인하고 하부에는 벽 부착 놀이를 설치하여 감각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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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어린이집 복도

평면도의 복도 복도 1

복도 1의 스마트팜 복도 2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그 외 공간으로는 아이들의 배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배식 를 설치하고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아뜰리에, 요리교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자 교사들이 보육계획과 행사 준비 등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으로서 교사실을 확보하였다. 

[그림 Ⅲ-1-9] 어린이집 식당/다목적실 등과 교사실

식당 및 다목적실 교사실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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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세종시 반곡 어린이집은 하나금융지주의 지원에 의해 세종시 커뮤니티 센터 내

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개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언론에 보도도 되

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더 주목을 받았던 어린이집이다. 기

존 건축물의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어린이집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후된 어린이집에 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부(2021a)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주요 이슈인 공간혁신과 스마트교실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의 모델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건강과 안전에 한 염려가 많아졌는데, 입구에 에

어 샤워를 제공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살균 소독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면

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들에게도 주요한 설비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구에 세면 를 배치한 것도 시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숲을 테마로 하여 복도를 오솔길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스마트 팜

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복도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는 점은 영유아에게 오감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과 놀이

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자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유희실에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광섬유의 설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의 배치, 자발적인 독서의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 등은 유연하

고 다양한 학습과 연계하는 좋은 공간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행

복한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도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한 것도 현장의 욕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본다.  

2) 서울 성북구 달빛 하나 어린이집17)

서울 강북구 달빛 하나 어린이집은 성북구 공원 교양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이전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 모델이다. 지는 인근 도로에 접하고 경

17) 어린이집 사례는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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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땅으로 단열과 방수 등에 한 검토를 거친 후 주 출입층인 지상 1층 접근로

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평탄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특히 D 어린이집

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차 이

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가) 운영 개요

달빛 하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장애통합과 야간연장 서비스를 제공

하며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67명이다. 영아반은 0세, 1세와 2세로 구성

되어 있고 유아반은 3세만 있어 영아반 인원이 더 많다. 그러나 유아혼합반이 있고 

특수 장애반이 2개 반이 있다. 교사는 10명으로 1급과 2급이 많고 1년 미만과 2년 

미만의 교사가 부분이고 6년 이상 교사가 20% 정도이다. 전체 교사 당 아동 비

율은 약 14.5명이다. 그런데 장애아 아동을 생각할 때 실질적 교사  아동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1-5> 어린이집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기관명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설립일 1982. 12. 31 운영시간 7:30~19:30

제공 
서비스

 장애통합, 야간 연장

기본
공간

 현관, 원장실, 보육실 6(유희실 포함), 유희홀 2, 세탁실, 교사/교재교구실, 복도, 장애인 
화장실(남, 녀), 영아 화장실, 유아 화장실, 조리실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혼
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1 2 2 1 - - - 1 2 9

아동수 3 10 14 14 - - - 20 6 67

교사 
현황

교사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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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특성

기존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 턱을 낮추고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경계석은 높이 차이 없이 평탄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입구의 경사로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그림 Ⅲ-1-10] 어린이집 평면도

1층 2층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평면도를 보면, 1층 입구 가까이에 원장실을 배치하고 맞은 편에 조리실을 배치

하였고 그 안으로 유희홀과 부모 기실을 배치하였다. 입구 가까이에 0세 영아반, 

그 안쪽으로 1세반과 2세반을 배치하였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배치

하였다. 그리고 1세반과 2세반의 영아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층에는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 끝에 교사실을 배치하고 교재교구실로 함

께 사용하도록 하였고 테라스를 끼고 4-5세 보육실 겸 유희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오른쪽에는 3세반과 4-5세반을 배치하였고 각각 화장실도 별도로 배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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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1] 어린이집 출입구

장애인도 사용가능한 출입구 출입구의 전경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한편 출입구는 어린이집 지 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 현관까지의 경사로 발생 

및 단차가 없도록 하였고 통과 유효폭(문을 열었을 때의 안목치수)을 0.8m 이상으

로 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문을 설치하였다.

[그림 Ⅲ-1-12] 유희실

평면도에서 유희실 1층 유희실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어린이집 유희홀은 강마루를 사용하였고 ‘어린이집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관

리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였다. 1층 유희실은 부모 기 공간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거나 하원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유희실은 

테라스와 보육실 사이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이동 시나 넓은 공간에 나오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4~5세반의 보육실은 접이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연령별 활동 시에는 보육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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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과 복도를 설치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단은 1.2m 이상으로 하고 디딤판과 챌면

을 균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계단의 양복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복도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그림 Ⅲ-1-13] 어린이집의 내부

유희홀 4~5세반 보육실

2층 복도 계단

자료: 하나금융지주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설계사무소의 허락하에 제공
된 자료임.

다) 시사점

성북구의 달빛 하나 어린이집은 1982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리모델

링한 경우로 향후 노후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등 공간혁신 관련하여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서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장애인용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고 장애아들이 이용하

는 화장실에 한 배려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기둥, 창호 등 

설계 마감과 재료 등에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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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의 도로에 접한 입구의 경사로를 정비하여 높이 차이 없이 평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왕복할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하여 도로를 

넓혔다. 그리고 출입구 가까이에 부모 기실과 유희실을 함께 배치하여 부모와 영

유아가 어린이집에 들어오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위해 구획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런 공간의 연계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실의 경우도 혼합반을 실시할 경우를 생각하여 중간에 

접이문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도와 계단 등도 

장애아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규격을 맞추어 설치하였고 화장실은 남녀 장애아를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

로 공간의 경계가 없고 매우 유연한 디자인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린이집도 장애아, 비장애아, 성인과 어린 아동이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설계되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양 꽃가람 발도르프 어린이집

가) 운영 개요

안양 꽃가람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협동어린이집으로 일반서비스를 제공하며 4

개반으로 구성 되어 있고, 현원은 18명이다. 영아반은 만2세(1학급)이 있으며, 유

아반은 만 5세반(1학급)이 있으나 현재 단일 학급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유아 

혼합반(3~5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교사는 4명으로 1급과 2급의 비율이 같으

며, 근속연수 역시 1년 미만과 4년 이상  6년 미만의 비율이 같다. 전체 교사 당 

아동의 비율은 약 4.5명이다. 

<표 Ⅲ-1-6> 꽃가람 발도르프 어린이집 기본 운영 현황 및 특성

기관명 꽃가람 발도르프 어린이집 설립유형 협동

설립일 2017년 09월 01일 운영시간 7:30~19:30

제공 서비스  일반

기본공간 보육실 3개(유희실 포함), 화장실, 조리실, 양호실, 사무실 목공실 등

학급 및 
영유아수

(명)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아 
혼합

유아
혼합

특수/
장애

총계

반수 0 0 1 0 0 1 1 1 0 4

아동수 0 0 4 0 0 0 0 14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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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어린이집 조회.(2022. 10. 20. 인출). 

나) 시설 특성

본 어린이집 설계는 스위스 발도르프 시설 설계자가 맡았고, 어린이집의 모든 

디자인에 발도르프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디자인 방향은 온전한 인간으

로의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관 출입구 유리와 손잡이 모두 

유아의 특성과 철학을 반영하여 고안되었다. 창문의 설계도 유아가 계단을 내려가

고 올라갈 때의 시선과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그림 Ⅲ-1-14] 어린이집 외부 전경

자료: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교사 현황

교사 대 유아비율 교사 자격 현 기관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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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5] 어린이집 내부

자료: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다) 시사점

발도르프의 인지학을 반영한 공간으로, 인간에 한 앎(지혜)(Anthro + 

Philosophy, Sophia)을 반영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면담내용 반

영). 인간 내면, 정신-영혼적인 인간의 부분을 인식 안으로 포함하도록 교육하고, 

디지털이나 그림책 등이 없고, 오감을 촉진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되

어 있다. 

2. 국외18)

본 절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에서 정리한 영유아교육기관 관련 해외시설 기준 및 

공간의 특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에 해 살펴본 후, 추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근의 시설 기준 및 공간의 특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8) 조진일 외(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해외사례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사례만 일부 발췌하여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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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는 먼저 기존 문헌에서 조사한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근에 지어진 사례 중 연구진이 건축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고 판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시설환

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다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르웨이: 스퉤페리엣 바네하게(Støperiet Barnehageenhet)19) 

오슬로 동부 중심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2012년 벽돌 공장을 개조하여 외벽은 

공장 그 로의 모습으로 보존하며, 실내 공간만 유치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였

다. 리모델링할 당시 오슬로 시로부터 가급적 문화를 중시하는 유치원으로 조성하

라는 권유에 따라 음악, 미술, 드라마, 공예 등 문화 활동 중심의 실내 공간20)을 

조성하고 있다. 2년간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원장, 교사 등이 설계, 공사과정에 직

접 참여했기 때문에 건물 사용에 있어 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가) 운영 개요

스퉤페리엣 바네하게(Støperiet Barnehageenhet)는 영아(만 1~3세)와 유아

(만 3~5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및 오슬로시의 

지침에 따라 놀이를 통한 학습과 웰빙, 안전, 협력과 참여, 바깥놀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호기심과 학습의욕 자극, 다양한 활동 경험, 운동기능과 

신체발달, 건강과 건강한 식생활에 한 인식,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및 노르웨이

어의 기술, 성취감과 독립심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공간과 긴 하

게 연결되어 일상적인 놀이, 식당, 신체활동, 예술, 문화, 창의성, 언어 및 의사소통 

등을 활성화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최근 부모들이 영유아에 한 학습능

력을 강력하게 요구21)하고 있어, 매월 부모에게 유치원 활동 보고를 하고 있었다.

19)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p.145~147의 내용 및 사진을 재인용함.
20) 내부에 얀 크리스텐센(Jan Christensen)의 ‘Miramarmora' 작품이 있는 아트리움이 있음.
21) 부모들은 1차적으로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요구하며, 다양한 학습과 체험 등을 통해 학습능

력(learning)과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기 원한다고 함. 아울러 오슬로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치원 
비용을 달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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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특성

병렬형으로 연결된 5개동의 기존 벽돌 공장을 유치원 용도로 리모델링하면서 동

(棟)간 복도를 설치하여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이 차에 의한 복도 내 경사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영유아들은 이러한 복도 공간을 재미있어 한다고 하였다. 5개

의 건물이 연결되면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였는데, 개별적인 활동공간과 공동(집

단)의 놀이 및 활동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공존하도록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층별 공간구성은 1층의 경우 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회의실, 교직원 

락커룸 등 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시설과 만 1~3세를 위한 간이주방(kitchen)이 

딸린 2개의 다목적 보육실22), 인공 언덕, 신체활동실, 미술실, 5개의 홈룸(작은 

방), 드라마광장, 아트리움(쌓기놀이실 겸), 3개의 역할놀이 부스, 영아 락커룸, 유

모차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2층은 도서실, 교사실, 

간이주방이 딸린 교사휴게실 등 지원시설과 만 3~5세를 위한 간이주방(kitchen)

이 딸린 2개의 다목적 보육실, 인공 언덕, 미술실, 6개의 홈룸(작은 방), 레고(lego)

실, 공작실, 물놀이실, 유아 락커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층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과 일부 부분적으로 유리 바닥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호기심 

자극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2-1] 유치원 전경(좌), 역할놀이 부스 공간(우)

자료: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146에서 재인용함.

22) 만 1~3세 영아의 2개 반, 3개 반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식사(간식 포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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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도서실(좌), 실내 물놀이 공간(우)

  

자료: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147에서 재인용함.

[그림 Ⅲ-2-3] 옥외 놀이공간(좌), 평면도(우)

  

자료: 조진일 외(2014), 전게서, p.147에서 재인용함.

다) 시사점

스퉤페리엣 바네하게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비전 중 하나인 영유아들의 건강과 교육을 모두를 위해 일명 ‘밥상머리 교

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실마다 색상을 달리한 주방을 설치한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가능하도록 실내, 외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실내에서도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물놀이 교실을 조성한다. 셋째,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전이공간 내 바

닥재는 실내, 외를 진/출입하는 방향에 따라 맞춤형의 바닥재를 조성하여 쾌적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넷째, 옥외 놀이공간에는 가급적 친환경 소재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다섯째, 유모차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

모차 보관 장소에서도 수면할 수 있는 낮잠 장소로 겸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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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환경자연센터 유치원(Environmental Nature Center Preschool)23)

가) 운영 개요24)

환경자연센터 유치원은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변화하는 경험을 아동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 미션이다. 또한 최  75명 아동의 아이디어, 궁금증, 발견 및 조사 활동 

등 발달 놀이 기반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며 철학이다. 

아동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일상을 통해 자연과 자연 세계에 한 깊은 직관적 

이해를 습득하고 있다. 아울러 친구들과의 자연 속에서 몰입된 활동은 진정한 학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위한 야외 교실, 레지오 에 리아와 발도르프 방

식의 교육 접근은 환경자연센터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① 생후 6주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센터에서는 12개월 프

로그램으로 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 ② 18개월부터 

4세까지의 프리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반나절 운

영 프로그램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플러스데이 프로그램, 그리고 

종일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③ 4~5

세를 위한 과도기 유치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플러스데이 

프로그램과 종일 프로그램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등 연

령 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나) 시설 특성

LPA설계사무소(2019)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에 유아들에게 놀이와 탐

험을 위한 역동적인 실내, 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적 자연 센터 유치원(ENC

유치원)을 설계하였다. ENC유치원은 실내 및 실외 학습 환경을 자연스럽게 혼합

하여 유아들에게 자연 세계에 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공간을 설계하였

다. 실제 모든 공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교육자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협력하여 창

23) 자료: https://educationsnapshots.com/projects/18316/environmental-nature-center-presch
ool/(검색일 2022.6.18.)의 글과 사진을 인용함. 

24) 자료: https://encenter.org/nature-preschool/와 https://www.jccoc.org/pages/early-childhoo
d/?gclid=Cj0KC Qjwqc6aBhC4ARIsAN06NmMGwjVS2Ym4aHxMSqEsqEpkLz6iWMID_ra8pAp
pEEuvyQkLb9vF5qoaAtG-EALw_wcB, 그리고 https://www.aia.org/showcases/6280251-enviro
nmental-nature-center-and-preschool(이상 검색일 2022.10.22.)에서 일부 내용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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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협동 학습 및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교실은 지역 여건 상 해안 기후를 이용하기 위해 경사 지붕을 설치하여 산들바

람 등 자연적 통풍, 환기가 가능한 에너지 저감형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각 교실에

서는 건물 중정의 뜰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옥외 자연 환경 센터

와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교실은 개방적으로 조성하여 유연성을 확보하

되, 특히 움직일 수 있는 벽체 구성으로 실외 공간과의 직접적인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옥외에는 세쿼이아(park—Sequoia), 조슈아 트리(Joshua Tree), 요세미티

(Yosemite) 등 국립공원의 이름을 딴 세 개의 구역이 있으며, 이는 세발자전거 도

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바위, 통나무 및 나무 그루터기 등으로 야외 공간이 조성

되어 있고, 주방 옆의 유기농 정원은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뿐

만 아니라 학습공간도 조성되어져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너지 효율성과 물 절약에 있어서 LEED Platinum, 

net-zero 시설로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비 모양의 지붕은 교

실을 자연 채광에 개방하고,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105%를 제공하도

록 설계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단일 경사 지붕은 암석 분지를 통해 

생물 저습지를 형성하고, 여기서 부분의 물은 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정화, 

처리된다.

[그림 Ⅲ-2-4] 자연환기, 통풍이 가능한 교실 구조(좌), 교실과 교실간 개방적인 벽체 구조(우)

자료: https://educationsnapshots.com/projects/18316/environmental-nature-center-preschool/(검색일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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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교실과 중앙 뜰과의 연결성(좌), 옥외 자연 환경 센터(우)

  

자료: https://educationsnapshots.com/projects/18316/environmental-nature-center-preschool/(검색일 
2022.6.18.)

[그림 Ⅲ-2-6] 친환경적 옥외 놀이 공간(좌), 유기농 정원(텃밭)(우)

  

자료: https://educationsnapshots.com/projects/18316/environmental-nature-center-preschool/(검색일 
2022.6.18.)

다) 시사점

환경자연센터 유치원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의 LEED 플래티넘 건물인 만큼 특히, 영유

아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녹색건축물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둘째, 실내와 실외공간은 직접 연결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중간에 전이, 매개 공간 

등을 두어 최 한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셋째, 설계과정에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조경전문가, 인테리어전문가 등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 팀을 구성, 협력하여 디자인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적극 응하기 위해 유치원 남측 지붕에 태양광 패널

(32kW)을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설계 요소를 최 한 적용한다. 다섯째, 해안 기

후를 활용하여 자연환기 방식을 최 한 도입한 것처럼 유치원이 입지한 지리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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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일본: 인정 어린이집 사자나미의 숲(認定こども園さざなみの森)25)

가) 운영 개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소중히 하고, 교

사는 아이가 가진 힘을 믿고 기다리는 “계보동시(啐啄同時-そったくどうじ)”를 보

육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0세부터 5세 영

유아를 상으로 13학급의 총 272명을 수용하고 있다. 표준 보육시간은 오전 7시 

15분부터 저녁 7시 15분까지 총 12시간이며, 단축할 경우 오후 3시 15분까지 운

영하기도 한다. 특히 토요일의 경우도 표준 운영시간은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총 8시간 운영하고 있다.

나) 시설 특성

1979년에 아이들이 자라는 풍부한 환경을 찾아 6곳의 후보지에서 농가의 뒷산

에 있는 사토야마의 가장자리를 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아이들이 사계절마다 변

화하는 사토야마의 풍경을 보고 자라며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열중하고, 놀며 

배운 모습에서 사는 힘의 뿌리를 키우는 보육을 이미지화 하고자 하였다. 지 내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물 및 옥외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고저차가 있는 옥외 

정원의 경우 기존 나무 등을 이용한 놀이기구를 배치하여 자연 속에서 영유아들이 

다양한 놀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지 

내 고저차를 그 로 활용하여 흥미로운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직원실도 작업이나 협의 등을 위한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납공간과 주

방, 소파 등 복지, 휴게 공간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직원실에서도 이른 아침과 늦

은 저녁시간에 일시적인 보육공간(일명 “모두의 방(みんなの部屋)”)으로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25)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
設와 https:// www.city.higashihiroshima.lg.jp/soshiki/kodomomirai/2/7/1/6/2146.html(검색
일 2022.10.22.)의 내용 및 도면, 사진을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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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배치도 및 지상1층 평면도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3.

[그림 Ⅲ-2-8] 보육실과 옥외공간간의 직접적 연결(좌), 대지 경사를 활용한 실내 공간 조성(우)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4.

[그림 Ⅲ-2-9] 0~2세 전용 옥외 공간(좌), 육아지원동 내 부모를 위한 다목적 공간(우)

  

자료: (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4.
(우)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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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인정 어린이집 사자나미의 숲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무엇보다 지 내 자연 숲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이 마음껏 자연과의 교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옥외 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지 내 고저

차가 있을 경우 절/성토하지 않고, 자연 지형을 최 한 활용하여 옥외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을 유희적으로 조성한다. 셋째, 사무공간만을 위한 직원실이 아닌 

직원의 요구사항을 설계과정에 잘 반영하여 조성한다. 이는 특히 최근에 법적으로 

사전기획이 의무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

어 본다면, 유치원, 어린이집의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형 설계가 필요하다. 

4) 일본: 고후쿠 유치원(港北幼稚園)26)

가) 운영 개요

고후쿠 유치원은 크게 2가지의 교육방침을 두고 있다. 첫째는 생생하게 아동 자

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아동(일명 ‘살아있는 아이, 生き生きした子ど

も’)으로의 성장과, 둘째는 배려심이 많아지도록 아동들의 마음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동(일명 ‘배려 깊은 아이, 思いやりのある子ども’)으로의 성장이다. 아울러 

주요 보육/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보건, 안전을 배려하여 심신의 발달과 개인별 발

달 특성 돕기, 둘째, 정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감각, 전신을 충분히 사용한 즐겁게 

놀이하기, 셋째,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흥미, 관심, 호기심을 주

요하게 생각하여 적절한 자극과 함께 탐색, 모방 등을 통해 충분히 자기표현하기, 

넷째, 보호자와 협력하여 모든 아동들의 생활리듬을 존중하고, 가정적인 친숙함과 

편안한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 기르기, 다섯째, 동경이나 모방, 배려의 상이 되는 

다른 연령 의 아동과 관계 맺기, 여섯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다세 ,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생활 경험 쌓기 등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11시간 운영하고 있다.

26)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
設와 https:// www.kohoku-yochien.com/childcare(검색일 2022.10.22.)의 내용 및 도면, 사진을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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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특성

중정을 중심으로 유희동, 보육동이 배치되어 있고, 각 동간의 1층은 복도, 2층은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 목조 2층 건물이다. 중정을 중심으로 총 6개의 건물(기존

의 부모회동, 4개의 보육동, 유희동)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Ⅲ-2-10] 유희동과 연령대별 보육동,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옥외 테라스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8.

특히, 보육동에는 덴(Den)이나, 로프트(Loft), 캣워크(Catwalk) 등 다양한 소규

모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유희동에는 무  뒤 편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유리

문을 개방할 경우 중정과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적인 장소로 변모한다. 이러한 공

간적 요소는 옥외 테라스 및 테라스 하부의 회랑 공간과 함께 아동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여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반적인 건물의 외관은 테라

스, 외부 계단 등과 함께 입체적인 동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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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1] 실내 캣워크(좌 2개)와 보육실 내 다락 공간(우 2개)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p.8~9.

다) 시사점

고후쿠 유치원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에 여러 건물이 존재할 경우, 옥외 연결 복도나 테라스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사용자의 동선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실내에 덴(Den), 다락, 동굴, 캣워크

(Catwalk) 등 다양한 소규모 공간을 군데군데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도록 한다. 셋째, 가급적 실내 마감재는 목재 등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

다. 넷째, 중정을 중심으로 건물을 둘러 배치하여 실내 어디에서든 중정으로의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실내, 외 디자인을 가정(Home)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심신적으로 영유아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5) 일본: 인정 어린이집 하마 요 치엔(た認定こども園 はまようちえん)27)

가) 운영 개요

하마 요 치엔은 2015년 2개의 보육동을 증, 개축하여 유보 연계형 인정 어린이

집이 되었다. 어린이 집의 핵심 교육 이념은 “내가 된다, 내가 된다” 이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다움을 인정받아 진정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기초를 기르는 

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0세부터 5세의 영유아 총 206명을 

27)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
設와 https:// www.city.amagasaki.hyogo.jp/map/1000376/1030724/1030737.html와 https://h
oikucollection.jp/navi/2023 /search/detail.php?dtl=12009(검색일 모두 2022.10.22.)의 내용 및 
도면, 사진을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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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1시

간이며, 이른 아침에 추가비용을 받아 1시간(오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연장 운

영하기도 한다.

나) 시설 특성

하마 요 치엔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 가장 큰 개념은 자유성, 다양성, 개방성 

등 3가지이다. 첫째, 자유성은 아동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원에는 기성품의 형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크고 작

은 소재를 활용하여 아동 스스로가 놀이를 선택, 활동하도록 조성되어져 있다. 둘

째, 다양성은 다른 연령 의 아동들과 형성되는 학급 환경(0~2세, 3~5세) 조성을 

위해 보육실 간의 벽을 없애 공간을 통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셋째, 개방성은 동

산을 연다(園を開く)라는 개념으로 현관이나 교무실 등의 출입 구조를 개방적으로 

계획하거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 카페 설치 등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성을 

강조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Ⅲ-2-12] 배치도 및 지상 1층 평면도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
設, p.11.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216

[그림 Ⅲ-2-13] 신관동(좌 3개)과 중정 놀이 공간(중 2개), 커뮤니티 카페 및 0~2세 보육실(우 2개)

자료: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幼稚園事例集作業部会(2019.6.), これからの幼稚園施設, 
p.12.

다) 시사점

하마 요 치엔 어린이집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옥외 놀이공간에 획일적인 기성품의 형 놀이기구보다는 자연적 소재를 활용

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예, 북 

카페 등)을 조성한다. 셋째, 유아를 위한 보육실/교실은 반드시 옥외공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 조성하되, 전이공간에는 사용자 요구조건에 맞춰 필요한 

설비(예, 먼지제거, 수전 등)를 설치한다. 넷째, 실내 공간은 복도 등에서 안을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설계한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실/교실 

간 벽체를 없앨 수 있도록 이동식 벽체를 조성하기도 하고, 아동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낮은 벽 등으로 조성된 조그만 조용한 공간을 실내에 조성한다.

6) 일본: 언덕 유치원(A Hill Kindergarten)28)

가) 운영 개요

2020년 일본 치바현에 지어진 언덕유치원은 건축가 Studio YY가 50년된 유치

원을 ‘숲속의 언덕(a hill in the forest)’으로 재해석하여 재건축한 유치원이다. 

유치원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져 있다. 특히 지의 서측에는 개방적

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로 길

28) 자료: https://www.archdaily.com/981391/a-hill-kindergarten-in-japan-studio-yy?ad_source
=search&ad_me dium=projects_tab(검색일 2022.6.18.)의 글과 사진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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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나) 시설 특성

건축가는 유치원 건물이 마치 녹지에 둘러싸여 언덕위에 지어진 것처럼 설계하

였다고 한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오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녹지와 마주보고 있

는 건물에 언덕 모양의 경사 지붕을 설계하여 마치 옥외 녹지공간과 지붕 위의 놀

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설계하였다. 지붕 위의 놀이터 이외에도 동굴 벽과 

등반 기둥 등 유치원 곳곳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놀면서 배우는 공간을 조성하

였다. 실내에는 유치원 교실과 숲 강당(Hall)을 외부 녹지공간으로 향하여 배치함

으로써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숲 속에 있는 

것처럼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Ⅲ-2-14] 옥외공간과 지붕 위 놀이터와의 연결(좌), 지붕 위의 놀이터(우)

자료: https://www.archdaily.com/981391/a-hill-kindergarten-in-japan-studio-yy?ad_source=search&ad_
me dium=projects_tab(검색일 2022.6.18.)

[그림 Ⅲ-2-15] 유치원 교실 전경(좌), 교실과 옥외공간의 진출입구(우)

  

자료: https://www.archdaily.com/981391/a-hill-kindergarten-in-japan-studio-yy?ad_source=search&ad_
me dium=projects_tab(검색일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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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6] 친환경적 기법을 적용한 건물 단면(좌), 실내 숲 강당(Hall)(우)

  

자료: https://www.archdaily.com/981391/a-hill-kindergarten-in-japan-studio-yy?ad_source=search&ad_
me dium=projects_tab(검색일 2022.6.18.)

다) 시사점

언덕유치원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붕 위 공간(예, 놀이 공간, 산책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실내공간의 천정고를 다양하게 조성하여 집중력, 창의

력 등 다양한 역량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셋째, 도심지 내 공간

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 한의 녹지공간(예, 옥상녹화, 벽면녹화, 스마트 팜, 실

내 공중정원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mapping)된 다

양한 그린기술(예, 생태기술, 에너지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다. 다섯째, 건축기획단

계에서부터 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주민)가 참여하는 방식의 공간 기획, 계

획, 설계 프로세스가 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부분의 공간 조성 현황 및 실태가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7가지의 미래 환경에 응하기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간 

조성 기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시사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별 특

이한 문화나 풍토 등의 차이에 따른 공간의 차별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 조성의 방향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례를 통해 도출한 여러 시사점을 국내에 현실화하기 위한 향후 정부와 관청, 그

리고 해당 기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까지 모두 힘을 합쳐 지속적으

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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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환경대응 디지털 놀이공간

1. 개요

가. 미래교육 환경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융합/혁신/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도전정

신, 협력, 의사소통, 감성 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프레임

워크,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래교육의 환경구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일차적으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있어 효과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 중, 고등학생은 신체 

및 정서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생활과 경험이 매우 중요

하다(임철일 외, 2018). 특히, 유아들에게 놀이와 학습,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육환

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교육부(2016)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한 핵심 키워드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

화, 전문화, 인간화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 유연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 자율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 개별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 전문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 인간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이러한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임철일 외(2018)의 미래교육에 응하는 학교시설 개선 방안에 한 연구에서는 

미래학교의 설립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구성요소로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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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지원, 커뮤니티 생태계, 통합적 안전망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아래 그림 참

조).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원, 창의 

및 융합, 전인 교육 등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다. 정서적 지원은 교육에

서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교 공간 및 시설, 이를 활용한 즐거움과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요소이다. 커뮤니티 생태계는 학교가 교

육장소 및 환경으로써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및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통합적 안전망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및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즉각적인 처 활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임철일 외, 2018). 

[그림 Ⅳ-1-1] 미래교육 대응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구성요소

자료: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2018).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 개선 방안. p.62.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 한 서희전, 계보경, 박류민(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구축의 기본 방향, 학습공간 디자인 전략, 교육환경 운영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미래교육 환경을 제안하였다. 교육환경 구축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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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는 1) 학생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 구축 2) 지역사회

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복합공간화 3)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학습공간 

구축 4)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구축 5)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 설계에 한 총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학습공간 디자인 전략 측

면에서는 1) 공간과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통합 2) 영메이커를 위한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3) 휴식공간, 개성공간, 소통공간 등 생활공간 확  4) 배움

의 목적과 활동을 고려한 학습자 참여형 공간 설계를 제안하였다. 교육환경의 운영

과 관리 측면에서는 1) 학습공간 재구성에 한 지속적인 연구 및 품질관리 2) 공

간과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전문 인력의 지원 3) 공간에 한 교사소양교육 및 

교육환경 혁신팀 운영에 해 제안하였다. 

박병준, 조택연(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

한 공간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공간구성의 3가지 방향은 첫째 공간

을 확장, 축소할 수 있는 무빙월 시스템을 적용하여 가변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로 

각 교실의 배치와 조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계획하여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로 폐쇄형 구조가 아닌 공개수업형태가 가능한 개방성

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그림 Ⅳ-1-2] 미래교육 계획의 기본방향

자료: 박병준, 조택연(2021).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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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자료: 박병준, 조택연(2021).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p.147.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학교 및 에듀테크 환경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Ⅳ-1-1> 미래교육 환경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제목 주요내용 비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개선 방안

• 교수학습 및 테크놀로지
• 정서적 지원
• 커뮤니티 생태계
• 통합적 안전망

임철일 외 
(2018)

교육환경 혁신 정책 
동향 및 방향 탐색

• 교육환경 구축의 기본 방향
 - 학생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 구축 -지

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복합공간화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학습공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구축
 -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 설계에 대한 총제적인 접근
• 학습공간 디자인 전략 측면에서는 
 - 공간과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통합
 - 영메이커를 위한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휴식공간, 개성공간, 소통공간 등 생활공간 확대
 - 배움의 목적과 활동을 고려한 학습자 참여형 공간 
• 교육환경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는
 - 학습공간 재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품질관리
 - 공간과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전문 인력의 지원 
 - 공간에 대한 교사소양교육 및 교육환경 혁신팀 운영

서희전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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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철일, 박태정, 정주성(2018).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 개선 방안. 서울: 서울대학교.
     서희전, 계보경, 박류민(2020). 교육 환경 혁신 정책 동향 및 방향 탐색(연구보고 RR-2020-6). 대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박병준, 조택연(2021).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

집, 16(4), 145-154.

나. 유아교육 공간혁신 분석틀 개발

1) 에듀테크를 통합한 유아교육 공간혁신 방향

OECD는 학습공간을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

램과 교육방법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공간이란 최적의 

비용효율적인 건물로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참여를 조장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공간이다. 좁은 의미에서 물리적인 학습공간은 전통

적인 교실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학습공간은 학교 안팎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공

식적, 비공식적 교육체제의 조합을 의미한다(OECD, 2009).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가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테크놀로지와 통합된 교육공간

을 그려 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공간혁신 분석틀을 탐색하고 추후 

현장의 교육공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유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

21세기 교육방법인 협력적 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디자인씽킹 등 유아들이 능

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의 디자인을 변화시키고 유아들의 행동과 상호작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율성이 부여된 학습공간에서 유아가 놀이 

등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책상, 의자, 교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공간 배치를 유연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협력공간 또는 개인공간, 도서관이나 학습스튜디오 중 자신이 

어디에서 학습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교사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유아

들의 행동, 과제수행 및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실 내 유아의 개인활동 또는 협력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교사가 즉시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제목 주요내용 비고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플랫폼 제안

• 가변성
• 융통성
• 개방성

박병준, 
조택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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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디자인 39 캠퍼스

 주: 1) 미국 파웨어 통합 학군의 디자인 39 캠퍼스(D39C)
2) 유치원부터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한 능동학습과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며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 
3) 학습스튜디오(이동식 책상과 의자, 벽면에 화이트보드가 부착), 메이커리(makery), 공동작업실, 도서관, 개방

형의 갤러리 환경을 제공
자료: http://design39campus.com(2022.12.20.인출)

[그림 Ⅳ-1-5] 고려대 크리에이터 도서관

 주: 고려대 크리에이터 도서관 CCL(CJ Creator Library)에는 열람실, 스터디룸 외에도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미디어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나만의 극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자료: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87754d(2022.12.20.인출)

나) 학습공간과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통합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공간이 효과적으

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유아교육기관이 10~30년 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효과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공간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행정가의 테크놀로지에 한 낮은 소양과 예

산 부족의 문제는 테크놀로지와 공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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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테크놀로지가 학교 공간에 내재적으

로 통합할 경우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

래학교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연구와 공간혁신 연구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아래 그림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미래학교의 실험실습실, 창작실, 미디어제작

실, 평생교육실, 통합관제실, 원격상담실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Ⅳ-1-6] 미래학교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 환경

 주: 일본은 society 5.0 개념을 내세우며 생산인구의 만성적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디지털혁명으로 초스마트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일본 초중등 교육지침에서 IoT와 AI를 접목한 학습지도요령을 시설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자료: 계보경, 김현진, 서희전, 정종원, 이은환(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129~144.

2) 유아 디지털교육 공간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디지털 공간혁신을 위한 분석틀 개발을 위해 이론적 배

경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Ⅳ-1-7]와 같이 자율성, 안전성, 창의성, 심미성, 연결성

으로 구분되는 5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특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

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종 <표 Ⅳ-1-2>로 정의하였다.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228

[그림 Ⅳ-1-7] 유아교육 공간혁신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안)

가) 연결성

유치원 디지털 공간은 교실 활동의 다양한 목적을 지원하고, 개인학습과 유아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목적에 따라 학습공간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교실 내 집기의 경우 이동이 가능

하거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재배치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건물 

안과 밖, 즉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통합된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의 초연결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유아-유아, 유아-교사, 교사-학부모 등과 같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치원이라는 한 조직이 공통성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이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한다.  

나) 창의성

유치원 디지털 공간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자극하고 호기심

을 유발하게 하며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창의성 

발현을 위하여 디지털 요소들은 유아를 자극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아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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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성

디지털 공간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집중 작업뿐만 아니라 팀

별 협력 및 외부와 공동 작업의 차원에도 적용된다. 

라) 안전성

디지털 놀이공간은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는 유아 

활동의 유형 분석, 교실의 형태, 크기, 책상, 걸상, 조명 등에 한 인간공학적 접근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 심미성

유아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을 통해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연친화적 공간에서 정서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Ⅳ-1-2> 유아 디지털교육 공간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구분 정의 내용

유아가 공간에서 디지털 생활함에 있어서

연결성
• 공간제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 
• 공간(교실-실외)간의 연결 
• 친구-가정, 교사-유아 등의 연결
• 공통성(커뮤니티, 사회적 활동) 창출

창의성

• 새롭고, 독창적인 활동을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

• 인지적 활동
• 사회적 활동
• 흥미와 연결되는 활동
• 교육적 어포던스 제공

자율성
•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 개별적 공간 제공 
• 스스로 조작도구 선택 및 활동

안전성

• 정신,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돈
되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 

• 친환경 및 공간 효율성 
• 디지털 기기로 인한 유해성 차단
• 디지털 요소 사용으로 인한 네티켓
• 관리 전략(충전기, 보관지침, 와이파이 등등) 

심미성

• 발단단계의 특징을 고려한 색상, 
디자인, 미적 기능을 포함한 공간

• 유아의 심미성(색상, 질감, 향기, 음향, 조명, 이쁜 
것, 나무 등)

• 공간의 정서적 편안함
• 다양한 촉감 인식

주: 연구진이 연구자문을 통해 만든 구성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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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가. 개요

1) 분석 대상

다음 <표 Ⅳ-2-1>과 같이 사례분석을 위해 상을 섭외하였다. 유아교육 전문

가, 디지털, 미디언 전문가 등에 의해 추천받은 기관으로, 국립 1개, 사립 3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이다. 

<표 Ⅳ-2-1> 사례 분석 대상

기관명 설립구분 대상 학급 수

시흥어린이집 민간 만 1-3세 7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국립 만 3-5세 6개

그림유치원 사립 만 3-5세 9개

서울명일유치원 공립 만 3-5세 7개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사립 먼 3-5세 9개

2) 분석 방법

사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장소에서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음 <표 Ⅳ-2-2>와 같이, 보다 정 하게 디지털 공간의 

개발, 운영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기관별로 

원장 1인, 교사 1인으로 구성하여 각 직급에 따른 관점을 살펴보았다. 모든 인터뷰 

동안에는 간략한 수기와 함께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녹

취한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언어를 그 로 기록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

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반복해서 읽은 뒤, 자르고 정렬하기 기

법을 중심으로 주제를 찾아 중심의미를 도출해 갔다. 자료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범주화된 자료를 연구자 간의 상호교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Ⅳ-2-2> 사례 분석 내용

구분 내용

개인 및 소개
• 귀하의 관련 경력은?
• 귀하의 기관의 특징은?
• 귀하 기관의 비전, 교육관, 인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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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1) 시흥 어린이집

시흥시청어린이집은 2004년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이다. 만 0세-5세의 영·유

아를 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용면적 361㎡의 총 2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면적

현황은 <표 Ⅳ-2-3>과 같다. 어린이집 인증평가 결과,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 교직원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

다. 특히, 시흥시청어린이집은 스마트어린이집 모델개발 및 적용사업 상기관으

로서 서울 학교, KAIST, 스타트업체들과 업무협약하여 3년간의 다양한 ICT기술

을 접목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기술요소를 개발하고 있다. 

<표 Ⅳ-2-3> 시흥시청어린이집 면적현황

보육실 놀이터

보건/
위생공간

조리실/
급식공간

교사실
공간

양호실/
사무실/
기타공간수 면적 실내 실외 옥상 인근

5개 212㎡ 0㎡ 0㎡ 0㎡ 340㎡ 50㎡ 36㎡ 0㎡ 63㎡

구분 내용

디지털과 유아
• 유아에게 디지털요소의 활용은?
• 유아에게 디지털 역량이란?
• 유아에게 위험과 안전성에 대한 고민은?

공간의 구성

• 디지털 공간을 구성하여야 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공간구성의 철학과 구현
정도, 예산 확보 등)

• 디지털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은? 의사결정의 과정은?
• 이해관계자들(학부모, 교사, 원장 등)의 요구?
•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행·재정적 차원도 포함)

공간의 개발

• 디지털 공간을 만들 때, 고려한 요소는?
• 디지털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구성하지 못한 요소는?
• 가장 자랑하고 싶은 디지털 공간은? 이유는? 
• 디지털 공간의 성과는?

공간의 활용

• 평상시 원생들의 디지털 공간의 활용도는? 교사나 학부모의 활용은?
• 수업에서 활용하는 도구는? 유아가 사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수업활용은?
• 디지털 공간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 실제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원생들의 특징은?
•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공간적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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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과 유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안면인식, 생체신호 측정, 실내

환경 측정 및 자동조절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스마트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

다. 스마트어린이집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서비스(등하원, 신체, 감정, 또래관계, 

놀이데이터), 영상데이터 비식별화 서비스, 모종심기와 ICT 교수 매체(스마트 식물

노트, 스마트 블록), 열린어린이집 메타버스의 디지털화된 스마트어린이집은 내부 

영유아의 반응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유아의 개개인의 정보를 교사가 확인

하여 개개인 별로 맞춤형 돌봄 및 놀이가 가능하며 영유아의 모든 활동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양육자에게 전달되어 가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있다. 

[그림 Ⅳ-2-1] 시흥시청어린이집의 디지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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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2-1]는 시흥시청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이다. 시계방

향 로 설명하면 ‘플레이보드’는 유아들이 등원하면 자신의 출석을 체크하고 감정 

상태를 입력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교사는 유아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으쓱일지’는 식물을 심고 키우는 과정을 태블릿을 통해 놀이처럼 입력하며 일지를 

쓸 수 있다. 사진을 찍고 측정하며 관찰한 식물의 상태감정을 표시할 수 있고, 수

학·과학적 사고를 위한 학습콘텐츠도 제공된다. ‘큐브로봇’은 큐브를 연결하고 블

록코딩으로 움직일 수 있다. ‘키잼’은 유아의 신장과 체중 데이터를 자동으로 누적

하여 ‘튼튼이 테크’ 플랫폼에 저장된다. CCTV 및 유아의 모든 행동 데이터는 수합

된다. ‘아띠앱’은 유아의 또래 관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유아의 

개별적인 특징과 또래관계의 전체적인 유형을 진단하여 유아 개별적인 관계를 지

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원장, 교사는 스마트어린이집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유아와 서로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풍부한 활용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를 설명하였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공기 정화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겪

는 어려움들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직접 기계랑도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험에서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직접 지내면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영유아들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

으나 실제로 영유아들이 사용하면서 능숙함을 보이고 있고, 사고과정의 확장의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가 알려주기보다는 ‘한 번 해보자‘라

고 하면 너무 능숙하게 저희보다 더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서 몰랐던 부분

을 애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아이들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

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문제를 그 기계를 다루고 하는 그런 역량은 문제

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발견해서 알려줬는데, 그림판 브러시에서 힘을 주면 더 진하게 칠해

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쉽게 발견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디지털의 지속관리의 특성은 유아들에게 습관을 만들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노트를 통해 생태 놀이에 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

털 기기 등이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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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생태 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종이로나 지면으로 제공을 원래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흥미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기록한 거를 애들이 실제로 보면 좋을 텐데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달력이 다 떠요. 그동안 기록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오늘 물 줬냐‘고도 물어보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같나 봐요. 그 어플에서 그러면 ‘오늘 물 줬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누르더라고

요. 그래서 애들이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공간 개발과 활용

시흥시청어린이집 공간은 IoT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유아들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기들과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공간은 유아 수납공간, 교

구장, 실내 정원, ·소집단 활동 공간, 교사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 수납

공간과 교구장은 부드러운 나무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실내정원과 소집단 활동

공간은 다양한 IoT 데이터 수집도구가 있다. 벽면의 터치스크린, 키와 체중계, 

수직정원, 온습도계, 태블릿PC가 있고, 유아들의 안전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폭

신하고 다양한 색의 매트리스가 깔려있다. 또한 교사의 공간은 별도로 할애되어 

있고 유아를 한 눈에 보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제공되어 있다.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역별 교실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3년 간 새로운 공간 설계에서 생활해 본 결과, 놀이와 유아의 활동이 일체화 되

면서 영역 구별의 불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역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역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 애들이 뭐 만들

었던 게 뭐 다른 영역으로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영역 구분 자체가 없는 게 교사한

테도 아이들한테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놀이 중심이라서 이렇게 영역으로

는 별로 필요하다는 거는 못 느껴요.(중략) 애들이 이쪽 영역에서도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보면 미술 영역이다 해서 미술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거

기에서 미적인 것을 느끼고 그건 아니고 그거 하면서도 사회성도 배울 수 있고 과학적인 것

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영역이라는 게 별로 필요지 않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실내와 야외 공간은 각기 놀이터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이어

져 있었다. 또한 디지털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유아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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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Bring Your Own Device,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가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놀이 중심 자체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게 모르니까 학습지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고 진짜 자연물 가지고서도 그냥 창의적으로 놀 수 있고 그게 제일 커

진 것 같아요. 밖에서 놀아도 안에서 놀아도 똑같이 놀 수 있는. 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처럼 정교화된 그런 놀잇감이 없어도 자기들이 다 만

들어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1인 1패드까지는 아니어도 패드 수가 조금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것을 줘서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저희 반은 그런 데도 애들이 조금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 수만큼의 반 정도는 패드가 있어야지 조금 원활하게 돌아

가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게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림 Ⅳ-2-2] 시흥시청어린이집의 디지털 공간

다) 공간의 특징

유아교육공간의 혁신요소와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Ⅴ-2-4>와 같다. 연

결성은 실내·외 공간의 연결, 유아-교사-학부모와의 연결, 유아-유아의 연결 공간

과 구성원 간의 연결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도출되었다. IoT기반의 활동데이터 수

집 및 플랫폼이 연결성의 핵심이다. 연결성은 교실 내 원형의 쉼터 및 열린 공간을 

들 수 있다. 원형의 쉼터를 중심으로 사방의 공간의 사물과 다른 유아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함께 또는 다른 놀이로 확장할 수 있다. 열린 공간이므로 실내의 놀이터

처럼 다양한 놀이기구처럼 크기에 제한없이 설치하여 함께 놀이할 수 있다.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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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 디지털 도구가 있고, 교사와 유아와 어울림으로 인해 놀이가 자연스럽

게 이어져간다. 창의성은 ‘블록충전소’ 공간을 만들어서 코딩블록과 충전기를 비치

하였다.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록놀잇감으로서 유아들은 코딩블록으로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나무블록, 인형 등의 다른 놀잇감과 함께 자유놀이를 한다. 자율성은 

태블릿PC로 유아는 교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유아는 태블릿PC

를 사용하다가 식물을 관찰하기도 한다. 또한 코딩블록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태블릿

PC로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안전성은 푹신하고 다양한 색깔의 매트리

스가 있어 안전하다. 또한, 공기청정기, 스마트 식물 공기 정화기 등 온습도와 미세

먼지의 위험을 예방한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와이파이가 

잘 구축되어 있다. IoT기기들과 유선들을 숨길 수 있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소집단 공간을 최 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 한 

벽면을 활용하여 놀이도구, 안내판, 수납장, 모니터 등을 설치하였다. 심미성은 숲 

속에 있는 듯한 나무 오브제를 활용하여 실내외의 미적 연결성을 높였다. 나무 오브

제는 교실에서 숲속과 같은 청정한 향기와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 또한 교실은 유아

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상과 친자연적 색깔인 나무색으로 되어 있다.

<표 Ⅳ-2-4> 시흥시립어린이집의 디지털 공간 특징

특징 내용

연결성

• 영역이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 아이들이 
뭐 만들었던 게 뭐 다른 영역으로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없는 게 교사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짜 자연물 가지고서도 그냥 창의적으로 놀 수 
있고 그게 제일 커진 것 같아요. 밖에서 놀아도 안
에서 놀아도 똑같이 놀 수 있는, 놀이가 계속 이어
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 아이들이 안에서도 식물들이랑 친해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도 생태 놀이가 생태 놀이답게 이어지는 
게 좋았어요. 

• 밖에서만 생태 놀이를 하면 밖에 못 나가는 날에
는 흥미가 끊겨서 아무리 생태 놀이를 하려고 해
도 그냥 저 혼자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은 안에서도 애초에 친해지니까 아이들이 먼저 밖
에 나가도 이제 식물 보고 반가워하고 곤충 보고 
반가워하고 그런 게 확실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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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 유치원은 우리나라에 3개(강릉원주 학교, 공주 학

교, 한국교원 학교)뿐이 없는 국립유치원이다. 국립유치원으로서 상설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다음 <표 Ⅳ-2-5>와 같이 매년 다양한 

주제로 유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한다. 특히, 2022년도에는 누리

과정 속에서 AI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요소를 교육과정

특징 내용

창의성

• 코딩블록은 유아들이 저보다 더 잘 다룰 줄 알아
요. 블록충전소에서 충전도 스스로 하고요. 알 수 
없는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서 서로 놀이를 
해요.

자율성

• 아이들이 이쪽 영역에서도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요. 책을 읽다가 식물 관찰
을 태블릿PC로 사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코딩블
록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태블릿PC로 찍기도 해
요. 태블릿PC를 자유롭게 잘 사용해요. 현재는 교
실마다 1대인데, 2인마다 1대면 더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듯 해요.

안전성

•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각 교실마다 있어요. 옆 교실
에 있는 식물 덩굴은 식물로 만들어진 공기청정기
에요. 

•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은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올해 말에는 도입될 거예요.

• 교실에 충전기나 선이 안 보이죠? 아이들이 넘어
지지 않게 충전기나 유선들을 벽면쪽에 숨겨 두었
어요.

심미성

• 숲속에 있는 듯 하죠? 유아들이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교실을 꾸몄어요. 근데 이게 공기청정기
에요. 공기청정기면서 유아들이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 여기에서 피톤치드같은 향기와 공기청정기여서 맑
은 공기가 나와요.

• 숲속에 있는 듯하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
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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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고 있다.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 유치원은 AI기반 테크놀로지 활용교

육의 정의를 테크놀로지를 바르게 알고(이해교육), 테크놀로지와 소통하면서 실생

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고(활용교육), 관련된 윤리적 태도를 갖추는 것(가

치교육)으로 정의내리고, 이해, 활용, 가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Ⅳ-2-5>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의 연구 주제

연도 연구 주제

2022 AI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누리과정 운영방안 연구

2021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현장 적용방안 연구(2/2)

2020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현장 적용방안 연구(1/2)

2019 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2018 누리과정에서의 유아 생태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2017 U-learning 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원·가정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가) 디지털과 유아

다양한 디지털 요소와 유아교육이 접목되는 것에 해서 원장,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는 이제 유아교육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부터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 유치원은 디지털 요소

를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에 한 연수를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사

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이후에도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크게 왔고, 저희가 2019년부터 VR, AR, 홀로그램 

등과 같은 기술변화 트랜드를 접하였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다들 

쓰고있고 하니.. 이미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데 교육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좀 ...  특

히 디지털 요소를 쓰면 유아들의 참여도나 흥미의 수준이 달라요. 코딩같은 것도 확실히 애

들이 익히는 것이 더 빠르고요

저희 유치원에서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요. 지역에 좋게 소문이 났나 봐요. 몇몇 다른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방문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다만, 중독문제나 현실과 가상의 혼돈에 한 우려가 있었으나, 중독되지 않게 

자기조절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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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현실과 가상의 혼돈 부분에서 명확하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원생들한테 윤리 교육을 같이 시켜서 해결하든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요? 이제까지는 유아 교육자들이 막았죠.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디지털로 모든 걸 하자

는 건 아니에요. 한 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교육이 돌아가는데 하나의 축이 그냥 더 추

가돼서 같이 이걸 하는 것이지요. 디지털 역량도 키우고 디지털 그걸 활용하면서 그걸 매개

로도 하면서

나) 공간의 개발과 활용

공간의 특징을 확인한 결과, AI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교실안

에서 별도의 공간을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 공간은 보관이나 관리의 목적이지, 단

순하게 이 공간에서만 디지털 요소들을 유아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 요소들 모두가 이 공간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요소는 별

도의 수업이나 놀이시간을 구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업과 일상생활에 융합되

어 사용되고 있었다([그림 Ⅳ-2-3]참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는 수면시간을 

위해 ‘자장가 틀어줘’, 정리시간에는 ‘정리 노래 틀어줘’라는 명령어를 통해 사용된

다. 수업에서도 유아들의 유치원 놀이터 진드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

커, 고프로,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본인들의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그냥 거기다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충전하기 좋은 곳에다 갖다 놓은 거고 애들이 갖다 놀 

때는 사실은 제일 넓은 데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놀고 있고 아니면 역할 영역으로 

데리고 가서 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네요.

가르친다고 해서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려고 자꾸 그러지 그게 너무 이상하지요, 별도의 공

간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한 디지털의 특징을 생각하면 더욱 

말이 안 되지요. 아이들이 ‘내가 저거 쓰고 싶어’ 할 때,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잘 보여지는 

곳에 배치해두었어요.

우리의 아이들의 지식을 형성하는데 디지털이 전부 다 그냥 다 같이 얽혀서 가는 거지 얘를 

별도로 교육하는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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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유아에게 적용되는 디지털 요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한 유아 개

인별 태블릿, 코딩 로봇, 스마트 팜, 책 읽는 램프, 인공지능 스피커, 증강현실, 로

봇, 홀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리적 기기를 기반으로 다음 <표 Ⅳ

-2-6>과 같이 놀이중심 수업에서의 동화만들기, 동극, 코딩수업, 교육용 앱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Ⅳ-2-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의 테크놀로지 활용 놀이중심 수업

대상 활동 및 놀이명 놀이 및 활동 유형 활용한 테크놀로지

만 3세 AI감정인식 놀이(감정풍선꾸미기) 미술
티처블머신, 스냅쳇앱, 구글 아트
앤컬쳐

만 4세 엠타이니의 집을 찾아주세요 동극 엔타이니, 알파미니, 클로바 램프

만 4세 사자왕의 행진 음악감상 구글 증강현실, 인공지능 스피커

만 5세 감기벌레는 집짓기를 좋아해 동화 만들기 scroobly, 타임캐스트 스토리앱

만 5세 곤충을 채집해요 언플러그드 게임 뚜루뚜루 코딩로봇, 클로바 더빙

특수반 로봇친구야 과일을 부탁해! 게임 엠타이니 코딩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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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공간적 고려 요소로서 안정된 WIFI환경을 언급하였다. 교실 내에 

1-2 의 공유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전과 

좀더 나아진 상황일 뿐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다

른 유치원에서도 디지털을 고려한 공간구성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문제에 한 해결

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실상 기기는 다 있는데, 사용하다보니 WIFI가 문제였어요. WIFI가 느려서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닌데 교실마다 공유기를 넣어도 원생들 모두가 접속하면 느려요. 모든 것들

이 WIFI랑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유아들에게 한 대씩 태블릿을 주어도 접속이 안되면 소용

이 없으니까요

[그림 Ⅳ-2-4]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의 WIFI

다. 공간의 특징

유아교육공간의 혁신의 5요소와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 유치원의 디지털 공

간상의 특징을 확인한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심미성을 제외한 4가지 요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결성은 가정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활용이 

되었으며, 특히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이해

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요소의 활용에 있어서도 이는 원생과의 관계를 더욱 

연결해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창의성은 원생들의 흥미유발 요소로서의 디지털의 

강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유아들은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기기 등을 집에

서 쉽게 접해, 교육에 적합한 앱의 활용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자율성은 유아들은 본인이 접근 가능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게 두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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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보다도 디지털 요소에 한 조절이 유치원에서는 가능하였으며, 자신의 

흥미에 맞추어 자유롭게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교육의 목표에 단순히 

이해와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치교육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촬영

에 한 문제를 유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표 Ⅳ-2-7>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특징

특징 내용

연결성

• 학부모 참여 수업을 엠타이니로 게임을 
했어요. ‘부모님이랑 아이들은 집에서, 
저희는 줌에서. 이렇게 우리 유치원에서
는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기기로 애
들이 놉니다.’ 하고 설명했어요

• 디지털 북 같은 걸 했을 때, 뭔가 기계
적으로 뭔가가 돼서 서로 이야기 스토
리를 만든 거를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작업을 해서 협력도 늘어나죠.

• 코딩 같은 거 할 때 모르는 애들이 있잖
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 서로 알려주고 
고민하더라구요. 자기가 쌓은 지식을 계
속 공유하고 다른 애들이 한 성공을 막 
같이 좋아하고 이렇게 유아끼리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구요. 

창의성

• 음악 감상 활동을 할 때. 애들이 다 기
절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막 큰 사자가 
나와서, 걸어가고 소리 내고 보니까 너
무너무 신기해하면서 몰입도가 상당했
어요

자율성

• 저 램프는 사실은 3세 아이들한테 적당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
로 썼었어요. 원생들이 단독으로 저기에 
앉아서 누구누구 헤이 클로바 책 읽어
줘하고 놀고 자유롭게 사용해요

•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자료보다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어디든 있
으면 아이들은 그걸 들고 와서 항상 갖
고 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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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유치원

그림유치원은 관인 사립유치원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자기주도적인 어린이를 

기른다는 인재상을 가지고, 레지오 에 리아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유아, 교

사, 학부모, 유치원이 공존하는 곳을 목표로 한다. 전국 유치원 중 유일하게 LG 

U+ TV 미디어교육 시범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하

고 있다. 공간에서도 레지오 에 리아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그림 Ⅳ-2-5]와 같이 

교실 밖 아뜰리에에서 미술지원교사(Atelierista)와 함께 표상활동을 할 수 있는 별

도로 마련된 미술 프로그램실이 있다. 벽은 아이들이 상호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반응적이고 변형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Ⅳ-2-5] 그림유치원

특징 내용

안전성

• 사진을 찍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전체적
으로도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
야 된다 내가 너를 사진 찍을 건데 찍어
도 괜찮니라고 물어보고 찍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제 막 찰칵 찰칵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설명해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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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과 유아

미디어 교육을 일찍이 시작한 그림유치원은 디지털의 요소가 유아교육이 접목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적 성과와 연결하여 단순히 놀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아이들에게 가장 생활에서 밀접하게 아이들의 삶 속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디지

털 세계이잖아요. 

유아교육에서 그동안 조금은 거부하고 터부시해왔던 그런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교

육 안에서 이렇게 좋고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런 아이의 놀이 속에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아 교육 발달상에 필요한 언어 발

달이든 또 그게 인지 발달이든 아니면 아이들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이든 인성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죠 특히 몰입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요소를 접목하면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이해는 부모교

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행·재정적 차원에서 예산투입은 일부라도 지원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부모님들에게 학기 초에 교육을 해요. 유아교육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앞으로 미래 인재상을 만들 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

상 안에서의 디지털이 어떤 아이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그

런 걸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학습과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들의 궁금한 거

를 펼쳐가는지를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다 소개를 해줘요. 

저희가 투자도 하고 일부는 LG U+ 에서 시범 사업하면서 지원받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지

원받는 것과 지원받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나요. 100만원이 필요한데 나 혼자 하라고 그러면 

소극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지원이 있어서 다행이지요. 

나) 공간의 구성과 개발

레지오 에 리아에서 공간은 최 한 교육적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여(어혜진, 김주연, 백승경, 2011), 기본적으

로 공간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과 디지털의 요소가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 레아 접근을 접하고 나서

였다. 자유롭게 디지털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미리 경험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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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유아교육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이탈리아에 가서 교육탐방을 하는데 20년 전에 갔을 때도 컴퓨터를 아이들을 쓰게 하

더라구요. 그 당시에 우리는 컴퓨터를 교사가 주로 썼어요. 교사가 활용하거나 아니면 컴퓨

터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숫자를 치게 한다거나 약간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하는 

거 많이 앞서 있는 유치원들은 이 정도일 때에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제가 이태리를 방문했

을 때 걔네들은 컴퓨터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역 안에서 컴퓨터를 갖고 아

이들이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표현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런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걸 보고도 참 놀랍다 컴퓨터를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사용하게 하고 이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하는 걸 하는구나 했죠. COVID-19 전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이 교육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뜰리에의 공간을 다양한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갖고서 메인 공간을 만들어두고, 다양한 실험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OHP필름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했는데 거기는 컴퓨터, 비디오 영상들이랑 연결

되어서 빛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영상예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디지털 공간으로서 별도의 공간이나 특정 시간을 두어서 구성하기보다는 교실 

안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수준에서 개

선 방법으로는 공간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디지털 기기와 전기 및 WIFI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보니 오래된 공간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콘센트와 멀티탭과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저희가 다른 유치원이랑 다른 것이 시각 자료라든지 이런 좀 미술적인 그런 부분들과 이렇

게 놀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공간도 훨씬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어요.

이제 공간이 더 컸으면 좋겠다. 계속 조밀하게 그냥 다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그 속에서 숨

겨져 있고 거기서 실험하고 뭐 하고 활동하고 막 이런 거여서 그렇죠. 그러나 디지털 기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공간이 작아진 게 아니라 공간이 더 커졌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기를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콘센트, 멀티탭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위치에 

없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점점 기계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상황이 

나타나요. 

다) 공간의 활용

그림유치원은 교육 전반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융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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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됐든 놀이 속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들어와야 돼요. 수업시간에 지금은 컴퓨터 배우는 

시간이야 이건 옛날에 60년대 방법이라는 거죠. 일방적 교육이고  놀이 안에서 편지를 쓰다가 

컴퓨터가 배워지게 되고 이렇게 그냥 교수 매체로 모든 디지털 기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의 요소가 적용되는 것을 강조한 그림유치원은 레지

오 에 리아교육에서 강조하는 공간적 요소로서의 빛과 연결된 투명성을 결합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빔을 활용해서 유아들의 놀이와 연결하고 있어요. 매번 아이들 놀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

데 처음에는 장소에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빔을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

들이 여름이다 보니까 바다에 다녀온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영상을 보여 주

면 아이들이 여기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바다 안에 자석 블록을 구성해 보기도 하고

[그림 Ⅳ-2-6] 그림유치원의 디지털과 빛의 연결

그밖에도 유아들이 디지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놀이할 수 있도록 LG U+에 

있는 콘텐츠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개별적으로 누리과정이나 영어교육을 위해 

개별화된 디지털 기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림 Ⅳ-2-7] 그림유치원의 디지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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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아교육에서 디지털교육의 활용은 언어, 인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

의 효과도 가져왔지만, 무엇보다도 놀이를 통한 몰입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었다. 

특히 다른 유아들에 비교하여 스마트기기에 한 조절능력이나 사용영역에서의 차

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조절력, 선별력이 높아요. 아무래도 많이 검색하고 많이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내는 과정들

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위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살짝 해요. 이건 아니야 

가짜거든 이런 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보통 다른 유치원의 아이들이 캐릭터 위주로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큐라든가 이런 것

들을 뉴스라든가 이런 거 좋아해요. 자기가 궁금했던 프로젝트에 맞춘 영상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조금 다르고

라) 공간의 특징

유아교육공간의 혁신의 5요소와 그림유치원의 디지털 공간상의 특징을 확인한 결

과는 <표 Ⅳ-2-8>과 같다. 연결성을 제외한 4가지 요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창의성은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흥미유발 요소로 디지털이 사용될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을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행함

에 따라 유아들이 적극적인 태도와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자율성은 자신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습이 가능하게 자유로운 사용을 권장하였다. 자신의 호기

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안전성에서는 

유아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유발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지침을 마련하

고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요소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표 Ⅳ-2-8> 그림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특징

특징 내용

창의성

•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춤추는 것을 좋아
해서, 무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웹캠 활
용해서 아이들 서로 촬영해 주기도 하고 
또 촬영되는 모습을 저기 빔 프로젝터 
활용해서 바로 내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따라 
하고 이렇게 놀이가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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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명일유치원

서울명일유치원은 1999년에 설립된 공립 단설 유치원이다. 기관의 교육이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이며 교육목표는 ‘바르고 슬기롭게’이다. 2021년 서

울특별시교육청(교육부) 미래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

는 미래교육-내가 만드는 하루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년 미디

어실(실감형 인터랙티브 도서관)을 구축하여 활용 중이다. 재원 유아 수는 만 3세

부터 만 5세까지 118명이며 재직 교사 수는 9명(원장, 원감, 교사 6명, 특수교사 

1명)이다. 

특징 내용

자율성

• 컴퓨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유아들 
스스로가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
록 두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그림판에서 작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자
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소를 여러 공간에 마련해 두었어요.

• 아이들이 키보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음성으로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었어요. 그 
뒤로는 아이들끼리 이거 이렇게 검색하면 돼 
내가 해 줄까 하면서 서로 알려주더라구요.

안전성

• LG유플러스가 협력기관이다 보니 WIFI
를 유치원 전역을 돌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물론 유아들이 모
두가 쓰면 느려지기는 하지만 불편한 정
도는 아니예요. 기기 등이 고장이 났을 
때에도 전담업체가 있어서 수리하고 있
어요.

• 딱히 기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
요. 유아들이 쓰고 싶을 때 쓰게 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말자는 생각이에요 

심미성

• 미술을 전공한 미술지원교사(Atelierista)가 
따로 있고 빛의 개념이 저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적 요소를 생각할 때 제한된 색
이지만 아이들의 창의력과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고민해서 활용해요

• 색채에 대한 것들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계획해서 주고, 무조건 많
은 색을 주기보다 제한된 색감을 준다든
가 이렇게 미적인 것과 베이스가 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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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과 유아

명일유치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교육 운영 연구 방향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유아가 놀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하루’ 활동을 

구안하고 개인과 공동체 놀이를 지원하여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유치원 생활에 참

여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 교육하면서 아이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루’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하루를 계획을 

하고 친구들이 같이 하루를 그 방법대로 놀이를 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림 Ⅳ-2-8] 유아의 ‘내가 만드는 하루’ 활동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서울명일유치원 미래교육, 유치원도 함께해요!. 서울교육, 겨울호(245호)

이를 통해 미래 역량인 자기주도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목

표로 하였다. 또한 ‘내가 만드는 하루’ 확장을 통해 유아-유치원-가정이 하나가 되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실천을 수행하였다. 

[그림 Ⅳ-2-9] 명일유치원의 교육공동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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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의 개발과 활용

서울명일유치원은 기존의 도서실이었던 공간을 미디어실(실감형 인터랙티브 도

서관)로 구축하여 2개의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었다. 미디

어실은 놀이, 게임, 동극 배경 등으로 사용 가능하였고 유아가 색칠한 그림이 스캔

되어 콘텐츠에 반영되며, 스크린 터치에 의해 콘텐츠가 반응하고 변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감형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전문 VR 체험장에서나 접할 수 있

었던 환경이었으나 교사들이 원격교육 플랫폼의 긍정성과 편리성을 경험하면서 적

극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미디어실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한

다. 미디어실은 1층에 위치하며 교실과 달리 암막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책상이 없이 넓은 공간으로 구성하여 게임이나 신체놀이를 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디어실 내에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어린이용 헤드셋, 책상이 구비되어 있다. 

[그림 Ⅳ-2-10] 서울명일유치원의 미디어실 구성

빔프로젝터 및 대형 벽 스크린

태블릿 및 어린이용 헤드셋 비치

미디어
실

유아 활동에 따른 반응형 미디어 미디어실 위치 (1층)

자료: http://www.서울명일유치원.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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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을 이곳에 만들려고 하니 여기에 내려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공간 활용

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각 복도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바로 나와서 볼 수 

있고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도서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서실을 각 교실에 인접한 

곳으로 방향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미래 교육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멀

티미디어와 관련된 공간으로 좀 바꿔보고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미디어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게임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틀어놓고 나비가 되어서 신체 표현을 했다

고 다른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었고 공연할 때 교

실에서 보는 화면은 작은데 이건 크니까 동극 배경과 음악이랑 연결이 되면 너무 멋지겠다

고 생각했죠.

다) 공간의 활용

코로나19에 의해 원격수업을 시행해야 했으므로, 온·오프라인 놀이 자료 및 콘

텐츠를 제공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클래스 123’을 활용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

업에 해서는 ‘뉴쌤(newSSE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클래스 123 플랫폼은 

교사 및 학부모의 글쓰기, 댓글, 편지쓰기 등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출석, 타이머, 명렬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유치원 교실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

램이다. 뉴쌤(newssem)29)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의 원

격수업지원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상수업과 출결관리 등 사이버학급형 LMS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스 123’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하루’ 활동에서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유

치원이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공유하고 문제나 갈등 상황에 한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유아-유치원-

가정’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만족

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96.2%가 설문에 참여했고, 설문 참여자 중 95% 이상의 학

부모가 교육플랫폼 활용에 ‘만족’ 한다고 반응하였다.

29) 뉴쌤 http://new.ssem.or.kr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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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1] 클래스123 및 뉴쌤 활용 화면

클래스123 활용 화면 뉴쌤 활용 화면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서울명일유치원 미래교육, 유치원도 함께해요!. 서울교육, 겨울호(245호).

이 외에도 명일유치원은 유아 상으로는 360° VR 안전체험, Merge Explorer 

앱으로 지구 및 우주에 해 탐구활동, 크롬 뮤직랩, QR코드를 활용한 음악놀이 

등 유아 디지털 기반 학습을 실행하고 있었다. 영상 자료 제공 위주로 이루어졌던 

안전체험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기기를 활용해 VR 체험을 함으로써 보

다 현실감있게 안전체험을 실시하였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구 내부의 모습을 머

지큐브를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태블릿 PC를 유아에게 제공하여 크롬 뮤직

랩을 이용한 음악수업과 미러링 기능을 통한 자료 공유 등을 유아가 주도적으로 

기기를 조작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

양한 디지털 기기 자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방안을 중점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림 Ⅳ-2-12] 서울명일유치원 디지털 기반 활동 사례

HMD 기기를 통한 VR 
지진체험

머지큐브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태블릿 PC를 활용한 음악 수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서울명일유치원 미래교육, 유치원도 함께해요!. 서울교육, 겨울호(245호).

교사의 경우 유아의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해 원드라이브· 스마트TV 미러링,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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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마운트기기, 머지큐브, 태블릿 등의 기자재와 각종 앱, 프로그램 활용 기술을 습

득하기 위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저희는 근데 어떻게 고경력자가 굉장히 많은 집단이에요.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거를 좋아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서로 이제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젊다고 

잘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인드 같아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직접 활용

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퍼뜨리고 이거를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앱이나 도구

를 배우고 서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 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디지털 활용 수업에서의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에 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기관의 예산으로 앱을 구매하는 행정적인 문제와 구성원과 원장의 

마인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근데 다 많이 알고 계신 게 앱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하는 자체

가 불가능하더라고요. 패들렛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해외에서 구매

를 해야 되고 해외 사이트로.. 그래서 막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가지 않으면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혼자 끌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성원의 마인

드가 이렇게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장 선생님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지원과 자유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교사들이 그렇게 열

심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위기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성을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한 교사의 디지털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기자재 및 SW에 한 정보와 선정 과정

에서 시간과 비용 등 문제가 나타나므로,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ICT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영상 프로그램도 배우고 싶은데 솔직히 하나 배우고 적용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

리거든요. (중략) 저희가 클래스123 선택할 때에도 앱을 한 7~8개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 다 가입을 하고 이걸 해보고 이걸 해봐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이런 기자재든지 다 그런 일단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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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기자재를 알아야죠. 마이크 종류는 또 어찌나 많은지 캠 종류

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구매해서 

내가 이걸 적용하기도 힘든데 마이크는 뭘 사야 되는지, 종류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셋째로, 유치원의 디지털 환경이 유아의 일상생활이나 가정환경에 비해 낙후되

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에서 초중등 학교의 노후시설에 투자

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시설 투자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였다.

유치원이 디지털 환경 구성이 뒤쳐졌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교실에 있는 텔

레비전을 바꾼 다음에 “얘들아. 이런 기능이 된다.” 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우리 집도 그

런데요.” 하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 보니까... 교실의 환경이 최소한 일상생활과 가

정과는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초등이랑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하면서 

디지털에 가까워졌더라고요. 360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적용

을 해보시고 그에 관련한 연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유치원이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집단

도 작고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보니 연수가 부족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학교가 안 변했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이제 막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학교 투자할 때 유치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데 제외되었죠. 

컴퓨터도 몇 년 사용하면 옛날 것이 되고 사양이 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 시설에는 

투자를 안 하는구나. 전자 칠판도 유치원은 배제가 되어 있는데 다 들어오면 좋겠더라고요.

라) 디지털 공간의 특성

서울명일유치원의 유아교육공간과 공간혁신 요소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표 

Ⅳ-2-9>와 같다. 연결성은 유아-유치원-가정 간의 연결 방법으로 클래스 123과 

뉴쌤을 활용하여 비실시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디지털을 통해 이용하고 있었다. 창

의성 측면에서 각 교실에서 ‘내가 만드는 하루’ 활동을 실행하여 각각의 유아가 주

도적으로 놀이를 계획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도움을 주고, 성찰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구와 디지털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

었다. 창의적 공간 사례로는 미디어실(실감형 인터랙티브 도서관)로 유아의 놀이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반응형 콘텐츠를 통해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자율성 측면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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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내고 교사와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클래스 123을 사용하면서 유아 스스

로 활동을 평가하고 친구들 활동에 의견을 올리는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안전성은 클래스123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친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유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삭제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미성은 자연과 어우어지는 공간 구성과 열린 도서실 등에서 심미적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Ⅳ-2-9> 서울명일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특징

특징 내용

연결성

• 클래스123과 뉴쌤을 이용한 유아-유치
원-가정 연계 공동체 활동: 아이들이 
집에서도 엄마 이거 올려주세요.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한테 올려주세요. 그러니
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며 보냈구나 
하고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내 놀이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다른 친
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창의성

• 아이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살리는 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가 만드는 하루’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하루를 계획
하고 친구들이 같이 하루를 그 방법대
로 놀이를 하는,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 미디어실을 활용하면서 몇 번 하고 나면 
좀 애들이 흥미를 잃지 않을까 그런 생
각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흥미 위주
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현재는 여기서 이 공간 자체
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동극이나 이런 
배경으로도 화면을 활용할 수 있고, (중
략) 이쪽 콘텐츠는 화면에 아이들이 색
칠한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함
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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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이 직접 현장에서 사진 촬영한 자료임. 

5)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은 1982년에 개원하여 2022년 2월 기준으로 3702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치원이다. 만 3세-만 5세의 유아를 상으로 총 9개의 반

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생은 199명이다. 이 유치원의 교육철학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자발성 본성에 기초하여 올바른 교육환경만 주어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스스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학부설 유치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인천재능 학교의 AI & Boi Frontier 정책에 맞추어 AI 등 

에듀테크 활용 놀이 교육을 연구 및 실행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교육부에서 주

관하는 미래형 시범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 AI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의 유아중심, 

특징 내용

자율성

• 아이들이 이미 다 알아요. 확실히 직관
적인 그런 게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설명
서를 듣고 그 방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
는 반면 아이들은 일단 해봐요, 접근하
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안전성

• 아이들이 표현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거
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친
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이거
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는 건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우
리 모두가 봤을 때, 다른 부모님들이 봤
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아이
들이 그러면 여기는 지워주시고요 하고 
다른 문장으로 올려요. 그런 것도 그런 
시민 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

심미성
• 창문을 통해 자연을 보며 열린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교실근처에 복도에 
도서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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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중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I․온라인콘

텐츠 활용 창의, 상상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 놀이 및 체험중심의 AI․온라

인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방법 적용, AI 리터러시를 보유한 미래형 교육자 역량강

화, AI기반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학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의 AI기반 교육과정 주요사업을 정리하며 <표 Ⅳ

-2-10>과 같다. 

<표 Ⅳ-2-10>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의 AI기반 교육과정 주요사업

주제 주요내용

AI.온라인콘텐츠 활용 창의, 상상교육을 위
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

유아놀이와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발달에 적합한 에듀
테크 놀이환경을 마련하여 운영

놀이 및 체험중심의 AI.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방법 적용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코딩로봇놀이, 증강현실놀이, 
가상현실놀이, 3D펜 놀이 등 AI.온라인 콘텐츠 활용 체험중
심, 놀이중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유아의 창의융합, 상상
력, 문제해결력을 지원

AI리터러시를 보유한 미래형 교육자 역량
강화

AI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및 워크숍, AI포럼 등을 실시하며, AI리터러시를 보유
한 미래형 교육자로서 전문성 향상

AI기반 유치원 운영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
유아교육과와 AI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공동연구 및 프로그
램 적용사례공유 등을 통하여 놀이중심, 체험중심의 AI기반 
교육환경을 지원

자료: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홈페이지, https://kids.jeiu.ac.kr/h_edu/curriculum.asp(2022. 12. 20. 인출)

가) 디지털과 유아

인천재능학교 부속유치원은 4차 산업혁명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유아교육

에서도 미래형 교육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에 원장, 원감, 교사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AI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있었다. 특

히,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

성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AI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였다. 

AI 및 에듀테크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해 전 교실에 전자칠판과 AI 스피커, AI 카메

라,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AR(증강현실), VR(가상현

실), 코딩로봇, AI 블록 등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하드웨어 및 환경구축

과 각종 AI 활용 놀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Zoom, Classting, 

Padlet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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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이 이미 디지털 세 로서 AI 및 에

듀테크 도구들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

라서 독립된 공간이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AI 및 에듀테크 활동을 구성하기보다

는 기존의 놀이환경에 AI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놀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연령이 어린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의 작동법이나 조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걸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일

상의 경험 안에서도 충분히 AI 스피커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정에서 

활용한 것들에 대한 선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가요.  

나) 공간의 개발과 활용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의 특징을 살펴

보면 AI놀이 환경, 스마트 놀이 환경, 그리고 온라인 놀이 환경을 유연하게 구축하

고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공간을 따로 두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다양한 교구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자칠판을 교실마다 배치하여 교사와 함께하는 활동 중에

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하원 후에도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놀

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AI 놀이 환경에서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

이를 하고 이를 발표하고,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오늘의 날씨를 묻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저희 지금 교실에는 3D펜도 있고, 코딩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각 학급에 있는 전자칠판을 

활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발표할 때 활용

하기도 해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놀이 중에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관심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놀아요. 기존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관심있는 아이들은 코딩블록이

나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AI 스피커라든지요.

사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일반적인 놀이가 훨씬 많죠. 근데 그 안에서 로봇 몇 대 전자 칠

판 이렇게 있는데 그 활용성은 관심 있는 어린이들 따라 관심 있는 어린이들에 따라서 달라

져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일반적인 놀이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 미래형 교

육과정 하기 이전에 비해서 디지털 관련 기기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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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3] 인천재능대학교 부설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또한, 라인 트레이싱이 되는 코딩로봇을 활용하여 로봇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에 자유롭게 길을 만들어서 길을 찾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옆 교

실에 물건을 전달할 때 바닥에 길을 만들어서 길을 따라가게 하는 AI 로봇을 활용

하기도 하였다. 옆 반과의 공간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코딩로봇이 사용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다른 놀잇감

과 함께 AI 로봇, AI 스피커, 블록 코드 등을 자유롭게 융합하여 놀이를 하고 있었

다. 다음의 표는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개정누리과

정 5개 영역과 에듀테크 및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표 Ⅳ-2-11>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의 AI및 에듀테크 활용 놀이수업

영역 내용범주 활동 내용 활용한 테크놀로지

AI와 신체놀이
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Just Dance를 활용하여 신체활동하
기, 코딩블록 및 로봇을 활용하여 놀이
하기, AI로봇과 스포츠하기, 안전체험
과에서 체험하기 등

코딩블록, AI로봇, VR 
HMD기기, VR카드보
드

AI와 소통하며 
놀이하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
지기

AI스피커와 대화나누기, Speechnots 
앱을 활용하여 놀이하기,AI로봇으로 
친구에게 편지전달하기 등

AI스피커, 스마트폰, 
AI로봇

AI와 함께 더
불어 놀이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 

VR박물관 경험하기, Zoom을 이용하
여 재능마당 참여하기, Google us로 
우리 동네 찾아보기 등

VR HMD기기, VR카
드보드, Zoom, 스마
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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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2021). 미래형 시범유치원 보고서.

이러한 미래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놀이중심의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교

사들을 위한 AI 교육 관련 연수가 없어서 유아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아용으로 개발된 콘텐츠가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자체적으

로 스터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유아용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에게 적합한 AI 및 에듀테크 기기들에 한 

정보가 없어서 교사들이 1개씩 기기를 사서 테스트를 직접 해가면서 유아들을 위

한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연수가 없어요. 교사용 연수로 있는 것들이 대

부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에서는 엔트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유치원 

수준에 있어서 유아들에게 엔트리를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수를 들어도 저희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공부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유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가 없었다는 거요. 이제는 놀이

중심의 AI 교육을 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례 공유도 조금씩 되는 것 같긴 한

데. 초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교사들이 하나씩 구입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 추가 구입해서 

아이들이랑 해 보고 했는데, 디지털 기기들이 금액도 비싸고 잔고장도 많아서, 약간 처음에

는 어린이들이 막 다루려고 하면 막기도 하고 그랬어요. 

올해는 만 5세랑 하고, 작년에는 만 3세랑 지냈었는데, 만 3세 어린이한테 인공지능에 대

해서 한 번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까 이게 연령별로 수준 차이가 좀 크고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인공지능요소 관련해서 어

쨌든 놀이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 거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그냥 

영역 내용범주 활동 내용 활용한 테크놀로지

AI로 예술놀이
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아름다운 장면 
촬영하기, AR미술놀이하기, 3D펜으로 
입체작품 만들기, 구글아트의 VR작품 
감상하기 등

스마트폰, 태블릿 PC, 
3D펜

AI와 함께 탐
구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별자리 앱으로 별자리 알아보기, 코딩
블록과 로봇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디지털 현미경 렌즈로 관찰하기, 
Merge Cube로 태양계 감상하기 등

스마트폰, 코딩블록, 
AI로봇, 디지털 현미경 
렌즈,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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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용을 주입한다기보다는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 개별

마다 성향이나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 달라서 놀이는 하면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활동에 

적용되는 그런 인공지능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AI 교

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도 아이들 눈높이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

은 것 같아요. 

다) 공간의 특징

유아교육공간의 혁신의 5요소와 인천재능 학교 부설유치원의 디지털 공간상의 

특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연결성 특징으로 코딩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사용

하는 교실 간 소통을 하고 있었다. 길을 따라가는 라인트레이싱 로봇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실제로 옆 반에 물건 등을 전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창의성은 어린

이들의 놀잇감의 배치에 있어서 기존의 놀잇감과 함께 디지털 교구들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교구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초기에는 따로 교구들을 배치해놓기도 하였는데, 유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

고를 위해서 디지털 교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배치하여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있었다. 자율성은 유아들이 전자칠판, AI카

메라, AI스피커, AI로봇 등의 디지털 교구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구들도 놀잇감의 일부라는 인식과 

함께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안

전성에서는 디지털 기기들이 유아가 손쉽게 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위치를 

고려하고, 잔고장이 없는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구입하고 사용하

여 꼼꼼하게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미성에서는 이 유

치원은 건물 전체가 자연 채광을 중요시하여 설계되어 있었고, 각 교실 뿐만 아니

라 실외놀이터와 연결되는 로비 공간에도 통창으로 채광을 확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모래 등이 있는 실외공간도 유아들을 위한 벤치를 아름답게 꾸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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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2> 인천재능대학교 부설유치원의 디지털 공간 특징

특징 내용

연결성

• 교실 복도에 아이들이 옆 반과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로봇이 이 길을 따라서 
움직여요. 엊그제는 옆 반에서 풀이랑 가
위 같은 도구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로봇
에게 이 길 따라서 전달하라고 시켰죠

창의성

• 저희가 디지털 기기 공간 영역을 만들어
서 구성해 놓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렇게 해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서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 따로 디지털 공간만 구성하면 다른 놀이
들을 할 때, 그거 융합되는 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
는 장소 그 정도만 정해놓고 어린이들이 
놀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 그니까 하나의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 아이디어로 다 다
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거든요. 그리
고 그것도 반마다 그 놀이하는 또 방법이
랑 진행이 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율성

 

• 로봇 몇 대 전자 칠판 이렇게 있는데 그 
활용성은 관심 있는 어린이들 따라 관심 
있는 어린이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 스마트 기기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놀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게 더 효과적이라
고 이제 판단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
잇감을 찾아서 하는 거죠.

• 놀잇감 중에 일부 그냥 놀잇감이라고 생
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자 칠판
도 어쨌든 디지털 기기잖아요. 그래서 그
런 것들도 전자 칠판도 어린이들이 되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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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에서 시흥시청어린이집,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유치원, 서울 그림유치원, 

서울명일유치원,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래유아교육

을 위한 공간혁신 요소로 창의성, 자율성, 안전성은 5개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으

며, 연결성과 심미성은 4개의 기관에서 나타났다.

특징 내용

안전성

• 근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커
야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데 그
렇게 크기가 커지면 높이 달릴 수밖에 없
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높이 또 사용하기
에 제한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높이
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 기기
들이 이 유치원 현장에 이 연령 어린이들
한테 맞는 그런 기기가 더 개발됐으면 좋
겠어요

• 어린이들의 수준으로 기기들이 개발이 되
는게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이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내구성도 
튼튼해야 하는데 사실 약해요. 

심미성

• 1층에서 바깥놀이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요. 
강당과 1학급이 있는 2층으로 가는 계단
과도 개방감이 있어요. 바깥도 초록 나무
들이 보이고요. 

• 바깥의 모래놀이 공간을 나무중심으로 아
이들이 쉴 수 있는 예쁜 의자를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264

기관명 연결성 창의성 자율성 안전성 심미성

시흥시청어린이집 0 0 0 0 0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0 0 0 0 -

그림유치원 - 0 0 0 0

서울명일유치원 0 0 0 0 0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0 0 0 0 0

<표 Ⅳ-3-1> 공간혁신 요소별 분석

각 교육기관별로 디지털 공간의 개발과 활용, 디지털 공간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3-2> 교육기관별 디지털 공간의 특성

기관명 디지털 공간의 특성

시흥시청
어린이집

□ 개요
 ‐ 직장어린이집
 ‐ 스마트어린이집 모델 개발 및 적용 사업에 참여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안면인식, 생체신호 측정, 실내환

경 측정 및 자동조절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
 ‐ 영유아의 반응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사가 확인하고 유아 개인별로 맞춤형 

돌봄 및 놀이가 가능
 ‐ 실내와 야외 공간은 각기 놀이터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디지

털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 있음
□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연결성: IoT기반의 활동데이터 수집 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의 

연결, 유아·교사·학부모와의 연결, 공간과 구성원 간 연결
 ‣ 창의성: 코딩블록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로봇 만들기 놀이 수행
 ‣ 자율성: 태블릿PC로 책을 보거나 식물을 관찰하는 활동 및 코딩블록으로 로봇을 

만드는 활동 수행 
 ‣ 안전성: 푹신하고 다양한 색깔의 매트리스, 온습도 조절과 미세먼지의 위험을 예

방을 위한 공기청정기, 스마트 식물 공기 정화기, 충전기 및 와이파이 설치
 ‣ 심미성: 숲 속에 있는 듯한 나무 오브제를 활용하여 교실에서 숲속과 같은 청정한 

향기와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미적인 요소로 사용. 교실은 밝은 색상과 친자연적 
색깔인 나무색으로 구성

공주대학교 사범
대학
부설유치원

□ 개요
 ‐ 국립유치원
 ‐ 2022년 AI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누리과정 운영방안 연구 수행
 ‐ 디지털 요소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
 ‐ AI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교실안에서 공간을 두어 관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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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디지털 공간의 특성

수업이나 놀이시간을 구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업과 일상생활에 융합되어 사용
 ‐ 개인별 태블릿, 코딩 로봇, 스마트 팜, 책 읽는 램프, 인공지능 스피커, 증강현실, 

로봇, 홀로그램 등을 구비하여 놀이중심 수업에서 활용
□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연결성: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AI기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가정

의 이해와 가정과 유아들 간의 연결 촉진
 ‣ 창의성: 유아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한 교육 앱의 활용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함
 ‣ 자율성: 유아들이 접근 가능한 시간에 자신의 흥미에 맞추어 자유롭게 사용함. 디

지털 요소에 대한 조절능력이 가정보다 유치원에서는 더 높게 나타남
 ‣ 안전성: 교육의 목표에 단순히 이해와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치교

육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를 유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서울 그림유치원

□ 개요
 ‐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기관
 ‐ L사의 미디어교육 시범 유치원
 ‐ 디지털 공간으로서 별도의 공간이나 특정 시간을 두어서 구성하기보다는 교실안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점
 ‐ 교육전반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공간적 요소로서의 빛과 연결된 투

명성을 결합하여 공간을 활용
□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창의성: 유아 수준에 맞는 디지털을 사용하고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

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자율성: 자신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롭게 다

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안전성: 협력업체인 L사에서 wifi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기기의 관리와 수리를 

맡아서 수행함
 ‣ 심미성: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고려하여 빛, 색, 교구와 디지털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함

서울명일유치원

□ 개요
 ‐ 공립 단설 유치원
 ‐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미래교육 연구과제 수행
 ‐ 미래 역량인 자기주도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목표로 함
 ‐ 유아·유치원·가정이 하나가 되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추진
 ‐ 2021년 미디어실(실감형 인터랙티브 도서관)을 구축하여 놀이, 게임, 동극 배경 

등으로 활용. 개별 태블릿과 어린이용 헤드셋 구비
 ‐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클래스 123’ 교육 플랫폼 활용,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뉴

쌤(newSSEM)’ 프로그램 사용
 ‐ 이 외에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해 360° VR안전체험, Merge Explorer 앱으로 

지구 및 우주에 대해 탐구활동, 크롬 뮤직랩, QR코드를 활용한 음악놀이 활용
□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연결성: 유아-유치원-가정 간의 연결 방법으로 클래스 123과 뉴쌤을 활용하여 

비실시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디지털을 통해 이용 
 ‣ 창의성: 각 교실에서 ‘내가 만드는 하루’ 활동을 실행하여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를 계획·실행·성찰함. 미디어실(실감형 인터랙티브 도서관)은 유아의 놀이와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반응형 콘텐츠를 통해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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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자율성: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유아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플랫
폼 안에서 유아 스스로 활동을 평가하고 친구들 활동에 의견을 올리는 활동을 함
께 수행

 ‣ 안전성: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친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유아들 스스로 삭제하는 등 배려하여 운영함

 ‣ 심미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 구성과 외부공간이 보이는 열린 도서실 등에 심
미적 요소들을 포함함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 개요
 ‐ 대학부설 유치원
 ‐ 개정누리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
 ‐ 2020년부터 AI 등 에듀테크 활용 놀이 교육을 연구 및 실행
‐  AI 및 에듀테크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해 전 교실에 전자칠판과 AI스피커, AI카메

라,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구비함
 ‐ AR, VR, 코딩로봇, AI블록 등 하드웨어 및 환경 구축
‐  각종 AI활용 놀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Zoom, Classting, Padlet 등 플랫폼 사용
□ 디지털 공간의 특성
 ‣ 연결성: 코딩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실 공간을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  AI놀이 환경, 스마트 놀이 환경, 온라인 놀이 환경을 유
연하게 구축

 ‣ 창의성: 유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디지털 교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배치하여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 자율성: 유아들이 전자칠판, AI카메라, AI스피커, AI로봇 등의 디지털 교구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가짐.  디지털 교구들도 놀잇감의 일
부라는 인식과 함께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함 

 ‣ 안전성: 디지털 기기들이 유아가 손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고장이 
없는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구입하고 사용하여 꼼꼼하게 안전성
을 확인함

 ‣ 심미성: 건물 전체가 자연 채광을 중요시하여 설계됨. 나무와 모래 등이 있는 실
외공간도 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임



01 전문가 조사 결과

02 교원 조사 결과

03 소결

V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





269

Ⅴ.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

1. 전문가 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1) 응답자 특성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조성을 본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35명을 선

정하였다. 전문가는 미래교육, 공간혁신, 건축, 유아교육과 보육 등 관련 분야의 

표성을 가진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진들의 전문가 선정회의를 거쳐 전문가 의견조사 상자 추천을 받거나, 관련 연구

자들의 추천을 통해 상자를 선정하였다. 전문가는 관련 영역에서 최소 10년 이

상의 경력자를 선정의 기준으로 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35명의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32명(91.4%), 남성 3명(8.6%)이었다. 연령은 평균 52.3세로 60  5명

(2.0%), 50  18명(51.4%), 40  11명(31.4%), 30  22명(2.7%) 순으로 나타났

다. 최종 학력은 박사가 22명(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가 11명(31.4%), 학

사가 2명(5.7%)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학위 전공은 유아교육이 18명(51.4%)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이 7명(20.0%), 교육학이 5명(14.3%), 아동

학/아동복지가 4명(11.4%), 건축학이 1명(2.9%) 순이었다. 직책의 경우, 학계 17

명(48.6%), 행정가 9명(25.7%), 현장 전문가 8명(22.9%), 기타 1명(2.8%) 순이었

다. 근무경력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3명(8.6%), 16년 이상이  32명(91.4%)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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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N=35)

단위: 명, %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자 32 91.4
남자 3 8.6

연령
(평균: 52.3)

60대 5 14.3
50대 18 51.4
40대 11 31.4
30대 22 2.7

최종 학력
학사 2 5.7
석사 11 31.4
박사 22 62.9

최종 학위 전공

유아교육 18 51.4
아동학/아동복지 4 11.4

특수교육 7 20.0
교육학 5 14.3
건축학 1 2.9

직책

학계 17 48.6
행정가 9 25.7

현장전문가 8 22.9
기타 1  2.8

근무경력
11년~15년 이하 3 8.6

16년 이상 32 91.4
총 합 100 100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구성은 선행연구, 관계부처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 현장방문, 정책포럼 등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결과에서 미래 영유아학교 구성요인 중,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문항들의 

수렴도를 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차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오프라인으로

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활용하여 1차 델파이조사지와 조사지침을 응답자에게 전하

였다. 온라인조사는 웹 방식의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조사 참여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항목에 

한 양적 의견 조사로 문항에 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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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구성내용

1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 유네스코 미래 보고서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미래 모

델에서 제안한 바가 미래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영향력, 주요과제
-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이 2-3년안에 설립되었을떄의 시나리오(방향, 핵

심요소)

2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소
(혁신성, 실현가능성)

-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

3 추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 기술

4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직책, 최종학위 및 전공

<표 Ⅴ-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구성내용

1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소
(혁신성)

-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2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소
(실현가능성)

-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3 추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 기술

4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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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패쇄형과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회의를 거쳐 질적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방형으로 서술된 내용에서 2차 전문가 델

파이 조사에서 다룰 유의미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

된 요소(혁신성, 실천가능성) 항목에 관하여 1, 2차 조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내

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

ce: CV)를 도출하였다. 평균이 높으면 델파이 조사 문항에 한 중요도 평가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σ)를 산술평균(μ)으로 나눈 것이

다. CV값이 0.5보다 낮을 경우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CVR은 델파이 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으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조 연, 2009). 본 연구에서는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 35명일 때, .31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요소의 혁신성과 실천가

능성의 평균을 교차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LFF(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1사분면에 위치한 정책들은 정책우선순위로 2, 4분면은 정책

차순위, 3사분면은 정책 후순위로 해석할 수 있다.

나.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1)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3

순위)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순위

별로(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33명(94.2%)이, 2순위, 3순위 ‘유아 디지털 환경의 변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에 각각 16명(45.6%), 10명(28.6%)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3순위의 경우, ‘기후

변화, 기후위기’, ‘전염병의 주기절 창궐(코로나 등)’, ‘전연령  전세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강화’에 각각 10명(20.0%) 응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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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단위: 명(%)

영향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33(94.2) 1(2.9) 1(2.9)

2 기후변화, 기후위기 1(2.9) 6(17.1) 7(20.0)

3 유아 디지털 환경의 변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1(2.9) 16(45.6) 10(28.6)

4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코로나 등) - 10(28.6) 7(20.0)

5 글로벌화로 국가의 인구이동 증가 - 1(2.9) 3(8.5)

6
전연령대 전세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강화(원
격교육 및 평생교육 강화)

- 1(2.9) 7(20.0)

7 기타 - - -

총합 35(100)

그 밖의 의견을 살펴보면, 인구 관련 요인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신도시 인

구 집/구도심 인구 감소, 지역소멸, 빈부에 따른 교육, 소득격차 강화, 교육의 

지역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다가치 사회 요인으로 

인간과 교육에 한 관점 변화, 다양한 가치관 공존세상, 다문화사회, 북한과의 동

일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회재난, 사회경제적 불안, 전쟁과 범죄에 한 

의견, AI와 로봇의 노동 체 및 생산 인구의 소득 저하로 인한 양극화 현상에 

한 의견, 여성 취업인구 증가, 유보통합(이원화된 교사 체제), 학교교육의 붕괴/경

쟁적 학교 문화, 체에너지 등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다. 

나) 유네스코 미래 보고서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미래 모델에

서 제안한 바가 미래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영향력, 주요과제

유네스코 미래 보고서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시

 미래상이 미래 영유아학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는지에 해 

‘매우 많이 변할 것임’이 15명(43.0%), ‘다소 변할 것임’, ‘많이 변할 것임’이 각

각 10명(28.5%) 였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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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유네스코, 다보스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미래상이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변화의 정도

단위: 명(%)

문항
변하지 

않을 것임
다소 

변할것임
많이

변할 것임
매우 많이 
변할 것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영유아학교는 

먼미래 없어질 것임

기타 총합

변화의 정도 - 10(28.5) 10(28.5) 15(43.0) - - 35(!00)

다)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우선 순위)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우선 순위)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

보면, 1순위에서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

정의 개발 및 적용’ 12명(34.3%)이, 2순위에서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

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9명(25.7%)이, 3순위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

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 10명(28.6%)이 가장 높

게 응답하였다. 

<표 Ⅴ-1-6>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우선 순위)

단위: 명(%)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학습법 도입(협동학습 
등)

7(20.0) 5(14.2) 4(11.4)

2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
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12(34.3) 7(20.0) 5(14.2)

3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9(25.7) 9(25.7) 6(17.1)

4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
(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

1(2.9) 7(20.0) 10(28.6)

5
전 연령대, 전세계의 학습자들에게 교육제공
(원격교육기반 구축, 평생교육 강화 등)

- - 2(5.9)

6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접근 강화 6(17.1) 5(14.2) 5(14.2)

7 다문화, 이민자 교육에 대한 배려교육강화 - 1(2.9) 1(2.9)

8 양성평등(성평등) 및 정치교육(시민성 교육) 강화 - 1(2.9) 2(5.9)

9 기타 - - -

총합 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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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 산업혁명이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요소(우선 3순위)

4차 산업혁명이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요소(우선 3순위)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

면, 1순위에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의 변화)’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

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10명(40.0%)‘이, 2순위에서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

(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13

명(37.1%)이, 3순위에서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 11명(31.4%)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Ⅴ-1-7> 4차 산업혁명이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요소(우선 3순위)

단위: 명(%)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
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14(40.0) 5(14.2) 6(17.1)

2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
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14(40.0) 13(37.1) 2(5.9)

3
교육평가(예: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등, 에듀테크
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등)

2(5.9) 5(14.2) 7(20.0)

4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

3(8.5) 7(20.0) 11(31.4)

5
기술 인프라(예: 첨단기술 인프라 강화, 학습분석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 가상공간에서의 수업 등)

1(2.9) 3(8.5) 4(11.4)

6
조직과 교직업무(예: 교사의 업무 방식과 직무 재
조직, 협력 설계 등)

1(2.9) 7(20.0) 5(14.2)

7 기타 - - -

총합 35(100)

마) 미래 영유아학교(시범학교 가정)가 2-3년 안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를 그

릴 때 가장 적합한 미래학교 상(image)

미래 영유아학교(시범학교 가정)가 2-3년 안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를 그릴 때 

가장 적합한 미래학교 상(image)을 살펴보면,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가 12명(34.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1세기 역량 등 미래사회의 인재 또는 시민을 양성을 위해 주로 교육변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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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가 11명(31.4%)‘였다. 기타

의견으로 미래사회 영유아학교에 한 공통된 핵심요소를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영유아학교 공교육/공보육 모델학교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한국형 영유아교육과

정 및 영유아학교 조직 모델이 제안되어야한다는 의견이 1명(2.9%) 있었다. 

<표 Ⅴ-1-8> 가장 적합한 미래 영유아학교 상(image)

단위: 명(%)

미래 영유아학교 상(image) 빈도(비율)

1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당면한 교육, 보육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정
상화된 공교육/공보육 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

4(11.4)

2
21세기 역량 등 미래사회의 인재 또는 시민을 양성을 위해 주로 교육변화에 초점
을 두는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

11(31.4)

3
영유아교육과정 및 영유아학교 조직 등 현재의 공교육/공보육에서 볼 수 없는 매
우 혁신적인 모델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5(14.2)

4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12(34.2)

5
지역공동체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공교육/공보육의 재개념화를 실험할 미래 영유
아학교

2(5.9)

6
기타(미래사회 영유아학교에 대한 공통된 핵심요소를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영유
아학교 공교육/공보육 모델학교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한국형 영유아교육과정 및 
영유아학교)

1(2.9)

총합 35(100)

바)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이 2-3년안에 설립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방향, 핵심

요소)

미래 영유아학교(시범학교 가정)가 2-3년 안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 중, 방향과 

핵심윽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177개의 요소

를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즐겁고 함께하는 영유아학교 42명

(23.7%),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36명(20.3%),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학교 

21명(11.9%), 디지털 미래 영유아학교 30명(17.0%),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컬 

영유아학교 10명(5.7%),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유아학교 19명(0.7%), 국가책임, 

통합형 영유아학교 19명(0.7%)이었다. 즐겁고 함께 하는 영유아학교,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디지털 미래 영유아학교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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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가장 적합한 미래 영유아학교 상(image): 방향과 핵심요소

단위: 명(%)

핵심요소 내용 빈도(비율)

1 즐겁고, 함께하는 영유아학교
협력, 인성교육, 영유아중심 놀이, 관
계지향문화 

42(23.7)

2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저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자연체험 36(20.3)

3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학교
안전지향성, 건강지향성, 쾌적한 시스
템,신체발달지원, 안정성지원 

21(11.9)

4 디지털, 스마트 영유아학교
디지털기반, 테크놀로지기반,공공데
이터활용 

30(17.0)

5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컬 영유아학
교

다문화, 개방화, 국제화, 지역사회연
계 

10(5.7)

6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유아학교
개별영유아 맞춤형, 창의성, 독창성, 
예술적감각, 다양성

19(10.7)

7 국가책임, 통합형 영유아학교
돌봄기반 교육, 국가책임, 무상교육,
교육복지

19(10.7)

총합 177(100.0)

2)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소30)

전반적인 분석결과, 8개 미래학교 설립운영 요소 영역의 67개 하위 요소 중, 혁

신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4.0점 이상의 하위요소는 65개,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4.0점 이상의 하위요소는 29개였다. 즉 실현가능성의 경우, 2-3년 정

도의 가까운 미래보다는 5-10년 이후에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

학교의 설립운영 요소별로 각 하위요소에 한 혁신성과 실행가능성 인식 기술통

계를 평균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학교의 비전 요소’는 혁신성에서 6)새로운 영유아학교 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

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4.32

점),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역량을 추구한다(4.29점),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 

등을 통해 미래세 를 양성한다(4.29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3)영유아중

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4.29

점), 2)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 등을 통해 미래세 를 양성한다(4.14점)가 높게 나

30) 1차, 2차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 CV, CVR 값은 부록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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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2), 3)을 제외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0>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
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4.29 .96 3.89 .87 .41 2.11*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
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
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29 .79 4.14 .81 .15 .98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
법을 통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
를 촉진한다.

4.24 .84 4.29 .71 -.05 -.28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
로의 접근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
도한다,

4.03 1.15 3.43 .78 .60 3.90***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
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한다.

4.29 .96 3.57 .92 .72 3.62**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
아, 학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4.32 .90 3.43 1.17 .90 4.29***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
의 영유아학교를 추구한다. 

4.15 1.06 3.49 1.10 .66 3.17**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
아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
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
인 등 교육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개
방체제로 운영한다.

4.03 1.04 2.97 1.04 1.06 6.27***

나)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혁신성에서 4)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4.63점), 10)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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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4.54점),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한다.(4.40

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10)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

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4.26점), 6)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

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4.17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4),7),8),10),1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1>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으로 누리과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3.71 1.10 3.77 1.00 -.06 -.35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의 내용에 디지털(에듀테크), 기후
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4.29 .86 3.91 .82 .37 2.61*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4.14 .81 4.03 .92 .11 .68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
(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
화 등)

4.63 .55 3.94 .87 .69 4.68***

5 유-초 연계를 강화한다. 4.06 .94 3.74 .92 .31 1.77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4.31 .96 4.17 .86 .14 .68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정을 현실화한다.

4.40 .85 3.74 .74 .66 3.42**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26 .92 3.74 1.04 .51 3.20**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29 .83 4.00 .84 .29 1.62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
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
록 한다.

4.54 .70 4.26 .70 .29 2.05*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4.09 .82 3.77 .77 .31 2.07*

다)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은 혁신성에서 4)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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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

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4.49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1)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4.54점), 2)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4.49점), 3)비형

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

문)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12>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
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4.26 .98 4.54 .66 -.29 -1.41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23 .88 4.49 .61 -.26 -1.30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
부한 학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
관, 지역사회 방문)하여 가정-지역사
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
되는 수업을 한다.

4.29 .89 4.43 .74 -.14 -.80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
페인 등)

4.49 .74 4.26 .70 .23 1.44

라)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는 혁신성에서 4)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

가자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4.34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

에서 3)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

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4.17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번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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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3>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마)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은 혁신성에서 7)데이

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4.49점), 1))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

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4.40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

에서 5)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

한다(4.09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 5)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4>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한다. 

4.09 .781 4.03 .82 .06 .27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4.11 .758 4.09 .74 .03 .17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
/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
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담 등에 활용
한다. 

3.94 .838 4.17 .75 -.23 -1.14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
한 평가자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4.34 .639 3.83 .92 .51 2.93**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4.40 .651 3.80 .83 .60 4.58***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
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17 .891 4.00 .87 .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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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운 혁신성에서 1)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

광유리, 옥상정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4.66점), 3)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

유아학교 건물을 설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4.51점), 

9)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4.51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7)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

다( 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4.31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 7)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5>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4.20 .901 3.40 .98 .80 4.51***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4.09 .887 3.66 .87 .43 2.87**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23 .877 4.09 .818 .14 .82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
공지능을 제공한다. 

4.14 .810 3.26 .852 .89 5.62***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4.49 .612 3.83 .923 .66 3.51**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
상정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4.66 .48 3.51 .85 1.14 8.00***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
계한다

4.49 .66 3.17 .82 1.31 8.07***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
을 설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4.51 .70 3.49 .82 1.03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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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운 혁신성에서 1)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

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4.54점), 3)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

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4.54점), 6) 장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4.49점)가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3)전문

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3.89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6>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
룸 등)

4.34 .73 3.89 .80 .46 2.68*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4.09 .98 3.91 .92 .17 .81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
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
유공간)

4.31 .83 3.89 .72 .43 2.27*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
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4.43 .88 4.31 .68 .11 .58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
아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4.49 .89 3.94 .91 .54 2.23*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
고 관리하는 공간)

4.51 .61 3.46 .78 1.06 7.17***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
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4.54 .66 3.66 .73 .89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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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은 혁신성에서 1)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

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4.60점), 6) 중앙정부, 교

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4.46점)이 높았으며, 실현가능성에서 1)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4.09점)이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7> 운영요소: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
스터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
성한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4.46 .74 3.66 .87 .80 4.91***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
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
아특수 등)

4.54 .66 3.89 .72 .66 4.64***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
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
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4.46 .66 3.69 .90 .77 5.21***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
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
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4.29 .93 3.37 .97 .91 6.10***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
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4.49 .66 3.34 .87 1.14 6.37***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60 .55 4.09 .78 .5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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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을 살펴보면, 1순위로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25명(71.4%), 2순위로 ‘영유아학교장의 리더

십’이 10명(28.5%), 3순위로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14명(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영유아 학부모 인식 개선(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한 지

식과 태도)’가 1명(2.9%) 있었다. 

<표 Ⅴ-1-18>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

단위: 명(%)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25(71.4) 4(11.4) 5(14.1)

2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1(2.9) 10(28.5) 3(8.4)

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 4(11.4) 7(20.0) 14(40.0)

4 영유아학교의 문화의 변화 4(11.4) 6(17.1) 2(5.9)

5 수업의 변화(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방법 모두 포함) 1(2.9) 6(17.1) 8(22.8)

6 돌봄, 방과후과정 등의 연계 2(5.9) 2(5.9)

7
기타(영유아 학부모 인식 개선(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

1(2.9)

총합 35(100)

하위 요소

혁신성 실행가능성
혁신성-

실행가능성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4.37 .73 3.97 .75 .40 2.29*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
후과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4.29 .86 3.49 .92 .80 5.68***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4.17 .95 3.49 .95 .69 4.08***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
봄의 질을 높인다.

4.37 .84 3.60 .95 .77 4.69***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
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
모 부담을 줄인다.

4.46 .74 3.74 .82 .71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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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요소 및 고려할 점, 추가 의견

교육주체(유아와 가정, 교원 등) 및 기관의 개별성(독특성) 존중과 보편성 추구의 균형

대한민국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어떻게 키울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기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함

유아교육자들의 거시적 관점으로 인한 개혁과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 증진,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수도권과 지방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환경에 차이가 심한 현실과 유아공교육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
하였을 때 혁신적 미래 영유아학교(명칭이 더 논의되어야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과정이 세밀하
게 계획 실행되어야하며 공보육의 가치가 존중되어 보육에 대한 교육의 상위적 위계 인식은 지양되어
야 함

1)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영유아들이 놀다오는 곳,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미래 영유아학교가 제 모습
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영유아교육의 체계성은 초중고 교육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
정이 가지고 있는 통합성, 융통성, 자율성이라는 특징이 영유아교육에 적합하긴 하나 초중고 교육을 하
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하나봅니다. 부모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을 전
공한 동료교사들이 영유아교육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교육청, 교육부의 정책과 인사채용 등에 영향을 미쳐 미래 영유아학교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사 학습공동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지역에 같이 사는 교수
(교사, 유아와 함께 지역 주민)가 교사학습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그 중심을 잡아 준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데, 청주시 8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관련 프로젝트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제, 예를 들어 “무심천 수달(점점 개체 수 줄어드는 문제)
“를 학습공동체 지도교수인 저, 교사들, 유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주요 문제로 받아들인 후 함께 머
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의식이 함께 성장하였으며 문제 해결도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동사무소, 지역사회 신문사와도 함께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
역사회 주민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요 키 워드는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
후위기시대’로 보는데, 그 어느 것이건 각 유아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
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분명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고, 여기에 더해 지역 안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됫받침되는 가운데 각 원장 및 교사에
게 자율성이 주어져야 비로소 좀 더 안심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
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지역의 교수(들)가 그 많은 유아교육기관들을 다 지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의 경우 8기관이 모인 교사 학습공동체(각 원당 2명)의 지도교수로서 이끌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사례를 1년에 1회씩 이 지역 유아교육기관 교사 대상의 교육을 통해 전파하는 식으로 해 나갔습니다. 

미래영유아학교의 운영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리적 안정공간이고 이를 위해서 학부모의 아동발
달에 맞게 유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가정과 학교에 만들어 주는 것임에 대해 서로 공감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아동발달의 놀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
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 영유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 열정있는 교사 양성이 필요, 인턴교사제 시행

우선 미래환경 변화를 체감하에, 대응 실행해야 할 인적 자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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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1)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관련 요소

가)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목표, 학교문화)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목표, 학교문화)’에 해당된 8개 항목 중, 1사분

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

은 1), 2)번이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

은 4), 8)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5), 6), 7)번이었고,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

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3)번이었다.   

현재의 주요 키워드인 다양성, 통합의 철학이 미래사회에는 보다 고도화 된 개별화, 융합의 철학이 주
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공간, 교사 배치, 행정 등이 개별화와 융합의 사
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게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서 다른 학교급의 교육보다 선진적이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음 초중
등 다른 학교급의 변화에 발맞추기 보다 유아교육 특성에 맞는 필요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인식 전환이나 준비하는 태도 갖춤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반 물적 환경은 준비될 수 있겠으나 인적 환경이 발을 맞추어가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변하지 않아
야할 영역인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에의 사명감이 예전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국
가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국가를 위해 24시간 아이
들을 돌볼 미래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교육체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미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와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합
니다.

미래 영유아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함께 뜻과 힘을모아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
들을 한명한명 소중하게 키워나갈수있길 소망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균등화 필요.

영유아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유아학비 및 보육비 보조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원해서 사립 공립 구분없이 공사립의 장단점을 시장
에서 고민하고 수익자가 아이들의 교육 철학에 맞는 곳을 선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 기능이 통합된 AI 유아교육 보육 인프라 제공을 통한 부모, 지역사회 공유 교
류 시스템 제공 및 교육, 보육으로의 통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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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9>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
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
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3.86 0.85 0.89 4.46 0.61 Ⅰ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
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20 0.58 1.00 4.37 0.55 Ⅰ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31 0.63 1.00 4.26 0.78 Ⅳ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
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3.43 0.70 0.94 4.09 0.78 Ⅲ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
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3.43 0.65 0.89 4.37 0.60 Ⅱ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
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
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3.46 0.82 0.83 4.60 0.55 Ⅱ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
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를 
추구한다. 

3.43 0.95 0.66 4.34 0.64 Ⅱ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요에 따라 운영되
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2.71 0.93 0.31 4.03 0.75 Ⅲ

전체 평균 3.60 0.76 0.82 4.31 0.66

[그림 Ⅴ-1-1]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

1

2

3

4

5

6

7

8

3.80

4.00

4.20

4.40

4.60

4.80

5.00

2.4 2.6 2.8 3 3.2 3.4 3.6 3.8 4 4.2 4.4 4.6 4.8

혁
신
성

실현가능성

4.31

3.60



Ⅰ

Ⅱ

Ⅲ

Ⅳ

Ⅴ

Ⅴ.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

289

나)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된 11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6), 9), 10)번

이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1), 5), 

11)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다.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3)번이었다.   

<표 Ⅴ-1-20>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3.69 0.87 0.89 3.40 0.81 Ⅲ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
소를 강화한다.

3.91 0.78 0.89 4.40 0.60 -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을 강화한다..

4.03 0.62 0.94 4.23 0.65 Ⅳ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3.91 0.78 0.94 4.66 0.48 -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3.71 0.71 0.94 4.06 0.84 Ⅲ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
을 한다. 

4.23 0.69 1.00 4.46 0.70 Ⅰ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한다. 3.80 0.63 1.00 4.46 0.78 Ⅱ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
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66 0.64 0.94 4.29 0.71 -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00 0.59 1.00 4.43 0.74 Ⅰ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4.34 0.54 1.00 4.74 0.56 Ⅰ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육과정으
로 운영한다. 

3.74 0.61 1.00 4.09 0.74 Ⅲ

전체 평균 3.91 0.68 0.96 4.2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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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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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에 해당된 4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

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3)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

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4)번이었고,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1), 2)번이었다.  

<표 Ⅴ-1-21>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지도
록 해야한다.

4.51 0.56 1.00 4.34 0.80 Ⅳ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43 0.56 1.00 4.29 0.52 Ⅳ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기
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
되는 수업을 한다.

4.37 0.65 1.00 4.29 0.71 Ⅲ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해결
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

4.31 0.58 1.00 4.51 0.70 Ⅱ

전체 평균 4.41 0.59 1.00 4.36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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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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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에 해당된 4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

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2)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

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4)번이었고,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1), 3)번이었다.  

<표 Ⅴ-1-22>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
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97 0.62 1.00 3.94 0.59 Ⅳ

2
평가 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3.91 0.61 1.00 4.00 0.69 Ⅲ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
당 등에 활용한다. 

4.06 0.64 1.00 3.83 0.66 Ⅳ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료
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3.77 0.69 1.00 4.40 0.60 Ⅱ

전체 평균 3.93 0.64 1.00 4.04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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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

3.93

4.04
1

2

3

4

3.60

3.80

4.00

4.20

4.40

4.60

4.80

3.60 3.80 4.00 4.20 4.40 4.60

혁
신
성

실현가능성

마)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에 해당된 7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

하는 항목은 1)번이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3), 4), 6)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다.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1), 5)번이었다.   

<표 Ⅴ-1-23>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
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3.86 0.77 1.00 4.54 0.56 Ⅰ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
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03 0.66 1.00 4.17 0.75 Ⅳ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3.46 0.92 0.71 4.17 0.71 Ⅲ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3.57 0.78 0.94 3.97 0.75 Ⅲ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17 0.57 1.00 4.09 0.82 Ⅳ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제
공한다. 

3.20 0.68 0.77 4.20 0.68 Ⅲ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3.71 0.62 1.00 4.46 0.56 -
전체 평균 3.71 0.71 0.92 4.23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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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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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에 해당된 9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7), 8)번이었

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1), 2), 3), 

9)번이었고,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4), 

5), 6)번이었다. 

<표 Ⅴ-1-24>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
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3.57 0.74 0.94 4.66 0.48 Ⅱ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3.26 0.74 0.77 4.49 0.66 Ⅱ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
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3.49 0.66 0.94 4.57 0.56 Ⅱ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3.77 0.60 1.00 4.34 0.6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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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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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

여 혁신성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1), 3), 4)

번이었다. 반면, 3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5)번으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3.89 0.72 0.94 4.06 0.73 Ⅳ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
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3.91 0.66 1.00 4.37 0.73 Ⅳ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
간, 플레이 쉼터 등)

4.29 0.57 1.00 4.57 0.65 Ⅰ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
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3.80 0.68 1.00 4.49 0.82 Ⅰ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
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3.40 0.60 1.00 4.57 0.56 Ⅱ

전체 평균 3.71 0.66 0.95 4.4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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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하였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

이 낮은 항목은2)번이었다.   

<표 Ⅴ-1-25>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그림 Ⅴ-1-7]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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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
로 업무를 경감한다.

3.60 0.60 0.94 4.54 0.56 Ⅰ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터화
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3.51 0.66 0.89 4.54 0.56 Ⅱ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
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3.77 0.65 1.00 4.54 0.66 Ⅰ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
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
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3.63 0.73 0.94 4.54 0.56 Ⅰ

5
교사 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3.49 0.70 0.89 4.29 0.86 Ⅲ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육활
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On-Demand)
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3.34 0.73 0.89 4.49 0.66 -

전체 평균 3.56 0.68 0.93 4.49 0.64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296

아)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1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높

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정책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1), 6)번이었다. 반면, 3사분

면에 위치하여 혁신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항목은 3), 4)번으로 정책 하순위에 해당

하였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5)번이었

고, 4사분면에 위치하여 혁신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2)번이었다.

<표 Ⅴ-1-26>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하위 요소
실현가능성 혁신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
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23 0.60 1.00 4.69 0.53 Ⅰ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3.86 0.60 1.00 4.40 0.74 Ⅳ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3.49 0.78 0.83 4.31 0.76 Ⅲ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3.34 0.76 0.77 4.09 0.74 Ⅲ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
을 높인다.

3.60 0.77 0.89 4.46 0.61 Ⅱ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

3.71 0.67 1.00 4.54 0.66 Ⅰ

전체 평균 3.70 0.70 0.92 4.41 0.67

[그림 Ⅴ-1-8] 운영요소(2차):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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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조사 결과

가. 응답자 및 기관특성

총 1240명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을 상으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

보면, 여성이 97.9%로 다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40 가 32.7%로 가장 많았

고, 50  29.8%, 30  18.6% 순이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 학 졸업 17.3%, 4년제 

학 졸업 36.0%, 학원이상 졸업 44.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수도권이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기관은 

81.6%가 동에, 18.4%가 읍/면에 소재하였다. 기관의 유형은 유치원이 547개, 어

린이집이 693개로 각가 44.1%, 55.9%로 비슷한 비중이었다. 기관규모는 4-6학

급이 40.6%로 가장 많았고, 7-9학급이 29.3%, 10학급 이상이 12.4%의 순이었

다. 응답자의 담당 영유아 반은 만3세반과 만5세반이 동일하게 10.6%였고, 통합

반이 10.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담당 학급의 영유아 수는 5명 이상~10

명 미만이 16.9%로 가장 많았고, 5명 미만이 13.8%, 10명 이상~15명 미만이 

9.1%였다. 응답자의 교육 및 보육 경력은 20년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다.

<표 Ⅴ-2-1> 실태조사 응답자 및 기관 특성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특성 빈도(비율)
전체 1240(100.0) 전체 1240(100.0)

성별
남성 26(2.1)

기관
규모

3학급 이하 220(17.7)
여성 1214(97.9) 4-6학급 503(40.6)

연령

20대 156(12.6) 7-9학급 363(29.3)
30대 231(18.6) 10학급 이상 154(12.4)
40대 406(32.7)

담당 
영유아 반

만0세반 90(7.3)
50대 369(29.8) 만1세반 74(6.0)
60대 72(5.8) 만2세반 64(5.2)
70대 2(0.2) 만3세반 131(10.6)
미응답 4(0.3) 만4세반 118(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1.7) 만5세반 131(10.6)
통합반 130(10.5)전문대학 졸업 215(17.3)
반을 맡지 않음 502(40.5)4년제 대학 졸업 447(36.0)

담당 
학급의 

5명 미만 171(13.8)대학원이상 졸업 556(44.8)
5명 이상~10명 미만 210(16.9)기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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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각각 소속기관의 유형과 소지 자격 등을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직원의 전체 547명 중 공립병설이 33.3%, 국공립 단설

이 33.1%로 가장 많았고, 사립 전체는 약 33%였다. 응답자의 17.9%는 유치원 원

장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44.6%는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집 교직원 693명 중 국공립이 62.3%, 민간이 14.3%를 차지하였다. 응답

자의 65.9%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21.6%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Ⅴ-2-2> 응답자의 유치원 어린이집 유형 및 소지자격

단위: 명(%)

유치원 특성 빈도(비율) 어린이집 특성 빈도(비율)
전체 547(100.0) 전체 693(100.0)

유치원 
유형

국공립 단설 181(33.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32(62.3)
공립병설 182(33.3) 민간 99(14.3)
사립 법인 59(10.8) 가정 77(11.1)
사립 사인 125(22.9) 법인단체 등 24(3.5)

유아특수 
관련 기관 

유형

특수학교 3(0.5) 직장 60(8.7)
특수학급 50(9.1) 협동 1(0.1)
통합학급 78(14.3)

장애영유아
관련 기관 

유형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54(22.2)
일반학급 155(28.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0(4.3)
기타 0(0.0) 일반어린이집 80(11.5)
해당없음 261(47.7) 해당없음 429(61.9)

소지 자격
_유치원

유치원 원장 98(17.9)

소지 자격
_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457(65.9)

보육교사 1급 150(21.6)유치원 원감 79(14.4)

보육교사 2급 42(6.1)수석교사 1(0.2)

보육교사 3급 5(0.7)1급 유치원 정교사 244(44.6)

유아정교사 1급' 특수교사 2(0.3)2급 유치원 정교사 96(17.6)

특성 빈도(비율) 특성 빈도(비율)

근무
기관 
권역

수도권 740(59.7)

영유아 수

10명 이상~15명 미만 113(9.1)

충청권 144(11.6) 15명 이상~20명 미만 109(8.8)
전라권 136(11.0) 20명 이상~25명 미만 103(8.3)
경상권 124(10.0) 25명 이상~ 32(2.6)

강원권 96(7.7) 반을 맡지 않음 502(40.5)

제주권 0(0.0)

교육 
및 보육 

경력

5년 미만 157(12.7)

근무기관 
소재지

동 1012(81.6) 5년 이상~10년 미만 234(18.9)
읍/면 228(18.4) 10년 이상~15년 미만 214(17.3)

기관유형
유치원 547(44.1) 15년 이상~20년 미만 208(16.8)
어린이집 693(55.9) 20년 이상 4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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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특성에 해 상세히 살펴본 결과, 기관의 설립년도는 2010년 가 

36.5%, 2000년 가 22.5%, 1990년 가 16.0%로 순으로 많았다. 기관 건물은 

60.2%의 절반 이상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였으며, 자가 24.2%와 임  11.6%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한 년도는 2020년 가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0년 가 17.3%였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27.3%에 달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층수는 

51.1%가 2-4층, 45.1%가 1층 이하라고 답해 부분이 저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놀이터는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5.8%,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4.2% 였으며, 없는 경우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아파트 놀이터가 

18.3%, 인근 공용놀이터가 1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간의 사용유형을 살펴보면 식당이 없는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고, 조리실

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80.6%로 많았다. 보건실은 공용으로 40.1%가 사용

하였으며, 교사실은 57.2%가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교사 휴게실은 없는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낮잠실은 공용으로 57.9%가 사용하고 있었다. 

<표 Ⅴ-2-3> 조사 기관의 설립 및 공간 사용 유형 

단위: 명(%)

유치원 특성 빈도(비율) 어린이집 특성 빈도(비율)

유아정교사 2급' 특수교사 6(0.9)
정교사 1급' 특수교사 21(3.8)

4(0.6)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정교사 2급' 특수교사 3(0.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0(2.9)
기타 5(0.9) 기타 7(1.0)

특성 빈도(비율) 특성 빈도(비율)

기관 설립
년도

1990년대 이전 171(13.8)

(놀이터 
없는 경우) 
실외활동 

이루어지는 
장소

인근 공용놀이터 155(12.5)
1990년대 199(16.0) 옥상 놀이터 3(0.2)
2000년대 279(22.5) 아파트 놀이터 227(18.3)

2010년대 452(36.5)
인근 공공기관(학교 등) 
운동장 또는 놀이터

17(1.4)

2020년대 134(10.8) 기타 22(1.8)
미응답 5(0.4) 소계 424(34.2)

기관 건물 
소유 현황

국가 및 지자체 소유 746(60.2) 자체 실외놀이터 있음 816(65.8)
자가 300(24.2)

식당 
사용유형

단독 358(28.9)
임대 144(11.6) 공용 244(19.7)
기타 45(3.6) 없음 638(51.5)

미응답 5(0.4) 조리실 단독 99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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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교육, 보육공간 개선요구에 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08점으로 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에

서 개선 필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Ⅴ-2-4> 교육･보육 공간 개선요구 여부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 6.0 13.2 38.0 40.5 4.08 0.990
유치원 2.9 6.6 13.7 36.4 40.4 4.05 1.033

-1.123
어린이집 1.9 5.5 12.8 29.2 40.5 4.11 0.954

구체적인 실내･외 환경, 공간별로 개선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현재의 교육･보육 공간에서 개선 필요를 느끼는 8개 문항의 전체

의 평균은 3.66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유희공간 확보(3.75점),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4.03점), 다목적 공간 확보(3.82점)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다. 재난 비 및 시설안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보수의 경우에는 3.46점의 가장 

특성 빈도(비율) 특성 빈도(비율)

최근 
리모델링 및 
개보수 년도

2000년대 이전 11(0.9)
사용유형

공용 196(15.8)
2000년대 42(3.4) 없음 45(3.6)
2010년대 214(17.3) 보건실

(양호실) 
사용유형

단독 279(22.5)
2020년대 464(37.4) 공용 497(40.1)
해당없음 338(27.3) 없음 464(37.4)

미응답 171(13.8)
교사실 

사용유형

단독 709(57.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층수

1층 이하 559(45.1) 공용 386(31.1)

2-4층 634(51.1) 없음 145(11.7)
5-7층 43(3.5)

교사휴게실 
사용유형

단독 306(24.7)
8층 이상 3(0.2) 공용 432(34.8)

미응답 1(0.1) 없음 502(40.5)

자체 
실외놀이터 

유무

유 816(65.8) 낮잠실 
사용유형

단독 142(11.5)
공용 718(57.9)

무 424(34.2) 없음 3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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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간 

개선이었다. 이 둘 모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2-5> 개선 필요성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t

1
전반적인 노후화 공간 개선(창호, 
바닥, 방수 등)

9.7 14.7 15.0 31.3 29.4 3.56
3.57 3.55

0.30

2
유희공간 확보(실내외놀이터, 강
당 등)

8.1 12.2 14.4 27.4 38.0 3.75
3.75 3.75

-0.12

3 조리실 등 부대시설 확보 및 개선 11.0 14.8 20.9 27.7 25.6 3.42
3.38 3.46

-1.04

4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교사 휴게
실, 원장실)

4.8 7.8 13.0 28.2 46.1 4.03
4.11 3.96

2.29*

5 다목적 공간 확보(특별활동 등) 6.0 10.6 16.9 27.9 38.5 3.82
3.88 3.78

1.34

6 교실 또는 보육실 확대 및 보수 7.4 13.1 18.5 28.3 32.7 3.66
3.67 3.65

0.29

7
재난대비 및 시설안전을 위한 공
간 확보 및 보수(전염병, 지진, 석
면제거, 방염, 재해대비 등)

10.5 13.1 23.6 25.7 27.0 3.46
3.52 3.41

1.56

8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간 개선(유
니버설 디자인 등)

8.5 10.0 22.3 30.3 28.9 3.61
3.75 3.50

3.60***

전체 3.66
3.70 3.63

1.29

*p<.05, ***p<.001

미래교육 공간 특성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4.40

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부분 4점 이상,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건물은 교육 및 보육철학이 반영되어

야 함(4.39점), 미학적이고 아름다움 느낄 수 있어야 함(4.30점) 등이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13개의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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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이집보다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2-6> 미래교육 공간 특성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그러
하지
않음

별로 
그러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평균

t

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건물은 교육 
및 보육철학이 반영되어야 함

1.3 3.0 9.8 27.3 58.7 4.39
4.57 4.25

6.56***

2
공간 구성과 도구들이 영유아의 발달
과 학습 수준에 적합해야 함

0.7 1.8 5.5 17.7 74.3 4.63
4.79 4.50

7.49***

3
개인 맞춤형 공간과 공동체적인 공유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0.7 2.4 9.1 24.8 63.0 4.47
4.62 4.35

6.10***

4 공간의 구조변경이 유연해야 함 1.0 3.0 8.4 26.9 60.6 4.43
4.60 4.30

6.45***

5
감성적 체험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공
간이어야 함

1.0 2.9 8.7 24.4 63.0 4.46
4.66 4.30

7.98***

6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고 민주적
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함

0.7 2.5 8.3 23.7 64.8 4.49
4.65 4.37

6.27***

7
미학적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야 함

1.1 3.2 13.1 29.8 52.7 4.30
4.54 4.11

8.89***

8
(8)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이어야 함

0.7 2.4 5.9 21.0 69.9 4.57
4.73 4.44

6.89***

9

유비쿼터스화, 개인 맞춤형 적응형 
교육과정, 지능형 행정/시설시스템, 
첨단 디지털 가상학습환경, 에듀테크
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간이어야 함

1.2 4.5 15.6 31.8 46.9 4.19
4.35 4.06

5.34***

10
교육과 돌봄, 방과후과정을 통합적으
로 이용가능한 복합환경이어야 함(학
교복합화 등)

3.9 6.0 15.6 28.7 45.8 4.07
4.24 3.93

5.02***

11
친환경, 에너지감축, 녹색학교를 추구
해야함

1.2 3.3 12.3 27.4 55.8 4.33
4.55 4.16

7.86***

12
안전/보안이 강화되고 스쿨존이 강화
되어야 함

1.0 2.2 8.4 18.5 69.9 4.54
4.71 4.41

6.71***

13
온/오프라인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
간이어야 함(협력, 관계, 의사소통 강화)

0.6 2.7 12.4 29.8 54.4 4.35
4.49 4.24

5.35***

전체 4.40
4.57 4.26

8.15***

***p<.001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공간 현황에 한 인식에 해 알아보았다. 먼저, 건물의 

규모와 입지/실내이동 동선/층수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이 2.66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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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정원 및 학급당 유아수 규정 변경이 

유연함(3.04점), 현재 영유아 1인당 필요 면적에 만족함(2.87점), 교실/보육실과 

화장실 등 위치선정과 동선이 영유아에 적합함(3.35점), 공원 및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구조임(3.42점) 문항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난 문항은 교육활동 공

간으로 지하 강당도 활용이 1.67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현재 영유아 1인당 필요 면적에 만

족함, 건물 노후화(30-40년 이상)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증축 등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짐, 교실/보육실과 화장실 등 위치선정과 동선이 영유아에 적합함, 복합건

물, 임  건물에 설치되어 있음, 교육활동 공간으로 지하 강당도 활용이었다. 이 

중 복합건물, 임  건물에 설치되어 있음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평균이 높게 나

타났다. 다른 문항은 모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2-7> 건물의 규모와 입지/실내이동 동선/층수 현황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
원

평균

어린
이집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1
정원 및 학급당 유아수 규정 변경
이 유연함

21.8 16.8 18.7 20.7 22.0 3.04
2.95 3.12

-1.92

2
현재 영유아 1인당 필요 면적에 만
족함

17.7 24.1 25.7 18.5 13.9 2.87
3.04 2.73

4.13***

3
건물 노후화(30-40년 이상) 개선
을 위한 개보수 및 증축 등이 비교
적 쉽게 이루어짐 

24.5 25.9 25.5 15.4 8.7 2.58
2.67 2.51

2.21*

4
교실/보육실과 화장실 등 위치선정
과 동선이 영유아에 적합함

8.0 13.7 30.6 30.8 16.9 3.35
3.43 3.29

2.07*

5
다른 교실/보육실과 벽이 가변적이어서 
공간들의 연계가 대체적으로 가능함

33.1 25.4 20.6 15.2 5.7 2.35
2.30 2.39

-1.24

6
공원 및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구
조임

11.0 13.2 22.2 29.4 24.1 3.42
3.34 3.49

-1.96

7
복합건물, 임대 건물에 설치되어 있
음

58.9 9.1 12.0 10.0 10.0 2.03
1.64 2.34
-9.21***

8
교육활동 공간으로 지하 강당도 활
용하고 있음

74.4 5.6 6.5 5.6 8.0 1.67
1.83 1.55

3.76***

전체 2.66
2.65 2.68

-0.6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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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및 보육실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35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

준을 보였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교실/보육실에 자연광, 자연풍이 충분함(3.78

점), 교실/보육실 바닥이 유아에게 적합하고 다칠 위험이 없음(3.68점), 냉난방 환

기 등 설비기기 작동이 잘 되고 있음(4.19점), 영유아를 위한 수납공간이 충분함

(3.37점), 교재교구, 가구 등이 노후화되지 않고 비교적 최신임(3.47점), 외부 공간

(정원, 마당, 바깥놀이터 등)으로의 개방성이 높음(3.66점), 바닥재, 벽면, 놀잇감 

등의 내구성이 높음(3.50점)이었다. 교실/보육실의 모양과 색채가 다채로움(2.80

점)은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교실/보육실이 면적이 체로 적합함, 놀이와 

신체활동 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함, 교실/보육실의 모양과 색채가 다채

로움, 교실/보육실의 문과 창문의 위치가 다채로움, 냉난방 환기 등 설비기기 작동

이 잘 되고 있음, 디지털, 에듀테크, 학습 미디어 접근기회가 열려있음, 바닥재, 벽

면, 놀잇감 등의 내구성이 높음이었다. 이 중 교실/보육실의 문과 창문의 위치가 

다채로움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문항은 모두 유치

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2-8> 교실 및 보육실 현황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
집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1
교실/보육실이 면적이 대체로 
적합함

12.7 19.3 29.8 23.0 15.2 3.09
3.39 2.85

7.73***

2
놀이와 신체활동 공간 등 다양
한 공간 활용이 가능함(강당, 유
희실, 특별활동실 등)

17.3 18.5 25.2 23.9 15.1 3.01
3.33 2.75

7.96***

3
교실/보육실의 모양과 색채가 다
채로움

16.5 24.8 30.0 19.6 9.1 2.80
2.91 2.71

2.97***

4
교실/보육실에 자연광, 자연풍
이 충분함

4.4 8.7 22.1 34.2 30.6 3.78
3.81 3.76

0.77

5
교실/보육실의 문과 창문의 위
치가 다채로움

15.4 21.5 30.2 21.1 11.8 2.92
2.8 3.03

-3.30**

6
교실/보육실 바닥이 유아에게 
적합하고 다칠 위험이 없음

4.1 9.7 25.6 34.8 25.7 3.68
3.75 3.63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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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2.61점으로 낮은 수준이

었다. 자료를 보관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2.63점), 교사끼리 회의하고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2.52점), 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

이 충분함(2.25점)이 평균 이하의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 중 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이 충분함은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자료수납공간과 협의 공간이 충분함, 자료를 보관하

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이 충분함, 교무

실과 교실이 가까워 유아를 보살피기 적절함이었다. 자료수납공간과 협의 공간이 

충분함, 자료를 보관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교무실과 교실이 가까워 

유아를 보살피기 적절함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았다. 반면, 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이 충분함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평균이 높았다.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
집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7
냉난방 환기 등 설비기기 작동
이 잘 되고 있음

1.9 4.7 13.3 32.3 47.7 4.19
4.26 4.14

2.29*

8
영유아를 위한 수납공간이 충분
함

6.3 16.2 28.7 32.0 16.8 3.37
3.40 3.34

0.91

9
디지털, 에듀테크, 학습 미디어 
접근기회가 열려있음

13.5 23.2 32.0 22.4 8.8 2.90
3.07 2.76

4.66***

10
교재교구, 가구 등이 노후화되
지 않고 비교적 최신임

6.9 12.7 27.5 31.9 21.0 3.47
3.52 3.43

1.28

11
외부 공간(정원, 마당, 바깥놀이
터 등)으로의 개방성이 높음 

5.2 10.9 24.8 30.7 28.3 3.66
3.67 3.65

0.36

12
실내놀이터, 교재교구 설치기준
이 복잡하지 않아 설치 시 어려
움이 없음

9.9 18.6 35.2 22.7 13.6 3.11
3.16 3.08

1.30

13
바닥재, 벽면, 놀잇감 등의 내구
성이 높음

4.1 11.5 33.1 32.9 18.4 3.50
3.62 3.4

3.49**

전체 3.35
3.44 3.27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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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9>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1
자료수납공간과 협의 공간이 
충분함

21.1 27.7 27.3 15.1 8.8 2.63
2.74 2.54

2.93**

2
자료를 보관하고 제작할 수 있
는 공간이 충분함

23.2 29.3 24.4 14.1 9.0 2.56
2.70 2.45

3.44**

3
교사끼리 회의하고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23.7 29.3 24.9 15.3 6.8 2.52
2.51 2.53

-0.40

4
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
이 충분함

33.6 29.2 21.6 9.6 6.0 2.25
2.14 2.34

-2.96**

5
교무실과 교실이 가까워 유아
를 보살피기 적절함

14.7 15.6 29.8 25.8 14.2 3.09
3.30 2.93

5.19***

전체 2.61
2.68 2.56

2.10*

*p<.05, **p<.01, ***p<.001

그 밖의 실내환경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09점 이었다. 8개 문항 

중 조리실 등이 충분하고 따로 마련되어 있음(3.78점), 화장실이 좁아지 않아 이용

이 편리함(3.33점), 단열, 난방 등이 잘 되어 쾌적함(3.83점), 실내에서 실외로 나

가는데 불편함이 없음(3.55점) 문항이 평균 이상이었다. 식당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음(2.33점)은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식당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음, 창고, 

수납공간이 많아 놀잇감 등을 관리하기 적합함, 단열, 난방 등이 잘 되어 쾌적함, 코

로나 등 전염병 등을 비한 격리 공간, 유휴공간이 충분함이었다. 이 중 부모가 기

다리는 공간이 충분히 넓어 불편함이 없음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

집보다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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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0> 그 밖의 실내환경 현황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1 식당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음 53.9 8.8 8.1 8.6 20.6 2.33
3.12 1.71

15.85***

2
조리실 등이 충분하고 따로 마
련되어 있음

8.1 8.8 19.0 25.8 38.3 3.78
3.76 3.78

-0.31

3
화장실이 좁지 않아 이용이 편
리함

9.4 15.5 29.9 23.0 22.2 3.33
3.34 3.32

0.21

4
창고, 수납공간이 많아 놀잇감 
등을 관리하기 적합함

22.7 25.6 25.7 15.8 10.2 2.65
2.80 2.54

3.61***

5
단열, 난방 등이 잘 되어 쾌적
함

3.5 6.4 24.0 35.6 30.5 3.83
3.91 3.77

2.34*

6
코로나 등 전염병 등을 대비한 
격리 공간, 유휴공간이 충분함

21.6 27.8 27.8 15.4 7.3 2.59
2.69 2.51

2.57*

7
부모가 기다리는 공간이 충분
히 넓어 불편함이 없음

21.1 27.3 28.0 14.0 9.7 2.64
2.59 2.67

-1.16

8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데 불
편함이 없음(데크 등)

5.0 11.8 29.6 30.9 22.7 3.55
3.60 3.51

1.41

전체 3.09
3.23 2.98

5.33***

*p<.05, ***p<.001

실외환경 현황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14점이었다. 평균 이하의 문항

은 콘크리트 바닥보다 녹지, 숲, 자연, 흙 바닥이 더 많음(2.69점), 아이들이 쉴 곳

이 다양하고 충분함(2.99점),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함(2.88점)이

었다. 그 중 콘크리트 바닥보다 녹지, 숲, 자연, 흙 바닥이 더 많음은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콘크리트 바닥보다 녹지, 숲, 자연, 흙 바닥이 더 

많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기구가 충분하고 다채로움,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화단 텃밭이 충분함, 놀이기구 및 녹지를 잘 관리하고 있음, 충분히 넓어 

영유아가 뛰기에도 적합함이었다. 이 중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함

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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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1> 실외환경
단위: %, 점

문항 

전채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t

1
콘크리트 바닥보다 녹지, 
숲, 자연, 흙 바닥이 더 많음

18.4 28.1 27.8 16.9 8.7 2.69
2.84 2.58

3.74***

2
아이들이 쉴 곳이 다양하고 
충분함

9.1 24.4 34.0 23.0 9.5 2.99
3.05 2.95

1.50

3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기구가 충분하고 다채로
움 

7.4 19.8 32.7 27.4 12.7 3.18
3.26 3.12

2.23*

4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화단 텃밭이 충분함

11.9 16.7 25.9 27.0 18.5 3.23
3.36 3.13

3.18**

5
놀이기구 및 녹지를 잘 관
리하고 있음

6.8 12.8 28.4 34.5 17.5 3.43
3.64 3.27

5.78***

6
울타리나 담이 개방적으로 
구성되어 바깥세계와 소통이 
가능함

9.1 15.2 26.1 31.0 18.5 3.35
3.35 3.34

0.01

7
충분히 넓어 영유아가 뛰기
에도 적합함

9.8 15.8 26.0 25.7 22.7 3.36
3.54 3.21

4.63***

8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영유
아에게 안전함

21.3 19.1 25.2 19.1 15.3 2.88
2.85 2.90

-0.62

전체 3.14
3.24 3.06

3.39**

*p<.05, **p<.01, ***p<.001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운영, 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 전체평균은 3.63점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기본설비들이 이용자에

게 안전하게 제공됨(3.97), 계단이 적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리프트가 충분함

(3.89점), 학습참여를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충분함(3.75점), 사워실, 화장실이 

충분하여 사용하기 편리함(3.65점),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및 접근 기회가 충분함

(3.66점)이었다. 유휴교실 또는 심리안정실을 갖추고 있음은 3.32점으로 가장 낮

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장애영유아를 고려한 교실면적을 충족함, 유휴교실 또는 심리안정실을 갖추고 있

음, 주차,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이 충분함, 기본설비들이 이용자에게 안전

하게 제공됨, 학습참여를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충분함, 사워실, 화장실이 충분

하여 사용하기 편리함,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및 접근 기회가 충분함이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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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Ⅴ-2-12>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운영, 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
함

해당
없음

평균
t

1
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으로 구성됨

17.7 18.7 22.5 8.1 3.1 29.8 3.50
3.61 3.41

1.89

2
장애영유아를 고려한 교실면
적을 충족함

20.6 15.4 15.7 10.2 6.9 31.2 3.61
3.87 3.41

4.24***

3
유휴교실 또는 심리안정실을 
갖추고 있음

28.1 17.0 13.5 7.6 3.3 30.5 3.32
3.49 3.19

2.51*

4
주차,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
유 공간이 충분함

19.8 16.2 16.6 11.9 5.6 29.8 3.57
3.72 3.44

2.59*

5
기본설비들이(바닥, 안정봉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됨

10.6 10.2 21.5 16.9 10.9 29.9 3.97
4.15 3.83

3.31**

6
계단이 적고 경사로나 엘리베
이터, 리프트가 충분함

15.9 12.2 15.0 13.5 10.4 33.0 3.89
3.95 3.85

0.96

7
학습참여를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충분함

14.8 13.7 21.5 11.8 7.7 30.4 3.75
3.96 3.59

3.56***

8 교사를 위한 공간이 충분함 21.5 18.8 18.8 8.7 4.1 28.1 3.40
3.46 3.35

1.01

9
사워실, 화장실이 충분하여 사
용하기 편리함

14.4 17.2 21.0 12.4 6.8 28.3 3.65
3.79 3.54

2.36*

10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및 접
근 기회가 충분함

13.2 17.3 23.2 11.9 5.5 28.9 3.66
3.81 3.53

2.75**

전체 3.63
3.78 3.51

2.77**

*p<.05, **p<.01, ***p<.001

다음으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새로운 공간에 한 요구 및 정책 제언에 해 

살펴보았다. 건물의 배치/규모/층수/일반 공간 관련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4.17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필요면적 산정 

후 정원 및 학급당 유아수 고려(4.29점), 필수 공간 외 권장 공간 다수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확 (4.27점), 노후한 기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전국 확 (4.44

점), 인구감소 비 정원 감소로 유휴 공간 확보 가능하므로 정원 변경절차 유연화

(4.34점)는 평균보다 높은 문항이었다. 기관의 층수 규정 완화는 3.88점으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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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0개의 문항 중 미래 놀이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적립금, 차입금 등의 인정의 유연화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

치원 어린이집 통합 공간 기준 마련, 미래 놀이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적립금, 차입

금 등의 인정의 유연화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평균이 높았고, 다른 문항은 모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았다.

 

<표 Ⅴ-2-13> 건물의 배치/규모/층수/일반 공간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
원

평균

어린
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1
1인당 필요면적 산정 후 정원 및 학급
당 유아수 고려

1.0 1.8 17.3 26.5 53.4 4.29
4.40 4.21 

3.79***

2

필수 공간 외 권장 공간 다수 마련을 위
한 리모델링 예산 확대(다목적 특별교
실, 레고놀이실, 수면실, 치료실, 기저귀
갈이 공간, 지역공동체 공간 등)

1.5 3.0 14.8 29.2 51.6 4.27
4.35 4.20 

3.04**

3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 및 공간재구조화, 
프레임 구축

1.7 3.3 17.3 31.3 46.5 4.18
4.28 4.09 

3.48**

4
노후한 기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전
국 확대

1.1 1.9 11.5 23.1 62.3 4.44
4.50 4.39 

2.26*

5
학교 구성원이 모두 함께 만드는 공간 
참여 디자인 사례, 모델 확산

1.4 2.8 19.4 30.5 46.0 4.17
4.26 4.09 

3.20**

6
인구감소 대비 정원 감소로 유휴 공간 
확보 가능하므로 정원 변경절차 유연화

1.5 2.3 13.7 26.2 56.4 4.34
4.41 4.28 

2.56*

7 기관의 층수 규정 완화 3.1 6.5 23.4 33.5 33.5 3.88
3.96 3.81 

2.48*

8
교육주체가 함께 디자인하는 공간사업 
확대(그린스마트 스쿨 공간혁신 사업 등)

1.9 3.4 23.5 31.0 40.2 4.04
4.16 3.95 

3.93***

9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공간 기준 마련(가능한 공통문항 고려)

5.3 4.4 17.0 26.0 47.3 4.05
3.80 4.26 

-6.88***

10
미래 놀이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적립금, 
차입금 등의 인정의 유연화

3.2 3.7 19.9 29.8 43.3 4,06
4.04 4.08 

-0.68

전체 4.17
4.22 4.14

1.9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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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공간 관련 중요도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4.2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학급당 유아수 및 정원 조정(4.61점), 영유아 1인당 필요면

적 현재기준보다 상향(4.33점), 실내외 놀이시설 및 교재교구 기준 지침의 유연화, 

현실화, 자율화 방안(4.35점)이었다. 조리실, 낮잠실, 보건실 등을 필수가 아닌 의

무적 설치는 평균이 4.0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놀이, 학습 공간을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도록 공간 재구조화 지침 제공, 조리실, 낮잠실, 보건실 등을 필수가 아닌 의무적 

설치, 영유아교육기관 안전기준 현행보다 상향하여 강화, 현재 실외놀이터 지침 개

선(실외 놀이터 면적기준 상향, 체놀이시설 기준 완화였다. 그 중 놀이, 학습 공

간을 어린이집가 주체가 되도록 공간 재구조화 지침 제공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

다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문항들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4> 실내외 공간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
원

평균

어린
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t

1
놀이, 학습 공간을 어린이집가 주체
가 되도록 공간 재구조화 지침 제공

3.5 2.9 18.0 31.6 44.0 4.10
3.94 4.22
-4.704***

2
학급당 유아수(교수대아동비율) 및 
정원 조정

0.9 1.3 7.1 17.3 73.5 4.61
4.62 4.61

0.200

3
영유아 1인당 필요면적 현재기준보
다 상향

1.5 2.5 14.0 26.0 56.0 4.33
4.37 4.29

1.688

4
실내외 놀이 시설 및 교재교구 기준 
지침의 유연화, 현실화, 자율화 방안

1.0 1.5 13.1 30.5 54.0 4.35
4.39 4.32

1.464

5
조리실, 낮잠실, 보건실 등을 필수가 
아닌 의무적 설치 

2.1 6.0 18.7 28.3 44.9 4.08
4.21 3.98

4.047***

6
영유아교육기관 안전 기준 현행보다 
상향하여 강화(공기, 비상재해대비기
준, 석면, 바닥 및 자재 등) 

1.6 3.5 21.0 27.7 46.3 4.14
4.23 4.06

3.054**

7
현재 실외놀이터 지침 개선(실외 놀
이터 면적기준 상향, 대체놀이시설 
기준 완화 (옥상 놀이터 등)

1.9 3.5 20.9 30.2 43.5 4.10
4.22 4.00

3.925***

전체 4.24
4.28 4.21

1.7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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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관련 중요도에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27점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공유 공간 구축 필요(4.36점), 교사 적정수 

우선 보장(4.63점)이었다.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차별 없는 공간 구성 지침, 매뉴

얼, 정부 방향 제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실내외 연결은 평균이 4.15점인 가

장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전체 10개의 문항 중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차별 없는 공간 

구성 지침, 매뉴얼, 정부 방향 제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5>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
원

평균

어린
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1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차별 없는 공간 구
성 지침, 매뉴얼, 정부 방향 제시

1.4 2.8 19.0 33.6 43.2 4.15
4.18 4.12

1.29

2
경사로, 높낮이 다른 지형, 인도블럭 설치
를 통해 휠체어타고 접근 할 수 있는 실외 
놀이환경 제시

1.0 2.2 14.5 33.4 48.9 4.27
4.33 4.22

2.27*

3

무장애 놀이터, 통합놀이공간 확대를 위해 
법제정 필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놀이
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
로 이행하도록 함

1.3 4.0 16.6 31.1 46.9 4.18

4.27 4.12

2.84**

4 공유 공간(유희실) 구축 필요 0.9 2.1 13.5 26.9 56.6 4.36
4.43 4.31

2.55*

5
복도도 놀이환경으로 구축하는 등, 보육실
의 개념을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평가
체제 개편

1.9 4.2 16.9 30.4 46.6 4.16
4.23 4.10

2.34*

6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실내외 연결 1.0 3.8 19.0 31.5 44.7 4.15
4.27 4.05

4.22***

7
지체장애영유아 등을 위한 다양한 보행차, 
착석지원기, 기립훈련기 등 보조기기 영유
아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

0.8 3.0 16.4 30.5 49.4 4.25
4.33 4.18

2.94**

8
심리안정실, 의복교체, 기저기 교체를 프라이
버시 공간을 필수 공간 지정으로 장애유아의 
프라이버시 존중, 불안해소, 인권문제 해결

1.0 3.4 16.3 29.4 50.0 4.24
4.33 4.1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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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디지털/에듀테크 공간 관련 중요도에 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4.11점으로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교육주

체, 건축가, 행정가가 팀을 이루어 협력적 디지털 공간 설계 필요(4.13점), 스마트 

행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4.19점), 안정된 와이파이 등 기본 인프라 문제해

결 필요(4.42점), 디지털 통합 재정, 시설, 전문 인력, 조직의 선진화 필요(4.25점),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건강, 안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 제

도 정립(4.18점),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강화 방안 

마련(4.20점)이었다. 디지털 환경 구축 및 설계단계에서 교육주체에 설계 권한을 

부여, 주의의식 함양은 3.90으로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전체 12개의 문항 중 디지털 환경 구축 및 설계단계에서 교육주

체에 설계  권한을 부여, 주의의식 함양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Ⅴ-2-16> 디지털/에듀테크 공간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
원

평균

어린
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9 교사 적정수 우선 보장 0.3 1.3 7.6 16.3 74.5 4.63
4.68 4.60

2.01*

전체 4.27
4.34 4.21

3.16**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1
유아중심 디지털 놀이 공간 구축 필
요(메이커 스페이스, 미래 교실랩 등)

1.5 5.6 22.7 34.7 35.6 3.97
4.08 3.88

3.58***

2
디지털 안전을 고려한 임베디드
(embedded) 기술, 데이터기반 지능형 
기술, IoT 기반 놀이 환경 구성 필요

1.5 6.0 24.7 34.4 33.5 3.92
4.02 3.8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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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 관련 중요도에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23점이었다. 평균보다 낮은 문항은 그린과 디지털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 모델 제시가 4.17점, 기관 태양집열판, 에너지 측정 장치 등 신재생 정책 예

산 지원이 4.11점이었다. 기관신설시 친환경 자재 기준 마련은 4.3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전체 8개의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3
디지털 도구나 기기의 획일적 도입보
다 각 기관의 비전과 특징을 고려한 
공간 구성 필요

1.1 3.7 19.5 35.6 40.0 4.10
4.18 4.03

2.89**

4
디지털 환경 구축 및 설계단계에서 
교육주체(유아, 교사, 학부모)에 설계
권한을 부여. 주의의식 함양

1.9 7.0 24.4 32.4 34.3 3.90
3.94 3.87

1.15

5
교육주체, 건축가, 행정가가 팀을 이
루어 협력적 디지털 공간 설계 필요

1.2 3.8 19.1 32.3 43.6 4.13
4.24 4.05

3.65***

6
스마트 행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
요

0.9 3.1 17.4 33.4 45.2 4.19
4.33 4.08

4.86***

7
안정된 와이파이 등 기본 인프라 문
제해결 필요

0.7 2.2 11.9 25.0 60.2 4.42
4.56 4.30

5.52***

8
디지털 통합 재정, 시설, 전문 인력, 
조직의 선진화 필요

0.8 2.8 16.4 30.1 49.9 4.25
4.37 4.17

4.00***

9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건강, 안전, 개
인정보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엄격
한 규제 제도 정립

1.5 2.6 18.2 32.2 45.5 4.18
4.29 4.09

3.76***

10
디지털, 전통적 놀이의 경계 넘는 다
중모드놀이 접근 환경 구성

1.3 3.5 20.7 34.0 40.6 4.09
4.23 3.98

4.76***

11
인공지능, IoT 접목 학습시설 및 지
도에 관한 정부 지침 제공

1.7 4.4 24.4 34.0 35.4 3.97
4.09 3.88

3.78***

12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1.2 3.1 17.7 30.6 47.4 4.20
4.28 4.14

2.79*

전체 4.11
4.22 4.03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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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7>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
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1
탄소중립학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
국 확대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마련

1.3 2.5 16.8 29.4 50.0 4.24
4.33 4.18

2.83**

2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등에 대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기관에서 수행

1.1 2.3 16.8 30.0 49.8 4.25
4.33 4.18

2.87**

3
그린과 디지털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
램 및 공간 모델 제시

1.4 2.7 19.2 31.0 45.7 4.17
4.27 4.09

3.44**

4
기관 태양집열판, 에너지 측정 장치 
등 신재생 정책 예산 지원 

1.5 4.5 20.2 28.8 45.0 4.11
4.19 4.05

2.44*

5
영유아교육기관 텃밭 만들기, 중앙정원, 
실내 녹색환경 만들지 지원 사업 추진

1.0 2.7 14.2 30.8 51.3 4.29
4.36 4.23

2.74**

6 친환경 먹거리 사용 독려 지침 마련 0.9 3.0 14.5 30.5 51.1 4.28
4.35 4.22

2.63**

7
친환경 유아용품 기관 사용 독려 지침 
마련

1.0 2.7 16.3 32.1 47.8 4.23
4.30 4.17

2.56*

8 기관신설시 친환경 자재기준 마련 0.5 3.1 14.8 29.2 52.4 4.30
4.40 4.22

3.59***

전체 4.23
4.32 4.17

3.34**

*p<.05, **p<.01, ***p<.001

지역사회연계 및 복합화 관련 중요도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초등 유휴교실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은 3.95점, 학교 복합화 

시설확 로 마을학교, 돌봄센터 연계는 3.98점, 운동장, 강당, 일부 교실 마을, 지

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사회 거점 학습공간 구축은 3.95점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

준이었다.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운동장, 강당, 일부 

교실 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사회 거점 학습공간 구축이었다. 어린이집이 

4.01점으로 유치원의 평균 3.8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16

<표 Ⅴ-2-18> 지역사회연계 및 복합화 관련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전체
유치원
평균

어린이
집

평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균

t

1 초등 유휴교실 공간 활용 방안 마련 4.3 4.9 21.6 29.7 39.5 3.95
4.02 3.9

1.84

2
학교 복합화 시설확대로 마을학교, 
돌봄센터 연계(방과후 돌봄, 특성화, 
특별활동 등)

4.0 4.8 19.7 31.5 39.9 3.98
3.99 3.98

0.23

3
(3) 운동장, 강당, 일부 교실 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사회 거점 
학습공간 구축

4.3 5.0 21.0 30.8 38.9 3.95
3.88 4.01

-2.04*

4 전체 3.96
3.96 3.96

-0.05

*p<.05

3. 소결

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예측된 미래사회 변화 중 미래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요인 1순위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2순위, 3순위는 ‘유아 디지털 환경

의 변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였다. 

유네스코 미래 보고서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시  

미래상이 미래 영유아학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는지에 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 1순위는 ‘미래사회 역량(생태교

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2순위는 ‘교원역량

(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3순위는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이었다.

유네스코 미래 보고서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미래 모델에서 

제안한 바가 미래 영유아학교에 미치는 영향력, 주요과제의 경우, 1순위는 ‘교육목

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교수학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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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2순위는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3순위는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이었다.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이 2-3년안에 설립되었을 떄의 가장 적합한 상은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21세기 역량 등 미래사

회의 인재 또는 시민을 양성을 위해 주로 교육변화에 초점을 두는 공교육/공보육

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의 응답율이 상 적으로 높았다. 

미래 영유아학교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영유아학교 학교비

전(학교 목표, 학교 문화)의 경우,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

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 를 양성한다’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

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

화 교육을 실현한다’,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미래 영유아학교 수업의 경우,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가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 영유아학교 평가의 경우,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

/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가 혁

신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재. 미래 영유아학교 교육, 보육, 행정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의 경우, ‘클라

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가 혁신성

과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

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

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는 혁신성이 높았다.

여섯째, 미래 영유아학교 건물과 학습 공간의 경우,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18

다( 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

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

았다.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

다(프로젝트룸 등)’,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의 경우, 혁신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미래 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 업무의 경우,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

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

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

계, 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

의 수월성을 높인다‘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여덟째, 미래 영유아학교의 돌봄의 경우,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

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

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혁신

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 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인 1순위는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2순위는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3순위는 교사

의 전문성과 열의 순이었다.

나. 교원 인식 조사 결과

항목별로 문항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해 살펴보았다. 미래교육 공간 특성에 한 

항목이 전체 평균 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관

련 중요도가 4.27점, 실내외 공간 관련 중요도 4.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이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 부분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규모와 입지 및 동선 등에 해서도 2.6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12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미래교육 공간 특성이었

으며,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평균 0.31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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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1> 항목별 비교 표 

단위: %, 점

항목
전체
평균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t

1 개선필요성 3.66 3.70 3.63 1.29

2 미래교육 공간 특성 4.40 4.57 4.26 8.15***

3 건물의 규모와 입지/실내이동 동선/층수 현황 2.66 2.65 2.68 -0.69

4 교실 및 보육실 현황 3.35 3.44 3.27 3.86***

5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 2.61 2.68 2.56 2.10*

6 그 밖의 실내환경 현황 3.09 3.23 2.98 5.33***

7 실외환경 현황 3.14 3.24 3.06 3.39**

8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운영, 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 3.63 3.78 3.51 2.77**

9 건물의 배치/규모/층수/일반 공간 관련 중요도 4.17 4.22 4.14 1.97*

10 실내외 공간 관련 중요도 4.24 4.28 4.21 1.78

11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관련 중요도 4.27 4.34 4.21 3.16**

12 디지털/에듀테크 공간 관련 중요도 4.11 4.22 4.03 4.34***

13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 관련 중요도 4.23 4.32 4.17 3.34**

14 지역사회연계 및 복합화 관련 중요도 3.96 3.96 3.96 -0.05

*p<.05, **p<.01, ***p<.001

[그림 Ⅴ-3-1] 항목별 비교 

단위: 점

0 0.5 1 1.5 2 2.5 3 3.5 4 4.5 5

개선필요성

미래교육공간특성

건물의규모와입지/실내이동동선/층수현황

교실및보육실현황

교사실및교무실현황

그밖의실내환경현황

실외환경현황

장애영유아를위한반운영, 또는특수학교/특수학급현황

건물의배치/규모/층수/일반공간관련중요도

실내외공간관련중요도

장애/비장애통합공간관련중요도

디지털/에듀테크공간관련중요도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관련중요도

지역사회연계및복합화관련중요도

유치원평균 어린이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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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비교 그림은 전체 항목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미래교육 공간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하거나 추구해야한다는 문항이 포함된 ‘미래교육 공간 특성’ 항목의 필

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현재 실내･외 환경 등의 현황에 

한 항목들은 낮게, 중요도와 관련한 항목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개선 필요성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

경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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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래환경대응 영/유아학교 모델 제안 및 

정책제언

1.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

다. 미래환경에 응하는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은 학교의 핵심 이미지, 학교 

운영비전, 영향요인, 교육 및 변화의 필요성, 주요 정책과제, 운영방향(학교혁신,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평가, 첨단 인프라, 건물과 학습공간, 조직과 교직업무, 돌

봄), 공간 구성(필요공간과 미래공간의 방향)을 중심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아래

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Ⅵ-1-1]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안) 

                           <미래 영/유아학교 핵심 이미지(학교상)>

          

즐겁고, 함께하는 영/유아학교
협력, 인성교육, 영유아중심 놀이, 

관계지향문화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저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자연체험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학교
안전지향성, 건강지향성, 쾌적한 
시스템,신체발달지원, 안정성지원 

디지털, 스마트 영/유아학교
디지털기반, 

테크놀로지기반,공공데이터활용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컬 영/유아학교 다문화, 개방화, 국제화, 지역사회연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유아학교
개별영유아 맞춤형, 창의성, 독창성, 

예술적감각, 다양성

국가책임, 통합형 영/유아학교
돌봄기반 교육, 국가책임, 

무상교육,교육복지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학교 운영 비전]

√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 미래사회의 인재, 시민을 양성을 위한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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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위기, 유아 디지털 환경 변화 

[교육 및 변화의 필요성]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2)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3)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

[주요 정책과제]

1)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2)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3)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

<미래 영/유아학교의 운영 방향>

운영요소 운영방향

학교비전

-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
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

-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
대를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 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
-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
-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
-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

평가
-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

고 면담 등에 활용

첨단인프라
-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
-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 어플 제공
-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

건물과 
학습공간

- 소통과 공유의 공간 구성(대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 

구성
-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메이커룸 등), 소규모 협력학습실 구성(프로젝트룸 등)
- 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구성

조직과 
교직업무

-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
-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

돌봄

-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
-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

담 경감 
-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



Ⅵ

Ⅱ

Ⅲ

Ⅳ

Ⅴ

Ⅵ. 미래환경대응 영유아학교 모델 제안 및 정책제언

325

<미래 영유아학교의 공간 구성>

공간구성 구성방향

필요공간
∙ 유희공간 확보,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다목적 공간 확보, 건물규모와 입지 등 동

선 개선

미래공간의 방향

∙ 안전/보안 및 스쿨존 강화  
∙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
∙ 감성적 체험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공간 구성
∙ 공간의 구조변경이 유연하게 구성
∙ 개인 맞춤형 공간과 공동체적인 공유공간의 조화
∙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적합한 공간과 도구 구성

이상의 모델은 유보통합의 당위성을 전제하여 진행한 모델이 아니라, 미래적 요

소들을 중심으로 도출한 영유아학교 모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 또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의 통합형 모델로 나타났다.

미래 영유아학교 핵심 이미지(상)은 즐접고 합께 하는 영유아학교, 지속가능한 

생태 영유아학교,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학교, 디지털 미래 영유아학교,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컬 영유아학교,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유아학교, 국가책임 통합형 

영유아학교로 설정되었다.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운영의 

비전은 교육과 복지,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미

래사회 인재,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로 정리되었다. 

미래 영유아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위기, 유아 디지털 

환경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둘째,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예: 놀이중심 프

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 셋째,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의 교육

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필요성와 변화에 기반한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비전의 경우,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

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 등을 통한 미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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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의 경우, 교사 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 차이를 줄이

도록 연수 지원,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 보다 유아 중심

으로 수업을 구성으로 정리되었다. 

셋째, 평가의 경우,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

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담 등에 활용으로 정리되었다.

넷째, 첨단 인프라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

를 실내외에 구축,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 어플 

제공,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

를 제공으로 정리되었다.

다섯째, 건물과 학습공간의 경우, 소통과 공유의 공간 구성( 집단 공유공간, 플

레이 쉼터 등),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 구성,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메이커룸 등), 소규모 협력학습

실 구성(프로젝트룸 등), 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

공간 구성으로 정리되었다.

여섯째, 조직과 교직업무의 경우,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

제로 업무를 경감,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력

(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

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로 정리되었다.

일곱째, 돌봄의 경우,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 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

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 경감,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

정으로 정리되었다.

미래 영유아학교의 공간 구성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공간

으로 유희공간 확보,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 다목적 공간 확보, 건물규모와 입지 

등 동선 개선이 중요하였다. 둘째, 미래 공간의 방향은 안전/보안이 강화되고 스쿨

존이 강화,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 감성적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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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함양하는 공간 구성, 공간의 구조변경이 유연하게 구성, 개인 맞춤형 공

간과 공동체적인 공유공간의 조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적합한 공간과 도

구 구성이 중요하였다. 

이상의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은 미래적 요소와 돌봄, 복지적 요소, 개혁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 3의 영유아학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

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 시 0-5세 교육부로의 통합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이상의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을 운영하고, 미래환경에 응한 더 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가. 공간 혁신

1)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맞춤형의 

사용자 참여형 설계 매뉴얼 및 프로세스 개발, 보급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 재구조화의 개념, 사업의 전개 과정, 과정의 각 추진(업무)

단계별 주체와 주체별 역할, 기능과 성과물에 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일 것

임.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들, 그리고 사전에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업무 매뉴얼, 각 단계별 

성과물의 종류와 형태 등에 해 보다 친절하게 도움 줄 수 있는 자료 개발, 보급

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 로 공간 재구조화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

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사용자 참여형 설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주무관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사용자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아울러, 유치원, 어린이집 맞춤형 다양한 공간 재구조화 가이드라인, 사례집 

등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28

2)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각기 다양한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

화 관련 우수 사례집 개발, 보급

현장에서는 미래에 한 것, 미래 환경에 한 것, 미래 영유아교육, 보육에 한 

것,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등 모두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자료집, 해설 사례집 등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

게 접근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 보급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외 우수 사례집을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국내 우수 

공간 재구조화 사례에 해서는 매년 페스티벌(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 보다 다양

하고 폭넓은 정보(사례, 공간, 기기, 장비, 교구, 기자재, 가구, 시스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 보육에 관한 모든 것) 공유, 교류 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인식 제고(세미나도 병행) 등 필요 노력과 우수 교직원 상의 해외 우수시설 견학

도 고려할 수도 있다. 

3) 기존의 영유아 관련 전문기관(예, 육아정책연구소 등)에 공간 관련 전문

적 지원부서 설립, 운영 필요

국내 영유아 관련 시설 전문가 부족으로 전문가(각 부문별 전문 컨설턴트 등) 양

성에서부터 실제 현장의 다양한 요구, 문제 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치원, 어

린이집 재구조화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위해 전문기관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보다 

경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기존 관련 기관 등에 전문센터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환경에 적극 응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다양한 미래형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통합운영기관(유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영유아 교육, 보육시설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필요(예를 들어, 5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기본계획에 근거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해당 기관에서 매년 실행계

획 수립 등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

육부와 복지부가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영유아기관 특히 유보 통합 등에 따른 민감한 문제에 한 전문적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초등학교 공간의 유휴화에 응하

는 영유아시설의 지역 맞춤형의 새로운 혁신적 운영/시설(가칭, 영유아학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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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필요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4)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의 다양한 연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

현장 요구를 수렴한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별 다양한 연수, 교육, 훈련 교육프로그

램 개발, 시행, 특히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시

설, 공간 등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개발, 시행이 필요하다. 

5)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한 새롭고, 혁신적이고 다양한 시설 모델 개발, 유

치원 시설기준 개정(현실화) 필요

미래 환경에 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정 

필요, 특히, 공간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 공간의 영역과 종류, 공간별 적정 규모, 

공간별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등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건축사 상의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예, 그린기술, 스마트기술 등)의 현장 보급, 도입, 적용 등

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개발, 보급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

링을 통해 시설 관련 지속적인 (특히, 시설 기준)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현

장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도 병행 필요할 것이다.

나. 디지털, 스마트 관련

영유아와 디지털에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디지털 활용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과의존성에 한 문제를 주로 제

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영유아는 비교적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며, 주요 미디어

를 부분 영아기부터 이용하기 시작하고,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원, 2022). 영유아의 일상에서의 디지털이 또 다른 삶의 도구이

며 환경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안전하게,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도록 가르칠 것

인지를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COVID-19 확산 이후, 더 빠르게 디지털 기반의 놀이, 상호소통 놀이, 전

자 놀이, 로봇, 전자책, 네트워크를 통한 디바이스 연동 놀이, 놀이 학습용 어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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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유아용 로봇 등이 교육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COVID-19가 끝난 이후 우리는 

다시 이전의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영유아에게 디지털을 적용한 결과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를 보면 영유아시기의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Hurwitz & Schmitt, 2020).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와 자기성찰에 디지털 놀이가 주는 영향력도 확인되고 있다

(Disney & Geng, 2022).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에서도 유아의 감성과 사회성

을 지원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놀이도 전통적 놀이와 같이 개인적, 

공동체적, 능동적, 창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놀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Mustola, Koivula, Turja, & Laakso, 2018), 우리는 디지털과 디지털 아닌 것을 

구분하거나, 디지털 사용과 비사용의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디지털 놀이와 전통적 

놀이 사이의 경계 없이 다중 모드에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디지털 시 를 살아가는 영유아기의 

기본 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시된 사례처럼 테크놀로지를 바르게 아는 

이해교육, 윤리적 태도를 갖추는 가치교육이 앞으로의 영유아에게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출생 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는 시기에 명확하게 성립된 개인정보 보

호, 타인의 권리 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 윤리와 에티켓에 한 자연스러운 인식은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사례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디지털 놀이 공간 구성의 방향으로 ‘경계를 벗어나

기’, ‘놀이와 디지털이 함께 가기’, ‘유아의 감성과 사회성을 높이기’의 세 가지 방

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계를 벗어나기’는 디지털 놀이 공간과 일반 교실의 경계를 구분 짓지 

말고 통합하여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흥시청어린이집의 생태교육과 디지털의 

통합, 그림유치원의 레지오 에 리아 철학과 디지털의 통합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서울명일유치원의 교육 플랫폼의 활용 사례와 같이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

육기관과 가정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공동체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을 독립적인 매체나 환경으로 구분하여 보기보다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이나 

방법에 맞추어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으로 통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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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놀이와 디지털이 함께 가기’의 의미는 유아의 삶과 놀이를 중심으로 디지

털의 활용을 포함한 놀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유아의 놀이 공간을 확장하자는 것

이다. 공주 학교 사범 학 부설유치원의 AI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누리과정 운영 

사례와 인천재능 학교 부속유치원의 AI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같이 누리과정과 디지털 활용을 연계하여 교육과

정, 교육환경, 교수학습방법, 교사 전문성 향상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유아의 놀이

와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감성과 사회성을 높이기’의 경우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의 목적을 

유아의 감수성과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존에 교육적 측면

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활용의 목적이 언어, 수학, 과학 등 인지적인 발달을 촉진하

는 것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명일유치원 사례와 같이 실감형 인

터랙티브 도서관을 구축하여 교실공간을 유아의 감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활용하거나, 시흥시청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자연의 생태관찰 결과를 유아가 

기록하며 생명의 소중함으로 배우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과 반응을 기록하여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성함으

로써 유아의 정서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Ⅵ-2-1] 디지털 놀이 공간의 구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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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기관 미래교육 비전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공간 모델 제시 필요

유아중심의 디지털 놀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유아교육 미래교육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공간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디지털 놀이 공간의 혁신 요소로 연결성, 창의성, 자율성, 

안전성, 심미성을 분석틀로 하여 공간을 분석해 본 결과 디지털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한 유아교육기관들에서도 아직 공간 혁신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간에 디지털 환경에 한 격차가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한 책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 분야는 디지털 도구나 기기를 획일적으로 투입하는 접근보다는 각 유

아교육기관의 비전과 특징을 고려하여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기의 디

지털 활용 정책은 유아기의 건강, 안전,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집단

의 연구에 기반한 정책 도출이 중요하다. 유럽의 스쿨넷 미래교육랩(2018)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학교 공간만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비전, 교수학습,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미래교육으로의 전환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

2) 디지털 놀이 공간 구축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참여 필요

유아교육기관의 디지털 환경 구축 준비 및 설계 단계에서 유아, 교사, 학부모에

게 설계의 권한을 부여하고 구현된 공간에 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교육주체, 행정가, 건축가가 한 팀을 이루어 협력적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구축

과 운영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디지털 학습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교사 교육과 함께 교육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공간이 유아교육현장에 정착을 위해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화된 

무선망(WIFI) 환경의 우선적 조성

COVID19 이전부터 초중등교육현장에서는 무선망의 설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COVID19 이후 시급하게 개선된 무선

망은 79%의 학교에만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많은 수의 유아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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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서 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영유아교육기

관에서는 초기단계에서 무선망에 한 고려보다는 디지털 기기과 콘텐츠 구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무선망에 한 이슈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무선망 구축사업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1995년 교육정보화 종합추진 계획이 시작되면서 27년의 역사를 가

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교육정보화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영유아교

육 분야는 디지털 통합에 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연구, 교육재정 및 시설, ICT 

전문인력, ICT행정 및 조직 수준이 초·중등분야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신속한 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4) 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가 제공 필요

영유아에게 어떠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 

검증된 사례를 교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영유아 교육연구기관에서 

사례들을 제공하고 보급해주었으면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교육기

관에 도입될 때마다 어떠한 기기나 콘텐츠를 활용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기기나 콘텐츠를 구매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 관련 사교육업체에 교육기기와 콘텐츠 품질에 한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교육기관에서 이를 맡아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콘텐츠 및 앱, 플랫폼,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들에 

한 엄격한 규제 기준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 디지털 놀이에 

적합한 임베디드(embedded)기술, 데이터기반 지능형 기술, IoT 기술이 연구되어

야 하며, 기기 측면에서 내구성 높은 유아 맞춤형 기기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5) 영유아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필요

교사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테크놀로지와 양방향 미디

어를 사용하고 이를 수업에 통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변화된 시 에 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34

육 학원에서 AI융합교육전공을 개설하여 재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사 교육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 활용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수의 형태도 연수기관 주도의 집체교육보다는 자율적인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헌신

적으로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단순히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의 참여를 독려할 수 없다. 교사들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건

과 환경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6) 가정-교육기관 연계 교육 개발 및 교육

디지털 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고 

적극적 놀이 참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Hiniker, 2018). 자녀

들의 디지털 사용 습관은 부모의 디지털 사용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Konca, 2022).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은 디지털 놀이의 주체로서 학습과 발

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의 맥락을 고려하여, 부모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동적인 부모교육만을 제공하는 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방안

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디지털 활용 교육은 본연의 개별성, 능동성, 유연성, 창의성과 같은 특징이 부각

되기 보다는 COVID19 이후에 원격수업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체하는 용도로

만 강조되어 사용되었다. 디지털 활용 교육은 본연의 역할로 활용될 때가 의미있는 

사용이 될 수 있다. 

7) 교육과정 및 국가디지털센터와 연계방안 마련

디지털은 유아의 학습과정에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한다. 디지털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디지털 관련 센터 및 기관과 연계하여 유아학교-초중등교육의 연

계가 되고, 에듀테크나 디지털 교육이 유연하게 연계되고, 영유아단계가 전체 구조

에서 소외받지 않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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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 그린, 생태

1) 모든 영유아학교를 탄소중립 그린학교화 하기: 교육과정과 하드웨어 구축

탄소중립 및 그린 정책을 모든 영유아학교에서 시행 가능한 구조를 고려해야한

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학교 사업은 사

업이 아닌, 모든 영유아학교에서 진행해야할 떄이며, 사업중심이 아니라 모든 영유

아학교에서 탄소중립교육과 지속가능한발전 교육, 또는 생태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교육과정에 녹이고, 학교의 하드웨어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해야한다. 이

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 탄소중립학교 사업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

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2) 그린 및 생태 교육과정 지침 제공 

탄소중립학교 및 생태/그린 교육과정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 지침 제공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유아가 함께 삶에서 놀이에서 이를 실천해나

갈 수 있게 다양한 지침, 안내서, 놀이활동의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 미래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한 정책 과제로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

용,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미래교육을 위

한 공간으로의 변화(교육환경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학교 실현 등)가 도출되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영유하학교의 

비전으로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미래사

회의 인재, 시민을 양성을 위해 교육변화에 중점을 두는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

의 미래영유아학교가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

원,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변화,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필요하다 보았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위기

를 겪고 있으며 디지털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코로나 이후 체감하고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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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어 기관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유아들을 상으로 질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할 때이다. 이에 교육목

표와 교육과정(예: 융합과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교수학습 및 수

업방법(예: 놀이중심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

려), 학교건물(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의 측면에서 보다 중점을 두고 미래 영유아학교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1) 유보통합 후, 영유아학교의 전반적인 공간과 시설 개선

‘영유아학교 공간 및 시설 기준 마련’과 ‘기관의 노후한 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전국 확 ’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필수공간 외 권장공간 다수 마련을 위한 리모

델링’의 경우에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노후시설 재구조화 지원사업과 영

유아학교 공간 및 시설기준을 통해 공간을 개선하여 현장과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

책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육아정책연구소, 2022). 교직원과 학부모가 유보통

합의 효과를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간과 시설 개선이므로, 이에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사업과 정책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주체가 되는 실내‧외 공간 지침 마련’, ‘실외공간 지침 개선’, ‘실내‧
외 놀이시설 및 교재교구 기준 강화’, ‘안전기준 현행보다 상향’, ‘영유아 1인당 필

요 면적 현행보다 상향’ 등은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며 유아학교의 질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므로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보통합 후, 영유아학교의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개선 방안

 유보통합 후 미래 영유아학교의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 유보통합 후, 영유아학교의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개선 방안에 모두 

동의했으므로 배리어 프리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영유아학교에 통합공간을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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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r the Future Environment (Ⅰ)

: Focusing on Space Restructuring

Changhyun Park, Mugyeon Moon, Nam Hee Do, Jinil Cho, Bokyung Kye,        

Heejeon Suh, Dongsim Kim, Juyeon Park,  Namsu Park, Jiyeon Yun,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future education and future 

school discourse; consider the refor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system; and design models of future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or early childhood schools, with a view to integrating 

kindergarten education and childcare within a reconstructed space. 

As the first year’s tranche of the third consecutive study proposing 

a future environment–oriented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model, 

this study focuses on restructuring the space of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in a way that responds to the future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future schools; analyzes 

major elements affecting learning activity space and unit spac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future environment–oriented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derives implication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It also performs an expert Delphi survey to develop a model 

for future environment–oriented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early childhood schools) and field surveys to evaluate policy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ose facilities, makes proposals for their 

operation, and derives polic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space 

restructuring and space innovation in preparation for a digital 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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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environment and proposes a model for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s along with guidelines for space improvement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education and childcare, which is a national project.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by sub-study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relevant regulations and statistics shows 

that both the space and area of kindergartens fall under school 

regulations, more than half of which are more than 30 years out of date. 

Meanwhile, relatively few daycare centers are found in facilities catering 

to elderly persons compared to those found in kindergartens.

Second, this study looked into related overseas cases in the US, 

Canada, the UK, Japan, and Norway, and these countries’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 visited institutions that 

implement disability integration, carbon neutrality, digital, Waldorf, and 

Green Smart projects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spatial 

configuration. Most of them resulted in no disability/non-disability 

discrimination spaces, natural/ecological/carbon neutrality orientation, 

advanced digital spaces, and spaces that match the lives of infants and 

toddlers.

Third, the researcher analyzed cases by vis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at provide digit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spaces took account of connectivity, 

creativity, autonomy, safety, and aesthetics. Focusing on AI, data 

construction, and smart device use, these spaces were configured so a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digital education and faithfully implement 

play-oriented education.

Fourth, this study explored the direction of the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 model from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by experts. Among 

the predicted social changes, the factors that would have the biggest 

impact in the future were “low birth rate and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followed by “change in early childhood digit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nd climate crisis.” The three most 

important tasks for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s wer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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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urriculum that fosters future social 

competency”; second, “support for strengthening teacher competency 

and enhancement of teacher autonomy”; and, third, “change into space 

for future educat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 factors influencing early 

childhood schools were, first, “education goals and curriculum”; second, 

“teaching/learning and instructional methods”; and, third, “school 

building.” In terms of the image of the future school, “a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integrating education and welfare” was the most common answer, 

followed by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s as public education/public 

childcare institutions focusing mainly on educational change to foster 

future talents or citizens with competencies for the 21st century.”

Factors involved in the successful operation of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s were, in order of priority,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and education offices,” “leadership of early education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enthusiasm.” 

Other answers included “improving awareness of parents of infa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reality suitable for child 

development).”

Fifth,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240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care teacher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all agreed on the need for space 

improvement and were highly responsive to the need for future 

elements, spaces for disabled infants and toddlers, and spaces related 

to edutech and carbon neutrality. 

Policy proposals and the model for future schools for infants and 

children based on the above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 for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s as public education 

an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integra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s well as education and welfare, and commit to fostering 

future talents. It should also include futuristic elements in terms of education 

goals and curriculums (e.g., convergence and competency-cente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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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anges to customized curriculums); teaching/learning and 

instructional methods (e.g., considering the development and learning 

characteristics of infants and children, such as play-oriented projects 

and life-oriented problem solving); and school buildings (e.g., various 

learning spaces that allow digital convergence learning, not standardized 

classrooms/care centers) in responding to the low birth rate, school-age 

crisis, and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Second,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urriculum that can develop future social competencies (ecological 

education, media literacy, etc.), support for strengthening teacher 

competencies (professionalism, collaboration ability, etc.), enhancement 

of teacher autonomy, and changes to space for future education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realization of 

carbon-neutral schoo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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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태조사지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개선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미래환경 응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개선 방안’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 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에 한 인식, 

현황, 새로운 안에 한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생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

입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및 제

34조 (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기간은  10월 7일(금) ~ 10월 16일(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조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조사진행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본 조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된 모든 데이터는 통계 비율을 산출하는데에만 사용되며, 보

고서가 완료된 후 6개월 내에 응답된 설문지와 전산 데이터는 전량 폐기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분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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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응답자 연령 만     세

3. 응답자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이상 졸업  ⑤ 기타(        )

4. 근무기관 권역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전라권 ④ 경상권

⑤ 강원권 ⑥ 제주권

5. 근무기관 소재지 ① 동  ② 읍/면

6. 기관유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7-1. 유치원 유형

① 국공립 단설  ② 공립병설  ③ 사립 법인  ④ 사립 사인

7-1-1. 유아특수 관련 기관인 경우
① 특수학교  ② 특수학급  ③통합학급  ④일반학급  ⑤ 기타(          ) 
⑥ 해당없음(유아특수기관 아님)

7-2. 어린이집 유형

① 국공립  ② 민간  ③ 가정  ④ 법인단체 등  ⑤ 직장  ⑥ 협동  ⑦기타(     )

7-2-1. 장애영유아 관련 기관인 경우
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②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③ 일반어린이집(장애영유아) 
④ 해당없음(장애영유아기관 아님)

8. 응답자 소지 자격
(최상위자격증 기준으로 
응답)

8-1. 유치원의 경우
① 유치원 원장  ② 유치원 원감  ③ 수석교사  ④ 1급 유치원 정교사  ⑤ 2급 유치원 정교사
⑥ ‘유아정교사 1급’ 특수교사  ⑦ ‘유아정교사 2급’ 특수교사  ⑧ 기타(        )
8-2. 어린이집의 경우
① 어린이집 원장 ②보육교사 1급  ③ 보육교사 2급  ④ 보육교사 3급 
⑤ ‘유아정교사 1급’ 특수교사  ⑥ ‘유아정교사 2급’ 특수교사  ⑦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⑧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⑨ 기타(        )

9. 교육 및 보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10. 기관규모 ① 3학급 이하  ② 4-6학급  ③ 7-9학급  ④ 10학급 이상

11. 담당 영유아 반
① 만0세반  ② 만1세반  ③ 만2세반  ④ 만3세반  ⑤ 만4세반 
⑥ 만5세반  ⑦ 통합반(        )  ⑧ 반을 맡지 않음

12. 담당 학급의 영유아수
(교사 1인당 아동 수)

(담당반이 있는 경우만) (       )명
(한반의 담당 교사가 2명일 경우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적어주세요)

13, 기관 전체 정원과 
현원

13-1. 정원(      )명  
13-2. 현원 (      )명

14. 기관 설립년도 (          )년    9

15. 기관 건물 소유 현황 ① 국가 및 지자체 소유  ② 자가  ③ 임대  ④ 가터(           ) 

16. 최근 리모델링 및 
개보수(증축 등)년도

(          )년   

17.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층수

(          )층 (지하층을 사용할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총 사용층수)

18. 자체 실외놀이터 유무

① 유  ② 무
18-1. (없는 경우), 실외활동 이루어지는 장소
1) 인근 공용놀이터   2) 옥상 놀이터   3) 아파트 놀이터 
4) 인근 공공기관(학교 등) 운동장 또는 놀이터   5) 기타(       )

19. 공간의 종류 및 
사용유형

19-1. 식당 ① 단독  ② 공용  ③ 없음

19-2. 조리실 ① 단독  ② 공용  ③ 없음

19-3. 보건실(양호실) ① 단독  ② 공용  ③ 없음

19-4. 교사실 ① 단독  ② 공용  ③ 없음

19-5. 교사휴게실 ① 단독  ② 공용  ③ 없음

19-6. 낮잠실 ① 활동실과 분리  ② 활동실 공용  ③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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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현재 근무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개선요구여부] 현재 근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공간에 해 개선, 변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어느 정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2. [개선필요성] 현재 근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공간의 개선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각 항목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① 전반적인 노후화 공간 개선(창호, 바닥, 방수 등)

② 유희공간 확보(실내외놀이터, 강당 등)

③ 조리실 등 부대시설 확보 및 개선

④ 교사를 위한 공간 확보(교사 휴게실, 원장실)

⑤ 다목적 공간 확보(특별활동 등)

⑥ 교실 또는 보육실 확대 및 보수 

⑦ 재난대비 및 시설안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보수(전염병, 지진, 석면제
거, 방염, 재해대비 등)

⑧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간 개선(유니버설 디자인 등)

2-1. 이외에도 개선, 변화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3. [미래교육 공간 특성] 삶과 배움의 주체인 영유아가 관계 속에 성장하고 공동체의 행복

과 안녕에 기여하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라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보육 공간의 

특성은 어떠한지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러
하지
않음

별로 
그러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건물은 교육 및 보육철학이 반영되어야 함

② 공간 구성과 도구들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적합해야 함

③ 개인 맞춤형 공간과 공동체적인 공유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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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외에 영유아 미래교육과 보육 공간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에 한 질문입니다. 

4-1. 건물의 규모와 입지/실내이동 동선/층수 현황

문항

전혀
그렇
지않
음

별로 
그렇
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1) 정원 및 학급당 유아수 규정 변경이 유연함

2) 현재 영유아 1인당 필요 면적에 만족함

3) 건물 노후화(30-40년이상)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증축 등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짐 

4) 교실/보육실과 화장실 등 위치선정과 동선이 영유아에 적합함

5) 다른 교실/보육실과 벽이 가변적이어서 공간들의 연계가 대체적으로 
가능함

6) 공원 및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구조임

7) 복합건물, 임대 건물에 설치되어 있음

8) 교육활동 공간으로 지하강당도 활용하고 있음.

문항

전혀
그러
하지
않음

별로 
그러
하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④ 공간의 구조변경이 유연해야 함

⑤ 감성적 체험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공간이어야 함.

⑥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함.

⑦ 미학적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함.

⑧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환경이어야 함

⑨ 유비쿼터스화, 개인 맞춤형 적응형 교육과정, 지능형 행정/시설시
스템, 첨단 디지털 가상학습환경, 에듀테크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간이어야 함.

⑩ 교육과 돌봄, 방과후과정을 통합적으로 이용가능한 복합환경이어
야 함(학교복합화 등)

⑪ 친환경, 에너지감축, 녹색학교를 추구해야함

⑫ 안전/보안이 강화되고 스쿨존이 강화되어야 함

⑬ 온오프라인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함(협력, 관계, 
의사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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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내/외 공간의 적정성/종류

4-2-1. 교실 및 보육실 현황

문항

전혀
그렇
지않
음

별로 
그렇
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1) 교실/보육실이 면적이 대체로 적합함

2) 놀이와 신체활동 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함(강당, 유희실, 
특별활동실 등)

3) 교실/보육실의 모양과 색채가 다채로움

4) 교실/보육실에 자연광, 자연풍이 충분함

5) 교실/보육실의 문과 창문의 위치가 다채로움

6) 교실/보육실 바닥이 유아에게 적합하고 다칠 위험이 없음

7) 냉난방 환기 등 설비기기 작동이 잘 되고 있음.

8) 영유아를 위한 수납공간이 충분함.

9) 디지털, 에듀테크, 학습 미디어 접근기회가 열려있음

10) 교재교구, 가구 등이 노후화되지 않고 비교적 최신임

11) 외부공간(정원, 마당, 바깥놀이터 등)으로의 개방성이 높음 

12) 실내놀이터, 교재교구 설치기준이 복잡하지 않아 설치시 어려움이 
없음

13) 바닥재, 벽면, 놀이감 등의 내구성이 높음

4-2-1-1. 그 밖에 교실 및 보육실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2-2. 교사실 및 교무실 현황

전혀
그렇
지않
음

별로 
그렇
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1) 자료수납공간과 협의 공간이 충분함

2) 자료를 보관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3) 교사끼리 회의하고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

4）따뜻하고 쾌적한 교사 휴식공간이 충분함

５）교무실과 교실이 가까워 유아를 보살피기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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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그 밖에 교사실 및 교무실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2-3. 그 밖의 실내환경 현황

문항

전혀
그렇
지않
음

별로 
그렇
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1) 식당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음

2) 조리실 등이 충분하고 따로 마련되어 있음 

3) 화장실이 좁아지 않아 이용이 편리함

4) 창고, 수납공간이 많아 놀잇감 등을 관리하기 적합함

5) 단열, 난방 등이 잘 되어 쾌적함

6) 코로나 등 전염병 등을 대비한 격리 공간, 유휴공간이 충분함

7) 부모가 기다리는 공간이 충분히 넓어 불편함이 없음

8)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기는데 불편함이 없음(데크 등)

4-2-3-1. 그 밖에 실내환경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2-4. 실외환경 현황

문항

전혀
그렇
지않
음

별로 
그렇
지 

않음

보통
임

어느
정도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1) 콘크리트 바닥보다 녹지, 숲, 자연, 흙 바닥이 보다 많음

2) 아이들이 쉴 곳이 다양하고 충분함

3)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기구가 충분하고 다채로움 

4)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화단 텃밭이 충분함

5) 놀이기구 및 녹지를 잘 관리하고 있음.

6) 울타리나 담이 개방적으로 구성되어 바깥세계와 소통이 가능함

7) 충분히 넓어 영유아가 뛰기에도 적합함

8)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함

4-2-4-1. 그 밖에 실외환경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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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이 있을 경우에만 답변]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운영, 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불만족 요소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해당 
없음

1）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구성됨 1 2 3 4 5 6

2) 장애영유아를 고려한 교실면적을 충족함 1 2 3 4 5 6

3) 유휴교실 또는 심리안정실을 갖추고 있음 1 2 3 4 5 6

4) 주차,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이 충분함 1 2 3 4 5 6

5) 기본설비들이(바닥, 안정봉 등) 이용자에게 안전
하게 제공됨

1 2 3 4 5 6

6) 계단이 적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리프트가 충
분함

1 2 3 4 5 6

7) 학습참여를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충분함 1 2 3 4 5 6

8) 교사를 위한 공간이 충분함 1 2 3 4 5 6

9) 사워실, 화장실이 충분하여 사용하기 편리함 1 2 3 4 5 6

10)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및 접근 기회가 충분함 1 2 3 4 5 6

4-2-5-1. 그 밖에 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Ⅱ.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건물의 배치/규모/층수/일반 공간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1인당 필요면적 산정 후 정원 및 학급당 유아수 고려

2) 필수공간 외 권장공간 다수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확대(다목적 특별교실, 레고놀이실, 수면실, 치료실, 기
저귀갈이 공간, 지역공동체 공간 등)

３）미래 영유아학교 모델 및 공간재구조화, 프레임 구축

４）노후한 기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전국 확대

５）학교 구성원이 모두 함께 만드는 공간 참여 디자인 사
례, 모델 확산

６）인구감소 대비 정원 감소로 유휴공간 확보 가능하므
로 정원 변경절차 유연화

７）기관의 층수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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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외 공간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놀이, 학습 공간을 어린이집가 주체가 되도록 공간 재
구조화 지침 제공

2) 학급당 유아수(교수대아동비율) 및 정원 조정

3) 영유아 1인당 필요면적 현재기준보다 상향

4) 실내외 놀이 시설 및 교재교구 기준 지침의 유연화, 현
실화, 자율화 방안

5) 조리실, 낮잠실, 보건실 등을 필수가 아닌 의무적 설치 

6) 영유아교육기관 안전 기준 현행보다 상향하여 강화(공
기, 비상재해대비기준, 석면, 바닥 및 자재 등) 

7) 현재 실외놀이터 지침 개선(실외 놀이터 면적기준 상
향, 대체놀이시설 기준 완화 (옥상 놀이터 등)

7. 장애/비장애 통합 공간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장애 비장애 구분없는, 차별없는 공간 구성 지침, 매뉴얼, 
정부 방향 제시

2) 경사로, 높낮이 다른 지형, 인도블럭 설치를 통해 휠체어
타고 접근 할 수 있는 실외 놀이환경 제시

3) 무장애 놀이터, 통합놀이공간 확대를 위해 법제정 필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놀이터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
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4) 공유공간(유희실) 구축 필요

5) 복도도 놀이환경으로 구축하는 등, 보육실의 개념을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평가체제 개편

6)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실내외 연결

7) 지체장애영유아 등을 위한 다양한 보행차, 착석지원기, 기
립훈련기 등 보조기기 영유아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

8）심리안정실, 의복교체, 기저기 교체를 프라이버시 공간을 
필수공간 지정으로 장애유아의 프라이버시 존중, 불안해
소, 인권문제 해결

9) 교사 적정수 우선 보장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８）교육주체가 함께 디자인하는 공간사업 혹대(그린스마
트 스쿨 공간혁신 사업 등)

９）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공간 기준 마
련(가능한 공통항목 고려)

10) 미래 놀이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적립금, 차입금 등의 
인정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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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에듀테크 공간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유아중심 디지털 놀이공간 구축 필요(메이커 스페이스, 
미래 교실랩 등)

2) 디지털 안전을 고려한 임베디드(embedded) 기술, 데이
터기반 지능형 기술, IoT 기반 놀이환경 구성 필요

3) 디지털 도구나 기기의 획일적 도입보다 각 기관의 비전과 
특징을 고려한 공간 구성 필요

4) 디지털 환경 구축 및 설계단계에서 교육주체(유아, 교사, 
학부모)에 설계권한을 부여. 주의의식 함양

5) 교육주체, 건축가, 행정가가 팀을 이루어 협력적 디지털 
공간 설계 필요

6) 스마트 행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7) 안정된 와이파이 등 기본 인프라 문제해결 필요

8) 디지털 통합 재정, 시설, 전문인력, 조직의 선진화 필요

9)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건강, 안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 제도 정립

10) 디지털, 전통적 놀이의 경계 넘는 다중모드놀이 접근 환
경 구성

11) 인공지능, IoT 접목 학습시설 및 지도에 관한 정부 지
침 제공

12)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강
화 방안 마련

9, 탄소중립/기후위기/그린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탄소중립학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국 확대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마련

2) 지속가능한발전교육 등에 대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기관에서 수행

3) 그린과 디지털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 모델 제시

4) 기관 태양집열판, 에너지 측정장치 등 신재생 정책 예산 
지원 

5) 영유아교육기관 텃밭 만들기, 중앙정원, 실내 녹색환경 만
들지 지원 사업 추진

6) 친환경 먹거리 사용 독려 지침 마련

7) 친환경 유아용품 기관 사용 독려 지침 마련

8) 기관신설시 친환경 자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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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사회연계 및 복합화  관련 중요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초등 유휴교실 공간 활용 방안 마련

2) 학교 복합화 시설확대로 마을학교, 돌봄센터 연계(방과후 
돌붐, 특성화, 특별활동 등)

3) 운동장, 강당, 일부 교실 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
사회 거점 학습공간 구축
(공유가능한 교실 출입구 분리구조, 마을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전시회, 아웃리치 프로그램 제공가능) 

10-1. 그 밖에도 추가할 공간이 있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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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 

1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델파이 조

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

다. 관련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목적: 미래형 영유아학교 설립 및 운영 모델에 필요한 구성요인 및 정책적 요구를 조사함.

- 조사유형: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 2회 조사 실시 예정(현 조사는 1차 조사)

- 조사일정: 10월 7일(금) ~ 10월 11일(화)

귀하의 의견은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및 제

34조 (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응

답된 설문지는 바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366

< 귀하의 개인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

현재근무기관 : (                                       ) (예시 : 육아정책연구소)

이름 : (                                       )

직책 : (                                      ) 

최종학력 : ① 학사(       ), ②석사(        ), ③박사(         ), ④기타(           ) 

최종학위취득전공명 : (                                     ) (예시 : 유아특수교육 등)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성별 : ① 여자(       ), ② 남자(        )

연령 : 만        세

Ⅰ. 다음은 미래사회와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이후 영유아학교로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측된 미래 사회의 변화 중 영유아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요인을 우선순위에 응답해 주세요. (3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미래사회의 변화
1)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2) 기후변화, 기후위기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유아 디지털 환경의 변화
4) 코로나 등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
5) 글로벌화로 국가가 인구이동 증가
6) 전연령대 전세계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강화(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강화)
7) 기타(                        )

1-1. 이외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요인 또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

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코로

나 19와 인류와 지구의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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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미래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과제> 
 * 다양성을 존중하는새로운 학습법(협동학습 등) 도입, 
 *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의 변화(교육 환경 디지털화, 탄소중립학교 실현 등), 
 * 전 연령대, 전세계의 학습자들에게 교육제공(원격교육기반 구축, 평생교육 강화 등)

또한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

물인터넷 등 초연결, 에듀테크와 변화될 사회와 인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2-1. 이상의 제안들이 국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미치는 미래사회에서 영유아학교는 

어느정도 변화될 것으로 기 하십니까?

□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다소 변할 것이다. □ 많이 변할 것이다. □ 매우 많이 변할 것이다.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먼 미래 없어질 것이다.

□ 기타(                                        )

2-2. 미래사회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세가지를 선택하여 우선순위에 응답해 주

세요.

(3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다양성을 존중하는새로운 학습법(협동학습 등) 도입, 

2) 미래사회 역량(생태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3) 교원역량(전문성, 협업능력 등) 강화 지원 및 교원 자율성 제고, 

4)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의 변화(교육 환경 디지털화, 탄소중립학교 실현 등), 

5) 전 연령대, 전세계의 학습자들에게 교육제공(원격교육기반 구축, 평생교육 강화 등)

6)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접근 강화

7) 다문화, 이민자 교육에 대한 배려교육 강화

8) 양성평등(성평등) 및 정치교육(시민성 교육)강화

9) 기타(                                                               )

2-3. 제4차 산업혁명이 영유아학교의 어느 요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선택

하여 우선순위에 응답해 주세요. 

(3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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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예: 융합과 역량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 

2) 교수학습 및 수업방법 (예: 놀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생활중심 문제해결 등 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을 고려) 

3) 교육평가 (예: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 등) 

4) 학교건물 (예: 표준화된 교실/보육실이 아닌 디지털 융합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공간)

5) 기술 인프라 (예: 첨단기술 인프라 강화: 학습분석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 가상공간에서의 수업 등) 

6) 조직과 교직업무 (예: 교사의 업무 방식과 직무 재조직, 협력설계 등) 

7) 기타(                                 )

3.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영유아학교 공교육/공보육 모델학교(시범학교 가정)가 2-3년 내에 

가까운 미래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 관점에서 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시각에서 아래의 

어떠한 정의가 귀하가 생각하는 미래학교에 가장 가까운 지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1)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당면한 교육, 보육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화된 공교

육/공보육 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

2) 21세기 역량 등 미래사회의 인재 또는 시민을 양성을 위해 주로 교육변 화에 초점을 두는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영유아학교

3) 영유아교육과정 및 영유아학교 조직 등 현재의 공교육/공보육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혁신적인 

모델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4)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5) 지역공동체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공교육/공보육의 재개념화를 실험할 미래 영유아학교

6) 기타(                                                 )

3-1.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영유아학교 공교육/공보육 모델학교(시범학교)를 가정할때, 어

떤 학교일지 아래 상급학교들의 요소들을 참고하여 핵심요소와 내용을 5-6개 정도를 

적어주세요. 

(예시: 지속가능한, 생태지향적 영유아학교, 안전한 영유아학교, 교육과 돌봄이 함께 

하는 영유아학교 등)

핵심요소 내용

(예시)스마트 영유아학교 - 유비쿼터스화, 맞춤형 적응형 학습관리, 지능형 행정/시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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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미래학교 핵심요소

구분 미래학교 핵심요소

UNESCO
(2021)

1.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2. 교실에서 학습자 커뮤니티로 나아가는 학교
3. 다양한 교수법을 지원하는 구조
4. 학교를 지원하는 디지털을 고려
5. 협력의 문화 구축

계보경 외
(2011)

1. 스마트학교 : 유비쿼터스화, 맞춤형 적응형 학습관리, 지능형 행정/시설시스템
2. 글로벌지역사회 연계학교 : 국제화/개방화, 다문화, 학교기능 복합화, 교사역할 

다양화
3. 생태지향적 학교 : 친환경, 에너지감축, 녹색학교
4. 안전한 학교 : 안전/보안 강화, 스쿨존
5. 즐거운 학교 : 협력학습, 인성교육, 창작/실습교육, 진로/역량중심교육, 학습 컨설

팅 강화, 가상학습환경

조진일 
외(2020)

1.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한 유연
한 학습 환경

2. 공간 자체가 학습 대상이 되는 공간
3.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공간
4. 디퍼 러닝, 공공데이터 활용 학습, 놀이 학습, 협력 학습 등의 학습자 중심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공간

차기주
(2022)

1.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 : 편리지향성, 쾌적지향성, 안전지향성
2.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 : 안락지향성
3. 신체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공간 : 움직임지향성
4. 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 자기주도성
5. 감성적 체험 및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공간 : 자극추구성, 심미성
6. 온오프라인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 : 관계지향성

Ⅱ.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미래 영유아학교가 2-3년 내에 가까운 미래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 관점에서 답하여 주십시

오. 본 조사에서는 미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1)학교의 비전, (2)교육과정의 운영, 

(3)수업, (4)평가, (5)기술 인프라, (6)건물과 학습공간, (7)조직과 교직업무 (8) 돌봄 등 총 8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래 설명된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신 후, 

국내의 정치, 사회, 교육의 맥락을 잘 고려하여서 해당란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성

학교의 운영요소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와시민 양성에 잘 부응하
도록 변화되는 크기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미래사회에 부응하지 않고 변화도 없다)
② 그렇지 않다 (미래사회에 부응도 변화도 거의 없다)
③ 보통 (미래사회에 어느정도 부응하며 변화가 평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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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영유아학교의 교육목표, 학교문화 등을 나타내는 학교의 비전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 비전

혁신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
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신
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예시) 5) 예시) 4)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
한다.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기
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
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
육공동체를 운영한다.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
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를 추
구한다.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
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1-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④ 그렇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며 변화가 크다)
⑤ 매우 그렇다 (미래사회에 매우 부응하며 변화도 매우 크다)

실현
가능성

미래학교에 도입되어 실현이 가능한 정도

① 매우 낮다(전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② 낮다 (먼 미래인 2030년 이후에 실현될 수 있다)
③ 보통 (중기 미래인 5년-10년 정도에 실현될 수 있다)
④ 높다 (가까운 미래인 2-3년 정도에 실현될 수 있다)
⑤ 매우 높다 (지금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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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영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혁신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명
칭을 변경한다.

예시) 5) 예시) 4)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
소를 강화한다.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을 강화한다..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
을 한다.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한다.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
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육과정으
로 운영한다. 

2-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3.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수업의 모습입니다.(3-5세 유아학교 기반)

미래영유아학교에서의 수업

혁신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지도
록 해야한다.

예시) 5) 예시) 4)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기
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하여 가
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되
는 수업을 한다.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해결
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
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
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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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유아 평가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 유아 평가

혁신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시) 5) 예시) 4)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춤
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
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클라
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4-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5. 미래영유아학교의 교육, 보육, 행정을 지원할 첨단 기술 인프라 모습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의 기술 인프라

혁신성
1)  2)  3)  4)  5)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예시) 5) 예시) 4)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
공한다.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제공
한다.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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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6, 미래영유아학교의 건물과 학습공간의 모습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의 건물과 학습공간

혁신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원, 빗물 저
장소, 실내정원 등)

예시) 5) 예시) 4)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계한다(도
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
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6-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7, 미래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업무의 모습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 조직과 교직업무

혁신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예시) 5) 예시) 4)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터화를 통해 새
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
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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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8, 미래영유아학교의 돌봄의 모습입니다.

미래영유아학교 돌봄

혁신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

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예시) 5) 예시) 4)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정을 마을학교
와 연계할 수 있다.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

8-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미래영유아학교 조직과 교직업무

혁신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협
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
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육활동에 즉각
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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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영유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2) 영유아학교장의 리더십

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

4) 영유아학교 문화의 변화

5) 수업의 변화(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방법 모두 포함)

6) 돌봄, 방과후과정 등의 연계

7) 기타(                                                                               )

※ 미래사회의 변화에 응한 미래 영유아학교의 운영요소 및 고려할 점들이 더 있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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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 

2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델파이 조

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

다. 관련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목적: 미래형 영유아학교 설립 및 운영 모델에 필요한 구성요인 및 정책적 요구를 조사함.

- 조사유형: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 2회 조사 실시 예정(현 조사는 2차 조사)

- 조사일정: 10월 17일(월) ~ 10월 21일(금)

귀하의 의견은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및 제

34조 (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응

답된 설문지는 바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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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지는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에 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에 해 ① 지난 1차 델파이 

전문가 35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시고, ② 지난 1차 델파이에 본인이 응답하신 

값을 확인하신 후, 조정 여부를 판단하시어 ③최종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해당하는 칸에 V 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간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미래 영유아학교가 2-3년 내에 가까운 미래에 설립된다는 시나리오 관점에서 답하여 주

십시오. 본 조사에서는 미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1)학교의 비전, (2)교육과정의 

운영, (3)수업, (4)평가, (5)기술 인프라, (6)건물과 학습공간, (7)조직과 교직업무 (8) 돌봄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래 설명된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신 후, 국내의 정치, 사회, 교육의 맥락을 잘 고려하여서 해당란을 선택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혁신성

학교의 운영요소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와시민 양성에 잘 부응하
도록 변화되는 크기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미래사회에 부응하지 않고 변화도 없다)
② 그렇지 않다 (미래사회에 부응도 변화도 거의 없다)
③ 보통 (미래사회에 어느정도 부응하며 변화가 평이하다)
④ 그렇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며 변화가 크다)
⑤ 매우 그렇다 (미래사회에 매우 부응하며 변화도 매우 크다)

실현
가능성

미래학교에 도입되어 실현이 가능한 정도

① 매우 낮다(전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② 낮다 (먼 미래인 2030년 이후에 실현될 수 있다)
③ 보통 (중기 미래인 5년-10년 정도에 실현될 수 있다)
④ 높다 (가까운 미래인 2-3년 정도에 실현될 수 있다)
⑤ 매우 높다 (지금 실행될 수 있다)

<평가준거>

예시: 혁신성: 학교의 운영요소가 제4차 산업혁명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와시민 양성에 잘 부응

하도록 변화되는 크기의 정도를 평가

<응답예시>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
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2

귀하의 
1차 응답

V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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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혁신성

1. 미래영유아학교에서 학교 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
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
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
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
대를 양성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
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3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
근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3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
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
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1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
교를 추구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14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
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
영 및 기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3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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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영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
과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3.71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14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63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6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1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
화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0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6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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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수업의 모습입니다.(3-5세 유아학교 기반)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
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
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6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3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
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
문)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
스럽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
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
이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
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54

귀하의 1차 
응답

2차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
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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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유아 평가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
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
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
향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11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
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
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3.94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
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4

귀하의 1차 
응답

2차

4-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5. 미래영유아학교의 교육, 보육, 행정을 지원할 첨단 기술 인프라 모습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0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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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6, 미래영유아학교의 건물과 학습공간의 모습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17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0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
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3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을 제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3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
공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
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66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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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
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
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51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4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
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1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
간, 플레이 쉼터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3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
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
을 만든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
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
는 공간)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51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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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업무의 모습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54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
터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
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6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
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54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6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
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
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7-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8, 미래영유아학교의 돌봄의 모습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
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
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60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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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현 가능성

1. 미래영유아학교에서 학교 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혁신의 크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7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
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
영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17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
의 질을 높인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37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
담을 줄인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46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
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
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9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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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
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
대를 양성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14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
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혁신성 1 2 3 4 5

1차평균 4.29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
근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3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
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57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
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
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3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
교를 추구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
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
영 및 기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2.97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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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영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
과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7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91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3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94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4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4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
화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4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4

귀하의 1차 
응답

2차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0

귀하의 1차 
응답

2차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
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26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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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3.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수업의 모습입니다.(3-5세 유아학교 기반)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
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
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54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
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
문)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
스럽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43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
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
이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26

귀하의 1차 
응답

2차

3-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
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7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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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영유아학교에서 운영할 유아 평가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
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3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
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
향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
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
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17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
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3

귀하의 1차 
응답

2차

4-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5. 미래영유아학교의 교육, 보육, 행정을 지원할 첨단 기술 인프라 모습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0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
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
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0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0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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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6, 미래영유아학교의 건물과 학습공간의 모습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66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
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을 제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26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
공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3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
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51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
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17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
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부록

391

6-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7. 미래영유아학교의 조직과 교직업무의 모습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9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91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
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9

귀하의 1차 
응답

2차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
간, 플레이 쉼터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31

귀하의 1차 
응답

2차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
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
을 만든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94

귀하의 1차 
응답

2차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
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
는 공간)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6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66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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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8, 미래영유아학교의 돌봄의 모습입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
터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
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66

귀하의 1차 
응답

2차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
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89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69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
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37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
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34

귀하의 1차 
응답

2차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
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
향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4.09

귀하의 
1차 응답

2차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97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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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목
실현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
과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
영한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49

귀하의 
1차 응답

2차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
의 질을 높인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60

귀하의 
1차 응답

2차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
담을 줄인다.

실현가능성 1 2 3 4 5

1차평균 3.74

귀하의 
1차 응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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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구분 이름 소속

1 정○○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2 조○○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조○○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

4 고○○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

5 양○○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7 권○○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8 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 강○○ 성서대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10 공○○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12 김○○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13 박○○ 백석대 유아교육과 교수

14 김○○ 전국유아특수교사협의회 회장

15 지○○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 김○○ 교육부 정책기획과 연구사

17 라○○ 경의유치원 원감

18 박○○ 김해율하유치원 원장

19 조○○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20 홍○○ 경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1 맹○○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22 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3 박○○ 전 인천시교육청 장학사(인천도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_

24 구○○ 대구 서동유치원 원장

25 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팀장

26 조○○1 서울신대 장애학생센터장

27 조○○2 서울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8 백○○ 경기이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9 송○○ 경남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기획컨설턴트

30 박○○ 교육부 민주시민과 사무관

31 이○○ 다솜유치원 원장

32 권○○ 국제사이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3 유○○ 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34 서○○ 봄누리 유치원 원감

35 홍○○ P.py건축교육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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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차, 2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표(CV, CVR값)

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 실행가능성

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영유아
학교의 
비전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
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
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3.89 0.87 0.37 0.22 0.89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
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14 0.81 0.49 0.20 1.00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
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29 0.71 0.71 0.17 1.00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
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3.43 0.78 -0.20 0.23 0.94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3.57 0.92 0.03 0.26 0.77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
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3.43 1.17 0.09 0.34 0.60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
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
를 추구한다. 

3.49 1.09 0.09 0.31 0.49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
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
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2.97 1.04 -0.37 0.35 0.37

교육
과정 
운영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
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3.77 1.00 0.37 0.27 0.77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
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3.91 0.82 0.49 0.21 0.89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4.03 0.92 0.54 0.23 0.83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
정업무 간소화 등)

3.94 0.87 0.43 0.22 0.89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3.74 0.92 0.20 0.25 0.83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4.17 0.86 0.54 0.21 0.94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
한다.

3.74 0.74 0.26 0.20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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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
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3.74 1.04 0.26 0.28 0.77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00 0.84 0.54 0.21 0.89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
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4.26 0.70 0.83 0.16 0.94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
육과정으로 운영한다. 

3.77 0.77 0.37 0.20 0.89

수업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
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
어지도록 해야한다.

4.54 0.66 0.83 0.14 1.00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49 0.61 0.89 0.14 1.00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
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
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4.43 0.74 0.71 0.17 1.00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
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
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
경 보호 캠페인 등)

4.26 0.70 0.71 0.16 1.00

평가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
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4.03 0.82 0.49 0.20 0.94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4.09 0.74 0.54 0.18 1.00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 

4.17 0.75 0.60 0.18 1.00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
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3.83 0.92 0.20 0.24 0.89

기술 
인프라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3.80 0.83 0.31 0.22 0.89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00 0.87 0.49 0.22 0.89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3.40 0.98 -0.09 0.29 0.60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3.66 0.87 0.03 0.24 0.89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
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09 0.82 0.54 0.20 0.94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
능을 제공한다. 

3.26 0.85 -0.20 0.26 0.60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
한다.

3.83 0.92 0.26 0.24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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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건물과 
학습
공간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
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3.51 0.85 0.03 0.24 0.77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3.17 0.82 -0.37 0.26 0.60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계한

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3.49 0.82 -0.09 0.23 0.83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3.89 0.80 0.37 0.20 0.94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3.91 0.92 0.43 0.23 0.83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

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3.89 0.72 0.37 0.18 1.00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
간, 플레이 쉼터 등)

4.31 0.68 0.77 0.16 1.00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3.94 0.91 0.14 0.23 1.00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3.46 0.78 -0.20 0.23 0.89

조직과 
교직
업무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3.66 0.73 0.26 0.20 0.89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
터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
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3.66 0.87 0.14 0.24 0.83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
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3.89 0.72 0.37 0.18 1.00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3.69 0.90 0.14 0.24 0.83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
양화한다.

3.37 0.97 -0.09 0.29 0.66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
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3.34 0.87 -0.09 0.26 0.71

돌봄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
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09 0.78 0.49 0.19 1.00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3.97 0.75 0.43 0.19 1.00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
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3.49 0.92 0.03 0.26 0.77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
한다. 

3.49 0.95 0.09 0.27 0.71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

3.60 0.95 0.03 0.26 0.77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
을 줄인다.

3.74 0.82 0.14 0.22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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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 혁신성

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영유아
학교의 
비전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
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
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4.29 0.96 0.71 0.22 0.89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
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29 0.79 0.83 0.18 0.89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
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23 0.84 0.77 0.20 0.94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
기회 강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4.03 1.15 0.31 0.29 0.89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4.29 0.96 0.60 0.22 0.94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
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4.31 0.90 0.71 0.21 0.94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
연사회 영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
를 추구한다. 

4.14 1.06 0.66 0.26 0.77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
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
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4.03 1.04 0.49 0.26 0.83

교육
과정 
운영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
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3.71 1.10 0.03 0.30 0.71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
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4.29 0.86 0.60 0.20 0.94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4.14 0.81 0.60 0.20 0.94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지원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
정업무 간소화 등)

4.63 0.55 0.94 0.12 1.00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4.06 0.94 0.49 0.23 0.94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을 한다. 
4.31 0.96 0.71 0.22 0.89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
한다.

4.40 0.85 0.83 0.19 0.94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26 0.92 0.60 0.22 0.89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29 0.83 0.66 0.19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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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
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4.54 0.70 0.89 0.15 0.94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
육과정으로 운영한다. 

4.09 0.82 0.43 0.20 1.00

수업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
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
어지도록 해야한다.

4.26 0.98 0.54 0.23 0.94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23 0.88 0.71 0.21 0.94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
하여 가정-지역사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
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4.29 0.89 0.71 0.21 0.94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
해결을 장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
중심, 자기주도성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
경 보호 캠페인 등)

4.49 0.74 0.83 0.17 0.94

평가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
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4.09 0.78 0.60 0.19 0.94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4.11 0.76 0.66 0.18 0.94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한다. 

3.94 0.84 0.49 0.21 0.89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
료를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4.34 0.64 0.83 0.15 1.00

기술 
인프라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4.40 0.65 0.83 0.15 1.00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17 0.89 0.49 0.21 0.94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공한다.

4.20 0.90 0.49 0.21 0.94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4.09 0.89 0.54 0.22 0.89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
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23 0.88 0.83 0.21 0.89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
능을 제공한다. 

4.14 0.81 0.60 0.20 0.94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
한다.

4.49 0.61 0.89 0.14 1.00

건물과 
학습
공간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
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4.66 0.48 1.00 0.10 1.00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4.49 0.66 0.83 0.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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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CVR
(3점
부터)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
계한다(도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4.51 0.70 0.89 0.16 0.94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4.34 0.73 0.71 0.17 1.00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4.09 0.98 0.54 0.24 0.89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
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4.31 0.83 0.66 0.19 0.94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
간, 플레이 쉼터 등)

4.43 0.88 0.77 0.20 0.94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
육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4.49 0.89 0.77 0.20 0.94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
는 자료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4.51 0.61 0.89 0.14 1.00

조직과 
교직
업무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무를 경감한다.

4.54 0.66 0.83 0.14 1.00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
터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
다.(거점형 돌봄, 학습공동체 확대 등)

4.46 0.74 0.83 0.17 0.94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
장하고 서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4.54 0.66 0.83 0.14 1.00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4.46 0.66 0.83 0.15 1.00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
양화한다.

4.29 0.93 0.77 0.22 0.89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
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
(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4.49 0.66 0.83 0.15 1.00

돌봄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
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60 0.55 0.94 0.12 1.00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4.37 0.73 0.71 0.17 1.00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
정을 마을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4.29 0.86 0.71 0.20 0.89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
한다. 

4.17 0.95 0.60 0.23 0.83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

4.37 0.84 0.77 0.19 0.89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
을 줄인다.

4.46 0.74 0.71 0.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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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 실행가능성

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영유아
학교의 
비전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3.86 0.85 0.89 0.22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20 0.58 1.00 0.14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에
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31 0.63 1.00 0.15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기회 강
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3.43 0.70 0.94 0.20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3.43 0.65 0.89 0.19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3.46 0.82 0.83 0.24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사회 영
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를 추구한다. 

3.43 0.95 0.66 0.28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족 뿐만 아
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
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2.71 0.93 0.31 0.34

교육
과정 
운영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명
칭을 변경한다.

3.69 0.87 0.89 0.24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
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3.91 0.78 0.89 0.20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을 강화한다..

4.03 0.62 0.94 0.15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3.91 0.78 0.94 0.20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3.71 0.71 0.89 0.19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
을 한다. 

4.23 0.69 1.00 0.16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한다. 3.80 0.63 1.00 0.17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66 0.64 0.94 0.17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00 0.59 1.00 0.15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4.34 0.54 1.00 0.12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육과정으
로 운영한다. 

3.74 0.61 1.0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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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수업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4.51 0.56 1.00 0.12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43 0.56 1.00 0.13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하여 가정-지역사
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4.37 0.65 1.00 0.15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해결을 장
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기주도성
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

4.31 0.58 1.00 0.14

평가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97 0.62 1.00 0.16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
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3.91 0.61 1.00 0.16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
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
한다. 

4.06 0.64 1.00 0.16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클라
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3.77 0.69 1.00 0.18

기술 
인프라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3.86 0.77 1.00 0.20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03 0.66 1.00 0.16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
공한다.

3.46 0.92 0.71 0.27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3.57 0.78 0.94 0.22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17 0.57 1.00 0.14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제공
한다. 

3.20 0.68 0.77 0.21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3.71 0.62 1.00 0.17

건물과 
학습
공간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3.57 0.74 0.94 0.21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3.26 0.74 0.77 0.23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계한다(도

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3.49 0.66 0.94 0.19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3.77 0.60 1.00 0.16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3.89 0.72 0.94 0.18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3.91 0.66 1.00 0.17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4.29 0.57 1.00 0.13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
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3.80 0.68 1.00 0.18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
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3.40 0.60 1.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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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조직과 
교직
업무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
무를 경감한다.

3.60 0.60 0.94 0.17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터화를 통
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다.(거점형 돌봄, 학
습공동체 확대 등)

3.51 0.66 0.89 0.19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
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3.77 0.65 1.00 0.17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
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
의 수월성을 높인다.

3.63 0.73 0.94 0.20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
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3.49 0.70 0.89 0.20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3.34 0.73 0.89 0.22

돌봄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23 0.60 1.00 0.14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3.86 0.60 1.00 0.16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정을 마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3.49 0.78 0.83 0.22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3.34 0.76 0.77 0.23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
인다.

3.60 0.77 0.89 0.22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
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

3.71 0.67 1.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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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 혁신성

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영유아
학교의 
비전

1) 교육목표로서 21세기 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자기주도력, 리더십, 책임감, 정보통신기술 소양 등의 
역량)을 추구한다

4.46 0.61 1.00 0.14

2)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협동학습)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한다.

4.37 0.55 1.00 0.13

3) 영유아중심, 협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에
서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한다.

4.26 0.78 0.94 0.18

4)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로의 접근기회 강
화로 교육혁신을 주도한다,

4.09 0.78 1.00 0.19

5) 영유아에게 고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잠재성과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한다.

4.37 0.60 1.00 0.14

6) 새로운 영유아학교문화조성으로 영유아, 학부모, 교사, 
교직원, 행정가가 모두 함께 하는 학습, 보육공동체를 
운영한다.

4.60 0.55 1.00 0.12

7) 지역사회와의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연사회 영
유아학교, 지역 공생의 영유아학교를 추구한다. 

4.34 0.64 1.00 0.15

8) 영유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영유아와 가족 뿐만 아
니라 지역주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해외 외국
인 등 교육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개방체제로 운영한다.

4.03 0.75 0.94 0.19

교육
과정 
운영

1)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명
칭을 변경한다.

3.40 0.81 0.83 0.24

2) 국가수준의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디지털(에
듀테크), 기후위기,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적 요소를 
강화한다.

4.40 0.60 1.00 0.14

3) 지역수준, 영유아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을 강화한다..

4.23 0.65 1.00 0.15

4) 교사가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을 현실화한다(학급당 정원 감축, 행정업무 간소화 등)

4.66 0.48 1.00 0.10

5) 유-초연계를 강화한다. 4.06 0.84 0.94 0.21

6) 교사간 교육과정 운영 역량차이를 줄이도록 연수지원
을 한다. 

4.46 0.70 0.94 0.16

7)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현실화한다. 4.46 0.78 0.94 0.18

8) 공동체/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학급별, 연령 혼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29 0.71 0.94 0.17

9) 영유아 개인별 관심과 흥미를 보다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4.43 0.74 0.94 0.17

10) 그린,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등의 요소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4.74 0.56 1.00 0.12

11)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 놀이 교육과정으
로 운영한다. 

4.09 0.74 1.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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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수업

1) 프로젝트 접근법 등, 놀이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생활 
속 학습이 경험을 통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4.34 0.80 0.94 0.18

2) 보다 유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4.29 0.52 1.00 0.12
3) 비형식-형식 학습의 연계로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방문)하여 가정-지역사
회가 영유아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수업을 한다.

4.29 0.71 0.94 0.17

4)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사회의 실제문제해결을 장
기과제로 수행하여 사회참여와 놀이중심, 자기주도성
을 높인다(기후위기 문제, 환경 보호 캠페인 등)

4.51 0.70 0.94 0.16

평가

1) 학습 포트폴리오 체제를 구축하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94 0.59 1.00 0.15

2) 평가시기 방법, 횟수 등을 개인별로 유연하게 하여 맞
춤형 성장을 위한 수시평가를 지향한다. 

4.00 0.69 0.94 0.17

3) 개별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기/학기별로 종합검
토하여 과정 및 총괄평가에 활용하고 면당 등에 활용
한다. 

3.83 0.66 0.94 0.17

4) 교사의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클라
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에 구축한다. 

4.40 0.60 1.00 0.14

기술 
인프라

1)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활동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실내외에 구축한다, 

4.54 0.56 1.00 0.12

2) 교수학습 지원 기본장치(교사학생용 태블릿, 전자칠판, 
인공지능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4.17 0.75 1.00 0.18

3) 교수학습지원 첨단 장치(홀로그램 기기, 로봇 등)를 제
공한다.

4.17 0.71 1.00 0.17

4) 디지털 콘텐츠(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3.97 0.75 0.94 0.19
5) 클라우드 기반(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기반 어플을 제공한다. 
4.09 0.82 0.89 0.20

6) 개별 고도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제공
한다. 

4.20 0.68 0.94 0.16

7) 데이터구축, 저장,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4.46 0.56 1.00 0.13

건물과 
학습
공간

1) 친환경 건물을 설계한다(태양광유리, 옥상정원, 빗물 
저장소, 실내정원 등)

4.66 0.48 1.00 0.10

2) 첨단기술이 통합된 지능화된 건물을 설계한다 4.49 0.66 1.00 0.15
3) 지역공동체센터로서의 영유아학교 건물을 설계한다(도

서미디어센터, 공연공간 등 개방형 공간 등)
4.57 0.56 1.00 0.12

4) 창의융합교육 놀이교실을 만든다(메이커룸 등) 4.34 0.68 1.00 0.16
5) 소규모 협력학습실을 만든다(프로젝트룸 등) 4.06 0.73 0.94 0.18

6) 감성힐링 공간을 만든다(장애영유아 심리안정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여유공간)

4.37 0.73 0.94 0.17

7)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든다(대집단 공유공간, 플레이 
쉼터 등)

4.57 0.65 1.00 0.14

8) 연구, 협력적 수업설계 등 전문적인 영유아교육 보육활
동을 할 수 있는 교사전용 공간을 만든다

4.49 0.82 0.94 0.18

9) 에듀테크 지원실을 만든다(수업지원에 활요되는 자료
아 첨단기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

4.57 0.56 1.00 0.12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406

영역 하위 요소 평균
표준
편차

CVR CV

조직과 
교직
업무

1) 교육보육행정의 지능적 자동화, 스마트워크 체제로 업
무를 경감한다.

4.54 0.56 1.00 0.12

2) 영유아학교간 인프라, 전문인력 교류, 클러스터화를 통
해 새로운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한다.(거점형 돌봄, 학
습공동체 확대 등)

4.54 0.56 1.00 0.12

3)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사간 업무를 분장하고 서
로 협력한다(심리상담, 유아특수 등)

4.54 0.66 1.00 0.14

4) 교사와 외부 전문인력(학계, 대학산업체지원 등)이 협
력하여 혁신적인 수업설계와 연구를 하여 교육과 보육
의 수월성을 높인다.

4.54 0.56 1.00 0.12

5) 교사이외의 전문인력(보조교사, 행정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의 상주 또는 순회, 파견
으로 학교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4.29 0.86 0.89 0.20

6)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영유아학교 및 교육보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온디맨드(On-Demand)형 업무 
방식을 구축한다.

4.49 0.66 1.00 0.15

돌봄

1) 모든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육내에 돌봄이 녹아들어있는 
통합적인, 전인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4.69 0.53 1.00 0.11

2) 기관별 지역별 돌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4.40 0.74 0.94 0.17

3)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여 돌봄과 방과후과정을 마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

4.31 0.76 0.94 0.18

4)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4.09 0.74 0.94 0.18

5) 방과후 돌봄에 2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
인다.

4.46 0.61 1.00 0.14

6)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 및 매칭으로 돌봄 운영
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인다.

4.54 0.66 1.00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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