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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발도르프학교는 개혁교육학자인 슈타이너(Rudolf S teiner, 1861～1925)의 독특한 인지학
(Anthropos ophie, 안드로포소피)적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설립하였다. 슈타이너가 새로운
학교와 교육의 기본원리를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는
온전히 자유로운 정신의 삶에 근거해야 한다. 가르치고 교육되어야하는 것은 오로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인간(w erdender Mens chen)에 대한 인식과 각 개개인의 소질에 대한 인
식으로부터 출발해야하며 가르침과 수업의 기본바탕은 참된 인간학에 근거해야한다”(자스
만스하우젠, 1996; 4)는 것이다.
케이(Ellen key, 1849- 1926)는 20세기를
르면서

아동의 세기(Jahrhundert des Kinder) 라고 부

어린이로부터의 교육(vom Kinde aus),을 주장하였다. 이 당시 어린이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들의 개발이 개혁교육학의 주요 테마였다. 개혁교육학자들은
있는 천재성(Genius im Kinde) 과

어린이 안에

예술가로서의 어린이(Kind 민 Küns tler) 에 관하여

강조하여 말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성취를 아직 파괴 되지 아니한 인간다움의 순수한 표현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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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경탄했다(오인탁 외, 1989; 15～16).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인간을 기능적, 수단적으로 다루어 경쟁에 이기려는 풍토 속
에서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조화로운 전인적 인격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인격의
형성기인 유아교육에서도 통합된 존재로서의 인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
이 있다. 또한 과학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점차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이 과학적 매카니즘과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것를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21세기의 환경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물리적인 힘 대신에 다양한 창조적인 두뇌를 사용하게 될 기회가 많
아지게 될 것이며 이에 걸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야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교육이 새
롭게 변신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된 사회가 심화되어갈수록 컴퓨터 자판을 민활하
게 두두 리는 인간보다는 더욱 높은 지력과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개성과 창의력이 요구
되고 있다(정범모, 1995).
교육의 문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학계나 사회에서 니일의 섬머힐학교
를 비롯하여 다른 개혁교육가들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독일어권 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사립학교이며 또한 개혁교
육학 시대에 나온 어떤 다른 학교형태도 세계적인 형태에서 이와 유사한 경력을 만들지
못했다고 보는(Ullrich, 1986; 213)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에 대하여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학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의 독특한
사상인 인지학 이론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교육
적 의미를 탐색하여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유아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혁하려고
하는 한국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인지학에 대한 역사적 이해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인 슈타이너는 1861년 2월 27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경계 위
치한 크랄예벡(Kraljev ec: 옛 헝가리 영토, 현재는 크로아티아 영토)에서 오스트리아의 농
촌에서 태어난 평범한 부모밑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결혼과 동시에 철도공
무원이 되었고 초임지에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태어난 것이다. 아바지가 빈 근처의 포트샤
흐(Potts chach)로 전근감 으로서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8살 때에 그의 가족은 비
이너- 노이슈타트(W iener- Neus tadt)근교의 노이되르플(Neudörfl)로 이사감에 따라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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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학교, 그리고 비이너- 노이슈타트의 실업고등학교(Realschule)를 다녔다.
1879년 가을 빈 공대(T echnische Hochs chule)에 입학하여 수학과 자연과학을 전공하면
서 실험과 자연관찰에 몰두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그는 철학, 문학, 심리학, 의학도 수
강했다. 특별히 그는 문학사 교수인 쉬뢰어(Karl Julius S chöer, 1825～1900)교수를 통하
여 처음으로 시인인 괴테에 대하여 알게되고 이를 계기로 괴테의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
에 정통하게 되었다.
슈타이너는 쉬뢰어 교수의 주석이 달린 파우스트를 읽고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다. 그는
마침내 아는 능력의 한계를 갖지 않는 영혼을 발견한 것이다. 그 영혼의 사고는 모든 신
비의 비법들로 침투할 수 있고, 지혜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인간적 능려의 한계를 무
한정 확장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파우스트에게서 앎의 근원을 보게 되었
다. 또한 괴테가 자연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자연과 영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보게
되면서 프라톤이 말한것처럼 자연계의 모든 대상의 근저에는 그 원형(Archetype)인 ‘관
념’이 고차원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1883년 쉬뢰어 교수가 슈타이너를 괴테의 작품을 주석하여 편집하는 퀴르쉬너(Jos ef
Kürs chner)에게 추천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괴테의 자연과학적 저서들에 대한 상세
한 주석을 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1890년 봐이마르(W eim ar)시에 있는 괴테- 쉴러 문서
보관소에서 일하게 되었다(Dem is ch, 1989; 9). 괴테- 쉴러 문서보관소에서의 일을 끝마치
고 슈타이너는 1897년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문화 잡지
인 “문학지”의 편자 그리고 베를린 노동자교육학교(Berliner A rbeiterbildungs schule)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편집한 잡지에 “시대에 맞지 않는 김나지움의 개혁",
“콜레기움 로기쿰(Collegium Log icum )", “대학교와 공적인 생활” 등을 발표하여, 교육학
적인 견해들을 제시했다(강상희, 1993).
슈타이너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저서인
1886 ,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특히 쉴러를 고려한 괴테의 세계관 인식론 초고,

특히 피히테의 자연과학교수 고려한 인식론의 기초, 1886 ,

리와 학문, 1891 , 철학적 대작

자유의 철학, 1894

등을 출판했다(Carlgren, 1972; 11). 이것

들은 정신과학적 저작들로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런 이념들을 그는
점에서 본 어린이 교육 ,

진

신지학(T heosophie), 1904 ,

정신과학의 관

인간은 어떻게 더 높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얻는가? 1904 (Carlgren, 1972; 12)에서 새로이 정리했다.

초기에 슈타이너는 신지학자(T heosophist)"1) 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강연 활동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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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1902년 10월 이후 신지학회의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1913년 그
는 신지학회와 이별했다. 1902년부터 슈타이너는 자신의 고유한 연구결과들만 집대성하여 자
신 정신과학적 연구 방법을 시종일관하게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의식하도
록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인지학(Anthroposophie)’이라고 불렀다(Carlgren, 1972; 12). 이 말은
그리스어 `Anthropos' 즉 인간(Menschen)과 `Sophia' 즉, 지혜(Weisheit)를 합성한 말로 ‘인간
의 지혜’란 뜻이다. 이는 신지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인간중심사고에 터한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주에 내제
해 있는 정신현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자는 것이다(정영수, 1997; 34).
슈타이너는 1900년부터 1925년 3월 30일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저서들과 6000회 이상의 강연
으로 그는 인지학을 제시했다. 1912년 베를린에 인지학 협회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1913년에는
스위스 바젤 근교의 도나흐(Donauch)에 두개의 돔이 있는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에 괴테아
눔(Goetheanu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괴테아눔은 예술 활동의 다양한 방법을 위한 공간으로
서, 그리고 정신과학적인 연구와 인지학운동을 위한 중심지로서 슈타이너가 직접 건축설계를
하고 건물의 완성을 주도했으며 무엇보다 예술적인 형상화에 몸소 관여했다(Demisch, 1989;
9). 그는 4편의 신비극을 써서 연출했고 소리의 질과 어조의 질이 몸짓을 통해 표현되는 새로
운 움직임의 예술, 즉 오이뤼트미(Eurythmie)2) 를 창조해내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독특한 인
지학적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발도르프학교의 교육사상을 정립하였다.
18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후 사람들은 긴급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슈타이너가 부르짖었던 사회 유기체의 삼지화 이념
(Dreig liederungsidee)은 지지를 얻었다. 인지학자이며 슈투트가르트의 ' 발도르프- 아스토
리아 담배공장' 을 경영하는 몰트(Em il Molt, 1876～1936)는 열열한 동역자였다.
슈타이너는 당시 어떤 새로운 사회질서를 실현하려고 주력하는 가운데 학교를 하나 만
들어 그 속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정의원리를 실현하려고 주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출신
재능 및 나중의 직업과 관계없이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판단능력, 자신의 삶의 이상에
대한 의식과 시대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나갈 학교, 즉 초등학교와 상급학
교를 포괄하고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12년간의 통합 학교에 대
해 역설하였다(Carlgren, 1972; 16).
1) 신지학은 그리스 語인 theo(神)과 sophia(知慧)의 합성어이다. 신비적 체험이나 특별한 계
시
에 의하여 보통의 신앙이나 唯論으로는 알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 또는 행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철학적 종교적 사상의 총칭이다.
2) 오이뤼트미(Eurhythmie)는 그리스語 Eu(아름답다, 좋다)와 Rhythmus(리듬)의 합성어로써
직
역하면 아름다운 리듬 이 된다. 이 글에서는 원문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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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는 사회문제에 깊은 이해를 지닌 기업가였고, 그의 고용인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었
다. 그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은 잘못된 교육 탓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몰트는 사원들
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할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슈타이너에게 교육적
인 지도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7일 이 학교를 공장의 이름을 딴 자
유 발도르프학교( die Freie Waldorfschule)' 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자유 발도르프 유치
원은 슈타이너와의 개인적 만남과 그의 강연을 통하여 감명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그린레스
(1895～1981)가 1926년 슈트트가르트에 설립 운영한 것이다. 그녀는 1938년 독일 민족주의자들
에의하여 강제로 유치원이 폐쇠될 때까지 책임자로서 활동하였다(김정임, 1998).
발도르프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는 30여개 국가에 걸쳐서 713 학교가 있고, 발도르프 유치원
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0개 이상의 자유 발도르프 유치원이 있다(레버, 1998). 일본, 인도,
아프리카의 케냐에도 발도르프학교와 유치원이 있으나 한국에는 아직 없다.

Ⅲ. 발도르프교육학의 이론적 기초
1.인지학적 인간론
여러 학문에 분할되어 있던 인간에 대한 지식들을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의 학문
형태, 즉

인간학 의 형태로 통합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카스만(Otto Cas mann,

1562- 1607)이다. 다음으로는 짐머만(Robert Zim merm ann)이라 할 수 있는 데 그는 1882
년 빈에서

인지학개요 를 출판했다. 이 책은 짐머만의 대표적인 저서 일 뿐만 아니라 그

의 강의를 자주 청강했던 슈타이너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강상희, 1993; 16).
슈타이너가 저서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인지학과 인간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자
연 과학적 연구 방법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이 사회 환경은 물론 자연 환경에
구속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처럼,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사실
들, 결국에는 인간과 우주를 구성하는 힘들을 이루는 계량화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연
구도 중요하게 보았다(Kugler, 1991; 13).
인지학적 인간학은 형태(F orm )ㆍ삶(Leben)ㆍ의식(Bew uβtsein)이라는 이 삼체성(die
Dreiheit)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들은 같은 육체ㆍ영혼ㆍ정신의 인간의 삼지적 구조
(Dreig liederung)를

통해

경험될

수

있고,

공간ㆍ시간ㆍ영원성이라는

세계

삼체성

(W eltdreiheit) 속에 이들이 상응됨을 찾는다(Kug ler, 1991; 10- 11). 영혼적인 삶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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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욕구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한다. 예를 들면 인간을 육체
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낱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영혼만 존재한다면 그 존재
를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작용에 의하여 육체와 영혼의 연결이 가능하고 육체와 영
혼과 정신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로 작용될 때, 비로서 참다운 의미의 인간존재가 가능
한 것이다(박의수, 1995; 124).
슈타이너는 자연적 유기체처럼 사회적 유기체도 마디로 나누었다. 그는 자연적 유기체
가 사고를 폐가 아니라 두뇌를 통해 하는 것처럼 사회유기체 역시 경제ㆍ정치(권리)ㆍ문
화(정신)생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Barz, 1991; 41).
이들은 서로 공존하며 상호 독립적으로 사회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기능하며 각각의 특수한 생활조건들이 효력을 얻게 된다면 사회생활의 세
분야들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정신생활은 자유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고, 정치(권리)
생활에서는 평등이 지배해야 하며, 경제생활은 형제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Lindenberg,
1992; 116). 인간은 모두 세 가지의 사회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정신생활영역에서는 인간의
품위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고 정치 생활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상대들이 있다. 경제 생
활의 순환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모든 관계자들은 사회적인 상호간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각각은 다른 것의 임무를 떠맡을 수 없고, 자신의 독립성의 가치 하에서 다른 것과 협
력해야한다. 정치 체계가 경제를 떠맡으려 한다면 경제는 파괴되고 경제 체제가 정치적으
로 되면 그 생명력은 잃어버린다.
슈타이너는 철학 분야에서 윤리적인 것을 논할 수 없는 초감각적 영역을 신비주의자에게 넘
겨준 것을 자신의 영적 관찰' 통하여 학문적으로 재구성하였다(Kugler, 1991; 15). 그리하여 슈
타이너의 인식의 개념은 인간의 본질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관찰의 결과로서 직
접 생기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돌, 별, 나무, 동물 등과 같은 사물들 안에도 가시적
이고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인지학적 훈
련방법의 중요한 관심사들 중의 하나는 본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Kugler, 1991; 19～20).
인지학는 신지학과는 반대로 인간을 우주 세계와 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Dem is ch, 1989; 24) 인지학의 중심 관심사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
파악하는 인식의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런 초감각적인 인식의 도구들은 각 인간이
의식적으로

지고의 세계 에 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인

지학는 인간의 지각 가능성의 폭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을 인식의 중심에
놓고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불가사의한 인식 능력을 파악한다. 이는 각성되고 단련되면
일종의 투시력이 되는 정신세계가 직관적으로 관조함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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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학적 발달론
인간의 가치와 자유는 인간 안에 있는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개별적으로 발달시키는
만큼 생겨나므로 모든 교육과 수업은 인간발달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발
달 심리학에서는 변화하는 영적 외향들의 시간적인 결과들만을 기술하면서 내적인 발달
과 변화는 파악되지 않았었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적 방법으로 육체처럼 영혼과 정신의 파악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발달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 발달의 비
약적이고 질적인 변화의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발달현상에 대하여 ‘성숙‘이
라든가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탄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정혜영, 1997; 10). 탄
생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들 성숙했는데 조산을 하게 된다면
많은 발달의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따듯한 모금자리에서 벗어나 미숙아를 낳는 것과 같은 결
과를 가져오는 서두르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
이러한 발달단계는 개인차 있으나 심신의 성장에 있어 이 단계는 반드시 거치게 된다. 즉
그의 3단계인 의지. 감정, 사고발달단계를 거쳐 이것들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 양성된다.

가 . 네 가 지 인 간 본질 구 성 체

인간이 태어날 때 눈에 보이는 육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구성체도 같이 탄생한다.

(1) 물 리 적 신 체 (Phys is cherleib)
무기질과 자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을 뺀 나머지 육체를 말하며 죽은 후에나
분해되지 살아서는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과학에 종속되어 있다.

(2) 에 테 르 체 (Aetherleib)- 생 명 체 (Lebens leib)
살아 있는 신체는 성장한다. 지각되지 않는 힘이 현세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식물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것이다.
(3) 아 스 트 랄 체 (As tralleib)- 영 혼 육 체 (Seelenleib) 또 는 감 정 체
인간에게는 감각의 수레, 곧 고통, 즐거움, 충동, 열정, 싫어함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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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공통적인 것이다.

(4) 자 아 체 (Ich- Leib)- 인 간 (Mens cheib)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요소인 제 4의 요소 즉, ‘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자아’라는 말로 표현한다. 인간이 자아가 있으므로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아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의 충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
생명이 태어난 후 인간의 이러한 구성체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기에 발달해 간다.
이러한 인간 구성 요소의 여러 발달의 방법을 고려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인간의 성장을 바
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4개의 구성체는 저마다 막에 싸여 있어서 산월이 오기까지는 그 속
에서 보호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신체에 있어서의 막은 모체이고 우리에게 알기 쉽다. 그
러나 생명체, 감정체, 자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알기 어렵다. 신체의 출생은 10개
월의 태내 기간 이후에, 생명체는 대략 7세경, 감정체는 14세, 자아는 21세에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호기간을 가지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이러한 발달의 진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 발 달단 계 론

슈타이너의 그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7년의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며 유아에서
청년기 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구별 가능한 특수한 학습과 소질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
다. 제 1의 7년기는 출생에서 7세까지이며 제 2의 7년기가 7～14세, 제 3의 7년기가 14～
21로서 개인차는 있으나 이 3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발도르프 학교는
3～6세를 위한 유치원 교육, 7～14를 위한 1～8학년교육, 14세 이후를 위한 9～13학년교
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첫 번 째 7년 기 (출 샐 - 7세 ): 물 리 적 신 체 (Phys is cherleib)의 탄 생
이 시기에 속한 아이의 몸 전체는 하나의 감각기관이다. 감각이 외부세계로 열려 있음 따라
서 교육은 말이나 개념이 아닌 5감의 반응, 온몸에 의한 모방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때 생명체
는 보호막 속에 있어야 신체적 발육을 관장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생명체는 어린이의 이(영구치)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의 막 속에서의 일이 완료
되고 바깥 세상에 가도록 좋은 산월이 된다. 밖에 나온 생명체는 기억력을 관장한다. 4세 정도
의 어린이가 다소 기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기억의 태동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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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것을 강제로 조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한진이, 1998; 15). 예를 들면 4세 유아들은 거짓
말을 하는데,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기억과 관련된 상상력인 경우가 많다. 7세까지는
생명체를 막 안에 있게 하여 신체와 5감의 발육을 도모함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른이 된 후의
행동력, 의지력의 근원이 된다.

(2) 두 번 째 7년 기 (7- 14세 ): 에 테 르 체 (Aetherleib)- 생 명 체 (Lebens leib)의 탄 생
이를 갈기 시작하면 생명체가 외계에 나온 것을 뜻하며 생명체는 기억, 습관, 기질, 성
향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학습을 시작해도 좋다. 특히 이 시기는 예술에 대한
감각이 눈을 뜨게 된다. 예술 중에도 생명체의 진동과 같은 음악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감정체는 아직 막 속에 있다. 감정체는 사고력을 관장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 되면 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역시 조산시키면 안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 2
의 7년기 동안, 학교 공부의 본질은 모두가 감정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한진이, 1998; 15).

(3) 세 번 째 7년 기 (14- 21): 아 스 트 랄 체 (As tralleib)- 영 혼 육 체 (S eelenleib)/ 감 정 체 의 탄 생
사춘기가 되었을 때 감정체가 산월을 맞이한다. 청소년은 개인의 관심과 취미를 발달시키는
능력과 인식 문제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얻으려 노력하며 영혼의 기초가 눈뜬다. 또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인식욕구가 나타나고 추상적 사고능력이 생기며 자신의 영혼의 힘, 즉
감정과 의지로 환경과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맞선다. 따라서 학교는 수업을 심층적으로
학문적 생활태도에서 시초를 닦는데 기여한다. 상상력과 권위에 기초하여 받아들여진 그 이전
의 지식을 자신의 논리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한진이, 1998; 15).

3. 기질론
교육은 인간에 대한 앎에 기초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개개의 어린이가 타고난 천성
을 알 필요가 있다. 기질론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질론은 고대이래 동서
양에서 행하여진 인간 기질의 분류법인데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는 사
상의학(思象醫學) 3)과 유사하다.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그의 인간론의 기초 위에서 해석하고 어린이교육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 기
3) 사람의 체질을 태음ㆍ태양ㆍ소음ㆍ소양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체질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
하
는 전통적인 동양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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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따른 교육적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했다. 각 기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혈질 인 ( S ang uiniker)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감동적이다. 기분이 가볍고 잘 변하며, 천진 난만과 낙천성
으로 주위를 즐겁게 해주고 자유롭고 호기심 왕성하다. 단점으로는 침착성이 결여되어 있
고 지속력이 없다. 공기(風)의 속성에 비유되며, 우리의 태양인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런 아이에 대한 처방은 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그에게 올바른 이야기와
운동량이 주어져야 한다(윌킨슨, 1997; 81)

나 . 담 즘질 인 ( Choleriker)

매우 능동적인 리듬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분이 강하고 뜨겁고 격하며 행동이 실제적이
다. 업무 추진력이 강해 가정적이기 보다는 사회적이다. 확고한 목표를 향한 의지가 있다.
지구력과 지도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불평이 없다. 단점으로는 타인에 대한 인정이 결여
되어 있고 자신의 정의감을 남에게 강요하며 횡포, 복수심

공격성이 있다. 불(火)의 속성

에 비유되며, 우리의 소양인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런 아이에 대한 처방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인상깊은 것들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면 풍부함은 그의 기질을 소모시키면서도 그를 유지시킬 것이다(윌킨슨, 1997; 81).

다 . 우 울질 인 ( Melanc holiker)

기분이 자기내면에 있고 감상적이다. 자아 중심적이며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을 쓴다.
충성심이 있고 성실하며 너그러운 마음씨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사소
한 일에 신경 써 여유가 없고 주위까지 기분을 어둡게 한다. 물(水)의 속성에 비유되며,
우리의 태음인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런 아이에게 흥이 나도록 만들려고 우수운 이야기를

하거나 그를 추켜세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사실 해로운 일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더 스스로 경멸하여
움추리게 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만들기 쉽다. 이런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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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경험을 알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윌킨슨, 1997; 82).

라 . 점 액질 인 ( Phleg matiker)

내성적이며 여성적인 데다 치밀한 성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기분
의 움직임이 적고, 침착ㆍ평안하다. 외부와 조화적이긴 하나 무관심하여 자기 속의 관심
에만 잠긴다. 화를 내지 않고, 평화롭다. 단점으로는 유머를 할 여유가 없고 까다롭고 힘
든 일을 싫어하여 게으름뱅이가 되기 쉽다. 냉소적이거나 방관적으로 될 수 있다. 돌(石)
의 속성에 비유되며, 우리의 소음인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렇게 주위에 무관심하고 무딘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오는 이익
을 제시해준다(한진이, 1998; 12). 역으로 교사가 점액질의 유형의 행위를 부과해주면 이
것은 어린이를 지루하게 만들어 깨어나게 할 수도 있다(윌킨슨, 1997; 8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다양한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 특정의 기질만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네 기질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
개인은 어느 한 기질이 우세하기도 하고 열등하기도 하다. 슈타이너의 교육에서 교사는
어린이의 개개인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학급을 운영할 때 다른 기질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섞어놓는 것보다 같은 기질의 아이
끼리 집단 구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슈타이너는 말하고 있다. 서로 기질이 상쇄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함께 같은 집단에 있다보면 다혈질 집단의 아이들은 ‘여
기는 너무 떠들어서 싫다‘ 고 한다.점액질 집단에서는 ‘여기서는 재미가 없다‘고 불평을
한다. 이러한 때에 가고 싶은 집단으로 가도록 안내하며 그 집단의 역할을 해보도록 격려
한다. 이렇게 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기질에 따라서 활동을 배려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식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꽃이
피는 것에 대하여는 다혈질 아이에게, 낙엽은 우울질 아이에게, 뿌리는 담즘질 아이에게
지시한다. 점액질 아이는 전체를 감상하도록 한다.

Ⅳ. 자유 발도르프유치원 교육 4)
4) 열린유아교육학회 1998년 춘계학술발표회에서 필자의 발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 이 경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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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및 원리
발도르프유치원에서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학에 기초하고 있다. 전인에의 고려는
발도르프 교육학의 모든 단계의 교과과정에 철저히 스며들어 있다(Kranich, 1984; 192).
발도르프유치원의 교육목적도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래서 인지중심으
로 치우친 교육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ㆍ인간은 모든 가능성들이 내면에 집중되어 있다.
ㆍ어린이가 행하여 얻은 경험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행할 수 있는 방식들에 영향을 준다.
ㆍ교육의 기본원리로서 사랑; 어린이 안에 본질적인 사랑을 발달시키려는 데 중점을 둔다.
ㆍ교육한다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를 배양하는 것이다.
ㆍ어린이에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ㆍ놀이는 어린이의 진지한 작업이다.
ㆍ능숙한 손가락 놀림은 활동적인 생각을 만들어 낸다.
ㆍ교육의 중심은 아이의 자립적인 발달을 돕는 것이다.

가 . 교 육원 리로 서 질 서

일반 유치원 교육과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에서는 “하루 일과표”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틀
에 주어진 교육형식을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적응시키려고 하는 교육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그
유아들을 그것에 맞추어 훈련시키고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도르프 유치원 교
육은 유아들이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창의적인 발달과정을 겪을
수 있는 생활의 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를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질서 속에서 유아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신 뢰 감 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 감 이 생겨나며 여기서 창 의 로 운 재
능 이 스스로 형성되어 질 수 있다.
독

일 발도르프유치원 교사)의 토론내용을 포함하여 이 부분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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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간 적 인 질 서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의 유아들은 “세상은 질서 속에 있다” 라고 믿고 이 세상을 대한
다. 유아는 자기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감성적인 크기
만큼 주위환경과 일치하여 결합된 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런 결합된 체험의 핵심은 어른이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공간이 그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같이 껍질처럼 되 버린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질서는 삶의 과제에 맞게 기능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안정을 필요로 한다. 공간적인 환경의 질서가
요구되고 그 안에서 사물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
해 깊은 생각 없이도 환경공간에 익숙한 자신의 습관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린이
는 주위의 공간적인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갖고 여기서 창의력이 생겨나게 된다.

(2) 시 간 적 인 질 서 - 리 듬
삶의 과정은 항상 리듬적이고, 건강한 삶은 법칙을 고려하여 확실한 조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마치 인간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리듬적인 법칙에 의하여 사는 것과 같은 것
이다. 학교 가기 전 단계의 유아들에게는 이런 리듬적인 질서가 중요한데 유아는 시간의
관계에 대해 아직 추상적인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유아들의 시간적인 질서 속에서 삶의 습관 안으로 내면화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위한 안정감과 연결시켜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른은 유아와
함께 하루의 경과, 일주일의 경과, 한 달의 경과 또 일년의 경과에 대한 관점을 고려한 시간적
인 질서 안으로 형성해 주어야 하는 교육적 과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고유 삶
의 구조 또는 틀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함이며 이것은 두 번째 껍질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어린이의 안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시간적인 질서이다. 하루 삶의
리듬 속에 따른 각 각의 시간의 흐름, 즉 리듬은 어린이를 감싸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다. 예를 들어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 언제나 (시간적인 질서에 의하여 자유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린이는 항상 새로이 바뀌는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놀이에 임하게될 것이다.

(3) 영 혼 적 인 질 서
취학 전 연령의 유아는 감성적인 느낌 속에서는 그때에 받은 감명을 다시 자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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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만드는 내면적인 동기, 이러한 인간적인 자세 그리고 그를 통하여 스스로 접합
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경험한다. 감성적 느낌과 내면적으로 형성하려는 동기의 통일된 체
험 속에서 유아는 인간적인 만남의 안정감과 유아가 스스로 디디고 설 수 있는 세계로의
신뢰감을 경험한다.
언제 이러한 의미로서의 느낌이 생겨나는가? 이것은 어른이 스스로를 넘어서서 세상 안의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유아에게 기쁨,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설 수 있고, 어른이 고귀한 것
에 대한 중요한 열망에 전력을 다하여 사는 것을 유아가 경험할 때 생겨난다.
다시 말하며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는 어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단지 어른이 그러한 가치로부터
하루의 일들을 하나의 높은 관계 안으로 연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면적인 동
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어른의 모습이 유아들에게는 아주 주요한 요소로써
작용하고, 유아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세계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느끼게 하고
스스로의 행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껍질”의 형성은 어른 스스로가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질 물리적, 시간적 그리고 영혼적인 세계에 대한 관계 안에서 주도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아들의 지위를 존경하는 현대교육의 표어는 이에 따라서 교사의 “자기교육”이다. 한 유
치원은 교사가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따라 공간을 여는 크기 안에서 유아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자궁”을 만들고 유아는 자신의 개성을 다 끌어낼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만든다5)

나 . 교 육원 리로 서 본 보기 와 모 방

제 1단계(출생- 7세)인 물리적 신체의 탄생기 기간은 신체만 밖으로 나와 있는 시기이
다. 신체적 탄생은 물리적 세계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여기에서 발달은
무엇보다도 감각과 관련을 맺는다. 어린이의 경험과 의식은 물리적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의 감각들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에 의존한다. 따라서 어린이는 직접적인 감각체험을
통해 모방함으로서 배우게된다.
5) W olfgang S assmannshausen, “미취학 연령의 유아들을 위한 발도르프교육”, 1997년 발도르프
여름아카데미 강의 내용 중, 발도르프교육 자료 모음집 (한국 쉬타이너 「교육예술」협
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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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교육학에서 생각하는 약 7살까지의 어린이의 학습의 기본 형태는 본보기와 모방
(Vorbild und Nachahmung)이다(Carlgren, 1972; 24). 모방은 어른이의 시범적인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유아의 내적인 유대를 말한다. 유아의 모방능력은
유아의 내면에 있는 자유의 표현이며 이는 유아가 자기주변의 인물들 속에서 비교 될 수 있
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이란 결국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본질이 일체를 이루는 인간을 의미한다(자스만스하우젠, 1996).
예를 들면, 어른(교사)이 내적인 자기의 자유를 의식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진실 되게 행
동할 때, 이러한 어른(교사) 존재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아는
이러한 내적인 유대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유아는 어른에게 본보기를 보인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자유를 실천
하고자한다.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보여줄 때 그것은 성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른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주성과 자유를 역으로 얻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른과 유아는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교류적인 만남이다. 슈타이너는 ‘교육이란 언제나
교육자 자신이 어린이에게서 배울 때에야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만
남이 선행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 만남이 교육에 선행하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요소는 교육을 맡은 성인의 행동이다. 어른의
자유로운 행동은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말은 교육자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향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깨
달음을 통하여 필요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지의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
면 발도르프 유치원 교실에는 한편에 주방이 있다. 교사가 빵을 만들 때 3～4명의 유아가
도와서 방을 만들고 다른 20여명의 유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 교사가 보여주
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금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실습교사가 대신하게 될 때
유아들의 창의적인 놀이는 중단되고 교실분위기는 불안하고 질서는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다.
교사가 빵 만드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빵 만드는데
임하느냐하는 것에 교육의 내용이 있다. 어른들이 자기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생활해 나가면
서 그 공간 안에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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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유치원는 연령혼합집단으로 학급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어린들이 서로 상호 작용
함으로써 형제 자매관계를 생기게 한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영재 교육를 교육하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 모두가 보다 취약한 학생
들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는 언제나 본보기로로서 어린이들 앞에 서서 지도한다. 활동은 우선은 교사의 자극
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어떤 숨겨진 강요 없이 소규모 집단으로 행하여지므로 모든 어
린이에게 효과적이다.
반일제을 원칙으로 하고 종일제 형태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는 종일제(12시간) 유아교육
기관은 유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과 식구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단 가장 작은 공동체,
즉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내지는 인간의 이해 부분이 잘못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어린이를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같
은 선생님이 계속 맡는 담임 교사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치원의 경우 3- 5세 동
안 3년간, 1학년에서부터 8학년의 경우는 8년간을 같은 선생님이 계속 담임을 맡는다. 그
리고 자기 반 교육은 담임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이렇게 같은 선생님에게서 한
결 같은 지도를 받으면서 인생은 지능의 높낮이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
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도록 도와준다.

3. 환경구성
인지학 의 이념은 발도르프 학교 건물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보통의 건물이 사각형, 삼
각형 모양을 띄게 되는데 발도르프 학교에는 각이 없게 지어져 있다. 지붕도 교실도 복도도
모두 곡선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자연에는 각이 없고 다양한 곡선인데서 비롯한 사상이다.
유원장(잔디밭)에는 모래밭, 그리고 나무로 된 조그만 오막살이 집, 뉘어져 있는 고목
(古木) 등이 전부였다. 일반 유치원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미끄
럼틀, 그네, 정글짐 등은 없다(Gros sm ann, 1994; 70～78).
유치원에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T V,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 상품은 없다. 대부분 자
연물이고 꾸밈없는 원형 그대로의 것들로 꾸며 어린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제
공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구성은 유치원교육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놀이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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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술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유치원에는 가능한 한 완제품은 거의 사용하자 않는다. 완제품의 놀이감은 보기에는 해
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완제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상상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윌킨슨, 1997; 63). 모든 대상물체는 지적사고에 의하여 만들
어 진 것이 아니라 실물을 모방한 것이어야 한다. 종이 자르기 막대배열하기 등은 유아의
성장을 방해하며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은 유아들에게 좋지 않다. 가능한 한 오래 동안 상
상의 세계에 남아 있는 것이 좋다(윌킨슨, 1997; 64). 그래서 색연필, 크레용, 물감, 붓과
조소용 점토, 예쁜 의자나 책상, 간단한 장난감들 외 에 상품화된 놀이감은 없다. 나무토
막(원형 그대로)을 다양하게 잘라 놓은 것들, 다양한 형태를 띤 재미있는 모양의 가지와
나무그루터기, 나뭇잎, 밀짚, 견과류(호도, 밤 등), 씨앗(호박씨, 봉숭아씨 등), 양털(자연
채색한), 조개 껍질, 돌, 솔방울 등이 있다. 놀이 도구로 만든 숟가락, 그릇, 다리미, 칼, 집
등이 있는데 모두 원목으로 수 작업한 것이다.
인형도 상품화된 것이 아니고 수 작업으로 만든 것인데, 특색의 하나는 눈, 코, 입 등이
없다. 어린이의 환상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다. 장난감으로 만든 아름다운 인형은
상상할 수 없게 하므로 유아들의 영혼에 해가된다. 그러나 간단하게 만든 헝겁 인형은 기
쁨을 줄 수 있다. 어린 시절 내적 형성력이 환상을 자극했을 경우에만 어른이 되었을 때
완성된 삶을 누리게 된다(윌킨슨, 1997; 64).
이렇게 놀이감들 또한 모두 자연적인 것들이고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진할 정
도로 매우 단순하다. 이런 것으로 어린이는 무한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린이의 놀
이에서는 어떤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는다. 소집단 또는 전체의 자유로운 놀이에서 나타나
는

외견상

상상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시된다(Kranich, 1984; 195～196).이에 대하여 자

유놀이 시간의 놀이감에서 좀 더 보충하고자 한다.

4. 교육내용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내용에 대하여 하루의 생활에 따라서, 그리고 주간 특별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한다.

< 표 1> 일일교육 시간 계획(Küg elg en, 1991; 57)

열린유아교육연구 (제3권 1호)

7:00

등원, 교사와 만남(인사와 간단한 일상대화)

7:30～ 9:15

자유놀이: 간식준비,작업,기념일이나 축제때 연관된 활동

9:15～ 9:45

정리정돈, 손딱기.

9:45～10:00

리듬있는놀이

10:00～10:20

아침모임, 실외옷입기 신발 갈아신기

10:30～11:30

정원에서 자유놀이, 모래밭, 공놀이 줄넘기 등 화단가꾸기, 풀베기,
잔디밭 가꾸기, 추운 또는 가벼운 비가 오는 날씨에는 공원 산책하기.

11:30～11:45

실내화로 갈아신기, 손딱기, 인형을 준비, 동화모임코너로 모인다

11:45～12:00

동화모임, 일주일 내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12:00

귀가, 부모가 와서 데려간다

가 . 자 유놀 이 ( F reis piel)

누구든지 발도르프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의 다른 유치원들처럼 자유놀이 시
간을 맞이하게 된다. 오전의 자유놀이시간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데 이런 놀이는 자주 변형이 되는 나이가 아직 어린 유아들의 경우는 놀이 그룹과 구성
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지만 큰 유아들의 경우는 이미 어제에 오늘 무엇을 하고 놀 것인
지에 대해서 이미 약속 내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유아들이 아침에 맨 먼저 모여서 그들의 놀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
고 그리고 각각 모두 교실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의 물건을 찾아 가지고 온다. 모
든 놀이에는 꼼꼼히 생각을 하고 나서 비로소 놀이가 시작된다. 만약에 어떤 놀이를 할 것인
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어떠한 물건이 눈에 띄
어짐과 동시에 그것에 따른 새로운 놀이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유아들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놀이가 시작되든지 또는 즉흥적으로 자연
스럽게 발전하였든지 간에 이러한 자유놀이의 가치에 대해서는 부모나 교사는 알게된다,
자유놀이의 가치는 유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세상 안으로 접합시켜 가는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뿐 만 아니라 세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형성)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위한 중요한 의지의 자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
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충만하게 제공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여 삶의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한다.
산업사회는 전통적인 삶의 형태, 즉 공동체를 점점 더 와해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각 개인
스스로에게 맡겨줬다(개인화). 그러나 이렇게 생겨진 자유공간은 무엇보다도 고유적인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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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에 의해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자발성은 나이에 적합한 형태 안에서 자유놀
이를 통하여 유아에게 내면화된다. 놀이는 단순히 어떤 사물과 함께 하는 놀이적인 행위가 아
니고, 이것은 하나의 내면의 자세이다. 놀고 있는 유아는 그의 놀이에 빠져서 놀고 있는데 이
때 생각과 그리고 그의 행동 속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한 것도 아니다.
놀이는 유아를 경직되고 그리고 무질서한 관계 사이의 중간쯤에 놓여있게 한다. 놀이 안에
서 유아는 스스로의 내면 안에서 한 자세를 갖게되며 이때에 유아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놀이는 목적을 향하여 겨냥된 것이 아니고 놀이가 그 안에 스스
로 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역시 기쁨을 가지고 배움을 대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 어떠한 포상을 통하여 배움을 유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치원의 시기에서 얻어진 기쁨들은 많은 경우 이미 일 학년에서부터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많은 유아들에게 너무 일찍 교육을 행해지기 때문이다(조기교육, 조기 입
학). 물론 유아들이 배움을 너무 일찍 시작하다보면 배움에 대한 기쁨(즐거움)보다 명예
에 대한 애착으로 이미 일 학년이 되어서는 그 배움에 대한 기쁨은 소멸되어지게 된다.
그러한 결과는 일찍 시작되는 학교에 대한 지루함이다. 이것은 유아가 학교에 대해 주는
성적표이다, 즉 유아가 학교로부터 받는 압박감 또는 유아 스스로가 학교를 그렇게 평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초보적인 배움의 의지가 억눌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훗날의 발전 단계, 성취 의지에 상처를 받게 된다.
놀이 안에서의 진지함과 활기의 접합은 유아를 가장 성공적으로 자신 미래의 삶에 책임적이
고 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준비하여준다, 즉 놀이의지는 사전에 의도된(숨겨진) 과제가 없어야
한다. 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 행복에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
를 하게 된다. 정말 잠깐 사이에라도 유아는 무거운 짐이 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존재의 신선함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은 유아를 약간의 학교적인 교육을 유치원에서 수용하여, 예를 들
어 예비 학교적인 수업준비를 통하여 다가올 학교교육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원 유아를 아주 완전한 ‘유치원 유아’로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도 완전한
‘학교 어린이’로 되게 함이며, 이는 나중에 다시 놀이 행위를 ‘학교 책상 밑’에서 다시 보
충해야하는 수요(결핍)가 없게 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1) 자 유 놀 이 에 서 놀 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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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유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단순한 놀이 감들이 애호 받게 되는
것을 즉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놀이 감들이란 마로니에(밤과 같이 생김),
조개껍질. 통나무들 그리고 나무조각, 헝겊 천 등등의 것들이다.
누구든지 관심 있게 그것들을 만져보면 촉감을 통하여 전달해 오는 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 재료가 합성재료보다 감촉이 완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러한 자연재료들은 손의 따뜻함을 보다 아주 잘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그 자연재료 겉면
(완전히 매끄럽지 않은)의 촉감 속에서 감각의 깨임을 더욱 활성.촉진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통나무는 무척 무겁다, 그것은 무게가 꽤 나가고 그의 크기에 “맞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형태는 있지만 속이 비어 있는 합성재료(예;플라스틱)로 만든 블럭은 그의
“고유의”크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그
것들을 가지고 놀기가 수월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이다. 유아들은 세상에 대하여 전체적인 인격으로서
그들의 경험을 만들어 간다; 그들의 근육의 긴장감, 재료에 대한 주의심, 놀이 사고
(S pielidee)의 집중과 전개들은 상호간에 아주 밀접하게 연계．결합되어 있다. 바로 그것
들은 아직 통합적인 과정인 것이다. 자연적 물질과 함께 노는 것은 세계에 대하여 가장
최선의 현실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준다.
자연재료들은 그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놀이 도구로서, 그들은 다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아들을 고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무의 한 토막을 세우면 교회의 탑이 되고, 그
것을 다시 누이면 배가되며, 이것을 품속에 안고 있으면 이것은 다시 인형 등이 된다.
여기서 나무의 한 토막의 형태는 놀이 안에서 꼭 하나의 역할로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
문에 유아는 그 나무토막에게 능동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능동성은 바
로 이러한 자연재료의 단순한 놀이감과 놀이를 통하여 촉진되어 질 뿐 만이 아니라 이러
한 능동성은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세계는 이러한 능동성을 받아들이
고 그 능동성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게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놀이감이 완전하지 않기 때
문이 아니라, 유아의 상상력을 위하여 형태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1907년 “정신과학 관점에서 본 유아들의 교육”이란 강연을 하여 훗
날의 발도르프 교육학의 기원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며 이때에 이러한 ‘단순한 놀이감’을
주장하였다. 그때에 그는 유아의 발달조건에 대하여 순수히 생각하였었다. 그리고 60년
후에 교육학자 마틴 카일하커는 “산업사회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어떠한 요구들이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인간들에게 세워지고 있
는지를 중심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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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에게는 유아의 스스로 행함에서의 기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소질과 틀이 중요하였으며 이는 가능한 많은 변형과 변화가 허용되는 단순한 놀이감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즉 한 사람은 유아의 욕구에서 또 다른 사람은 산업사회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관점들이
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발달에 부합
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S chneider, 1996).
유치원에서는 기계적인 완전한 장난감이 다가오는 기술(산업) 사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감, 즉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의식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산업)
사회를 대비하는 것이다. 완전한 장난감은 유아를 기술 산업 사회에 적응시키기에는 적당하지
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산업기술 사회에서의 인간은 기계에 지배되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
를 지배하여 창조를 하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허영록, 1996; 46).
유아는 많은 놀기 위하여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 물건들은 그들
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좋기는 유치원 교사나 부모들이 스스로 제작한
것으로서 유아들이 그 놀이감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놀이감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 되어간다. 예로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수줍음을 잘 타는 유아의 경우, 아무리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엄
마가 먼저 손을 댄 후에야 비로소 유아도 그 장난감에 접근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신뢰감을 통하여 즉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세계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
여 유아들은 어른들의 세계로 접합하여 진다.
장난감은 일회용품과 같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 예로 인형을 들 수 있다. 인형은 헝겊인형으로 하여 상처가 나며 고
칠 수도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유아에게 비어있는 플라스틱 머리의 인형을
선물하지 않도록 하며 그 인형은 다시 고칠 수 없고 경직된 인상을 가진 인형은 놀이하
는 동안에 유아가 변화하는 상상적 연출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힘들게 한다.

(2) 역할 놀이 - 자유놀 이 시간 중 에서
자유놀이 시간 중에서 다른 요소는 역할 놀이를 들 수 있다. 유아가 형태를 만드는 놀이;
예로 블록 쌓기를 보면, 이것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유아는 세계를 역할놀이 안에서 내면화한다. 유아들은 놀이에 의해서 그들의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게된다. 이러한 자유놀이의 기본적인 것이 역할놀이이다. 역할 놀이의 대상은 다양하다.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아주 신뢰하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의 일들을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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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 놀이를 하게 되는데, 예로 가족놀이이다.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거나 또는 형, 아기 등
등. 이러한 자신 이외의 역할을 스스로 행하면서 그 대상의 상황 안으로 자신을 변환시키며
세계를 스스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의 역할 내용은 대상역할의 상황을 아주 비
슷하게 재연하거나 아니면 아주 기념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며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러한 것은 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는 자신의 고유한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익혀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 신뢰가 있는
장면들을 즐겨 놀게 된다.
또한 일상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닌 상황도 종종 역할놀이의 주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바
로 자신이 아주 인상 깊게 경험한 일들이다, 예로 자신이 어제 갔던 병원에서의 상황들이다.
스스로가 의사가 되거나 간호원이 되거나 하며 인상이 깊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며 그들의 역할
을 놀이로 다시 연출해 내는 것이다. 환자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어 수술을 하고 사람들을
고쳐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는 세계를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의 역할을 나름대로 경
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주는 힘을 내면에서부터 경험
하게 되고 그리고 유아는 그와 함께 능동적으로 되어간다. 물론 4살 짜리 유아는 아직 이르겠
지만 그 이상의 유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세계로의 관계를 맺어가고 스스로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것이 어른들의 관념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렇치
않고도 유아에게 세계는 놀이 안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놀이는 여러 연령층의 유아들 모임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다양해지고 그리고
흥미 있는 놀이가 되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연령 그룹은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나 . 아 침모 임 ( Morg enkreis )

자유놀이 시간에서는 유아들이 혼자서 또는 소그룹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졌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언제나 같은 시간적인 리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느 익숙해진 시간이 경
과하는 때에는, 즉 유아들의 놀이가 차츰 집중력을 떨어 질 때면 교사로부터의 어떤 멜로
디를 듣게되고, 그 소리에 의하여 유아들은 집합하게된다. 이렇게 자유놀이 시간은 끝나
게 되고 소위 아침모임이 시작된다. 유아들은 바닥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아주 명쾌한 손
가락놀이를 함께 하며 자유놀이 시간에 발생했던 놀이감들을 정리하고 자리를 정돈하는
과제를 나누어 하게된다. 이렇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같은 일이 진행된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예로 아주 화창한 날씨에는 아침을 먹고 일상적인 산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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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다 더 오래 산보를 하는 경우 또는 특별히 어떤 유아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다시 유
아들에게 흉내내 보려는 때는 허용이 되기는 하나 이러한 것은 극히 드문 예외의 일이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은 지켜진다. 왜냐하면 유아의 의지는 순간적인 흥미나 기분에 따른
욕구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는 신뢰되어진 습관에 의하여 발전되기 때문이
다. 삶의 처신 안에서의 지속성 그리고 믿을만한 리듬은 세계 안에서의 관계에서 유아에
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 물론 항상 일정한 것의 반복은
리듬이 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리듬이라는 것은 항상 활기가 있어
야 한다 이것은 교사의 기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오직 교사가 다시 돌아오는

신뢰에

기뻐 할 수 있다면, 유아들도 아주 기쁘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리듬은 유치원 생
활의 삶 안에서 정돈된 힘이 될 것이며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며 이는 프로그램화된 규칙
보다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생활적 리듬의 교육을 유지하
는 것에는 중요한 논증이 있다. 유아는 신뢰하는 주위세계와 일치하려 한다. 그들은 안정
감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확인을 찾으려고 한다.
유아가 7살까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자신 고유의
본질적 특징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 자주 어른이 얼마나 믿음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데 왜냐하
면 유아는 거기에서 자신 고유의 자아를 위한 본질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자신과 유아를 위하여 형성하는 삶이 속하여져 있다. 유아는 자신이
어디에 믿을 수 있는 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습관이란 바로 정리 정돈이
며, 이것은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유아
는 명령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모방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 정돈 후에 손을 씻은 유아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
오면서 원을 구성한다. 이제 그들은 서로가 한 그룹으로서 인지하게 되고 이로써 이 시작된다.
이런 공동체의 경험은 리듬적인 놀이를 통해서 먼저 진행되어 질 수 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유도하거나 또는 윤무를 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른다.
유아 스스로가 그의 움직이는 조직과 연결하여 날개 짓을 하는 듯하게 감흥이 넘치고 그리
고 자신을 끌어주는 그러한 리듬으로서 몸 전체의 움직임 속으로 리듬이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유아들의 팔과 발 움직임의 흐름동작이 사지의 몸 전체로 전부 스며들
지 못하고 그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때 유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고양
이의 날렵한 걸음, 거인의 힘찬 걸음 또는 총총거리는 난쟁이의 걸음 모습을 흉내를 내면서
그들의 신체를 상상적인 역할 연출을 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역할의 변화 안에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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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사지의 동작 안으로 강하게 스며들어간다.
아침모임에서의 놀이들은 몇 주 동안 같은 것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익혀지고 바로 신뢰감을 주며 이와 함께 안정감을 준다. 경험이 많은 교사의
경우, 유아들이 어느 날에는 특별하게 산만하거나 또는 그날 따라 특별히 활달하지 않다
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활발하거나 진정시키는 리듬을 끼워 넣거나 또는 아니면 한 놀이
를 반복하게 하면서 집중 할 수 있도록 한다.
리듬적인 노래나 또는 윤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한 단계이다. 이렇
게 리듬적인 노래나 윤무를 통하여 리듬이 신체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한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놀이는 각 각의 유아들이 개별적인 역할을
갖게 한다. 이러한 역할에는 동작이 상상력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때에 주로 선택되어
지는 내용으로는 당시의 계절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한 유아는 원의 중간에 나아 앉아서
꽃이 되어 잠을 자고 다른 유아는 해가 되어 원 주위를 돌며 잠자는 꽃을 깨우는... 물론
꽃이 해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꽃은 더 자라기 의하여 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유
아는 비가 되기도 한다, 등등. 여기서 유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또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며 물론 적절한 분배 또한 중요하다. 이런 역할 놀이가 끝나게
되면 손가락 놀이로 연결되어진다.
그때에는 유아들이 다시 원형으로 모여 서게 되고, 몸 전체의 움직임은 아주 조용해지
고 오직 손가락만으로 이야기 내용을 표현하게된다. 이러한 절제되고 그러나 섬세하게 신
체의 한 부분에서(손가락) 진행되는 동작은 오직 손가락의 숙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고유적인 신체의 자각력을 높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문장(낭송)은 노래
보다 유익하다. 유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손가락놀이를 할 때에 유우머스러운 화술과
같은 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아침모임은 기도, 금언 또는 노래를 통하여 종교적 동기를 줄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이 된다.
그것은 교육적인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침모임의 첫 부분이나 끝날 때 행하여진다, 그
것은 첫 부분이든 끝 부분이든 항상 같은 부분에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용은
적어도 같은 시간의 정도로 되어 져야 한다. 어린 유아들의 종교적 감정은 저 다른 세계로 향
하지는 않고, 그들은 신적인 사랑과 지혜가 땅위인 이곳, 신뢰할 수 있는 세계에 뻗쳐 스며드
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언이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비유적이어야
하며 유아 자신과 그의 신뢰감이 있는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유아가 어떤 기
독교적인 종파의 가족에 속하여 있던, 또는 그것이 모슬램이나 또는 일본의 신도이든 지간에
유아들의 근본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문장화되면 좋을 것이다. 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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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종교적인 자세를 유지시킬 수 있다. 예컨데 우리 모두
의 고향인 땅에 대한 사랑 안에서 말이다.
아침모임은 아침 식사를 먹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는 물론 모두 함께 먹으며 사회성을
고려하여 모든 유아들을 위해서 똑같은 메뉴로 정한다. 이러한 공동의 아침 식사는 아주
건강하고 맛이 좋을 것이지만, 영양에 대한 광신주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간은 물론 자연스러운 가벼운 대화가 음식을 잘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정도가 좋으
며 공간 전체가 울리는 소란스러움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 . 나 머지 오 전 시간 의 반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날씨가 좋은 경우 대부분 옥외공간에서의 모래놀이, 줄넘기,
목발로 걷기 등의 활동이나 산책으로 연결된다. 또는 그 시간에 수작업(Handw erkliches )
행위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취학 전 마지막 유치원 시기의 유아들에게 놀기만 하는 것이 요구되
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을 요구하게된다. 그들은 “진지한” 수작업적
인 과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 수작업을 통해서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친구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더욱 만족할 것이다.
이러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행해진 작업들은 유아들의 실제적인 재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훗날 더 많은 이론적인 재능을 개발 해 낼 수 있는 “손과 함께 생각하기”로 발전 시킬
수 있다(허영록, 1996; 28). 이러한 이유로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특히 6～7세의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로 나무를 잘라 간단한 도구 만들기, 물레
로 실을 짜기 등이다. 이런 실제적인 작업은 물론 다른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서 중요한 과업
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지게 한다. 예전의 20세기 초기의 유아들은 가정 안에서의 작
업에서 그리고 수공업적인 작업에서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지는 지를 알게 되었다 (예; 농가에
서는 우유 짜기, 수공업 가정에서는 간단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유아가 형성을 인식
할 수 있는 세계는 통찰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유아는 실제적인 행위에 능동적
인 참여를 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다. 유아는 세계와 함께 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경험이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역할은 유치원에서 해야할 중
심적인 과제이며 그 과제는 바로 산업사회의 생활관계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과제이다. 유치원
은 다가오는 미래의 삶의 실제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인지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기초를 쌓아야 한다. 오직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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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야 한다.
유치원은 인간과 세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실제의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다. 유아가 그의 신뢰하는 세계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되면, 유아는 스스로 그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고, 세계의 전체성을 파악 하고자 하는 배움의 의지와 체계적인 훈
련과 연습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전시키게 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가능한 한 학교교육에 대한 조기 교육의 동기를 제공함으로
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이단계에 맞게 먼저 신뢰되는 세계 속에서 유아 개성
의 기본적인 일치 안에서 요구되고, 이는 유아가 일곱 살의 전환점까지 되어서 스스로 세
계를 넘어 노력할 때에 생겨나게 된다.

라 . 동 화모 임 ( Märchenkreis )

유아들이 바깥에서 놀이나 또는 수작업 활동을 하고 나면 그들은 오전 시간의 마무리를 위
한 동화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 이 모임은 가장 좋게는 아주 조용한 노래를 통하여
유도되며 이 노래는 경청의 자세를 준비하여준다. 경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
이 되고 말았다. 우리에게 오늘날 고요의 문화는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 동화모임은
이러한 사라져 가는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동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
는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면 안에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깊은 삶의 문제에 대하여 형상화로, 그리고 단순한 줄거리로 이야
기한다.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에서 동화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동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물론 이것은 동화를 아주 잘 이야기할 때
이다). 왜냐하면 동화의 줄거리에 빠져 들어가고 그 줄거리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녀가
무엇인지, ‘계모 팥쥐 엄마’가 누구인지 또는 악한 왕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미 잘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하였을 때로서; 이야기 해주는 어른 스스로가 동화 속에 심취하여 있거나, 그러한 모습이
살아 있는 것처럼 유아 앞에 존재 할 때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동화는 책을 가지고 읽어주지 않고, 단지 이야기를 한다. 그때에 어
른과 유아 사이에는 책이 놓여 있지 않고, 그들 사이에는 인간적인 직접성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똑같은 동화를 매일 이 주에서 삼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또 그때에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열 번에서 열 다섯 번이나 이야기한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
하지만 그러나 유아는 물론 나이 드신 노인도 신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것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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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자기확인을 경험하게 된다.
동화나라에서는 아주 확실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법칙이다, 좋은
자가 곤란에 빠지면 그는 단지 구조되어 지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들은 더 강해지고 그리
고 곤경에서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법칙 안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것은 유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
후 학교에 다니게 될 때에는 자연법칙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도덕적인 법
칙과 함께 유아는 일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자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강해진 자아는 인간 역시 자신의 자발과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없이도 자연법칙 아
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유아다운 도덕적인 감정은 오직 선하고 악
한 것만 즉 희고 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가 일치하고자 하는 세계에는 오직 선한
것만 주어져야 한다. 악한 것은 파멸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끔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확한 도덕적인 자세를 형성한다. 인간들이 하얀 것도 검은 것도 아니라는 경험
은 아홉 살이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현세의 실제 상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유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화나라에서는 확실한 관계를 찾게되고 이러한 관
계는 유아에게 내면적인 버팀목이 되어준다.
동화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동화 테
이프들과 그리고 동화 필름들은 유아들을 위하여 부적합하다.

< 표 2> 주간예술 및 특별활동(Küg elg en, 1991; 57)
화 : 수채화 그리기 (자유놀이 하는 가운데)
수 : 오이뤼트미(Eurythm ie), 율동 및 신체 표현시간에 함
목 : 점토 (밀랍)로 만들기, 마치기전 시간에 하는데 더운 여름에는 생략
토 : 대청소, 놀이감, 책상, 선반 등 닦고 정비하기, 상점놀이 마차에 있는 물건 분류
하고 정리하기, 그릇 닦기

마 . 수 채화 그 리 기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수채화 그리기는 독특하다. 도화지를 물에 담근 후 일정 시간
있다 꺼내어 천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물에 젖은 붓을 물감가루에 찍어 도화지에 그린다.
그러면 물감이 스며들면서 은은한 선을 만들며 각이 진 경계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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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en Vereinig ung der W aldorfkindergarten e.V., 1991b; 13).

바 . 오 이뤼 트 미 ( Eury thmie)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예술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의 방향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Kranich, 1984; 201). 예술활동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하고 분류하고 사고하는 ‘두뇌적
인 인간’ 보다는 움직이고 사물을 만들고 더 예쁘게 하려는 ‘율동적인 인간’, ‘손발을 가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형태화 하려는데 있다(Lindenberg, 1992; 92)
예술교육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음악이나 회화가 아니다. 인간이 보다 건전하게 자라가는 토
양은 색채이며, 빛이며, 음이며, 울림, 리듬이다. 이러한 예술에 잠기면서 글자를 익히고 수
의 비밀을 알아내고 동물이나 식물의 영위를 느끼며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도록 한다.
발도르프 유치원에는 단순한 신체표현과는 다른

몸을 움직이는 놀이 시간, 즉 오이뤼트미가

있다. 오이뤼트미는 슈타이너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의 예술로서

볼 수 있는 언어 이고,

볼수있는 노래 이다.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들 중에 하나는 혼이 있는 신
체의 배양 인데 오이뤼트미는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Carlgren, 1972; 56). 사람이 소리와 음색에 익숙해 져서 이것을 오이뤼트미의 몸짓으로 형
상화한다면 그 일은 모든 정신력과 전체 인간의 신체가 요구하는 활동이다.

5. 운영 및 학부모와의 관계
발도르프 학교의 운영 형태는 자유로운 사학으로서 독특한 학교형태를 지녔다. 교장 또
는 원장(유치원)은 없고 학교 행정은 동료 교사들의 학교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과 교육은 일반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공립 학교와는 달리 국가에 의해 규정된 교과과정, 국가에 의한 진급
규정,

성취

척도

등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의

자유

공간을

학보하고

있다

(Lindenberg, 1992; 120). 결국 학교는 교육 행위의 자유가 결정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경
우에만 국가 당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물론 이 자유를 위해 발도르프 학교는
약간의 대가를 지불한다. 즉, 수업료 등은 학부모의 분담금, 학부모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포기와 독자적 수행에 의해서 자유학교가 공립의 학교제도의
체제적 강요에서 풀려난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부모 집중적인 공동 협력이 또한 발도르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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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다. 발도르프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의 자유로운 발의와 협력의 결과이다. 그런
협력의 학교는 관료주의적인 학교 행정의 제한들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로이 협의
해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은 교사들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매주마다 있는 학부모협의회에서 실현
된다(Kranich, 1984; 189). 발도르프 학교는 교사들간의 동료적인 경영 체제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완전히 평등하며 교장, 교감, 기타 여러 가지 관리직이 없는 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상하 계층적 구조가 없는 상태 하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다.
월급의 많고 적음은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 상황과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된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학교 운영의 제도적 기구로서의 학교 협의회에서 행정적이고
교육적인 여러 문제들이 결정된다(오인탁, 1983; 95).
발도르프 학교의 생활의 일부 주도권은 학부형들로 구성된 학부모회나 학부모와 교사
의 연대 협의회에서 나온다. 오래 전부터 발도로프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 협의회 등 협
의와 발의를 위한 기구들이 형성되어서 학교 생활과 학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그것들 내에서 다루어진다(Kranich, 1984; 190～191).
학부모와 교사의 다양한 협력은 발도르프 학교의 일을 위해 중요하다. 참된 협력을 통
해서만 가정과 학교의 고립이 극복되고, 부모는 생활과 학교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학부모와 각 학급 교사들은 한 학년 중에 여
러 번 학급- 학부모의 밤에서 만난다. 여기서 교사들은 다양한 영역의 수업에 대해 보고함
으로써 학부모들이 수업의 내용, 교육적인 견해, 각 어린이와 학습에 대한 개요를 얻도록
한다. 각 담임 교사의 가정 방문 또는 학부모의 밤은 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공통된 관심
속에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의 장이 된다.
모든 발도르프 학교에서 학부모를 위한 강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별한 교육
문제에 대한 강좌, 회화, 조소, 오이뤼트미 등의 예술 강좌, 실기- 수공예 강좌 등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한다. 학교 생활의 흐름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과거 수 십년 동안 매우 증가되었다. 많은 곳에서 발도르프학교의 설립은 참여적
이고 헌신적인 학부모 집단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발도르프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과 다른 점은 반마다 1명의 교사가 있을 뿐 보조 교사도 없
다. 한 반은 20- 25명으로 되어 있어 교사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경우
도 40명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정규학교 보다 학급당인원이 많은 편이다.

6. 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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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유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누
구나 막중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특히 발도르프 학교는 각각의 교사의 인격에 그리고 교사
동료간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오로지 교사들의 발의와 능력으로 존속되고
있다. 여기서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교육의 특별한 필요조건이 생겨난다.
여기서는 슈투트가르트의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먼저
입학조건을 보면은 a)20이상인자. b)최소한 실업 고등학교을 졸업했거나 김나자음 11학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 하는 학력을 갖은 자. c)발도르프 유치원에서 1 년간 예비관찰
실습을 한자. 기간은 4년 걸린다. 1년간 예비관찰실습, 2년간 학교강의 후 시험 합격하면,
1년간 실무실습을 한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다(Internationalen Vereinigung
der W aldorfkindergarten e.V., 1991a: 8).
기존의 유아교육(사회교육)기관 교사들은 4～5주의 연수을 받고 1년 동안실습을 받으면된
다.(Internationalen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rten e.V., 1991a; 14～15) 독일에는 슈투
트가르트의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과정 외에 하노버, 뉘른베르그 등 총 10개(1991년)가 있다.

Ⅴ. 한국 유아교육에서의 적용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은 한국의 유아교육이 앉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려고 할 때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더라
도 발도르프 교육학의 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 그 실제부분들은 우리의 이해
와 이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적용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 기능 교육로 되려는 경향성을 차단하고 본래의 목표인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함을 확고히 한다. 유아교육의 어려운 상황은 무엇보다도 유아의 이해,
즉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것이 너무도 미약하여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조기교육 형태의 학교교육을 준비 시
켜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훗날 학교 생활에서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적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위험이 매우 크다.
둘째, 유아를 위한 교구 교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져야하고 상품화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스스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연령 혼합반을 편성하여 교육의 개별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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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이 유아 능동성을 유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여섯째, 유치원 건물도 예술성과 교육적 유용성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교사와 학부
모, 학생, 건축가와 건축기술자, 미술가, 조각가, 건축공, 건축업자 등의 공동협력에 의하
여 신중하게 건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이 다른 어떤 외적인 제한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오직 자라나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에 근거해서 교사의 완전한 자유와
책임 하에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종일 반(12시간)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과 식
구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단 가장 작은 공동체, 즉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형태이나 종일반을 확대하려 할 때, 인간의 이해
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아홉째, 21세기는 창의력이 경쟁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를 기존의 환경
에 적응시키고, 살아남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기존의 교육방법은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 유아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바꿔 나가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교
육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Ⅵ. 맺는 말
발도르프 교육학은 슈타이너의 독특한 인지학적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인지학
적 인간학은 육체ㆍ영혼ㆍ정신을 가진 인간의 삼체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관심
사는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목적도 전인적인 인간교육에 있다. 그래서 인지중심으로 치우친 교
육에 반대한다. 슈타이너는 출생에서 7살까지의 어린이를 감각적인 존재로 보고 감각적인 실
제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이런 학습의 기본 형태는 모방이다. 어떤 행동 방식을 강요하
지 않고 어린이들의 개성을 존중한다. 유치원에서 가능한 한 상품화된 놀이감은 사용하지 않
고, 자연적이고 꾸밈없는 원형 그대로의 것들을 사용하여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려
고 한다. 학교 운영은 교사와 학부모의 집중적인 공동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무엇을 애써 가르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예술적인 활동을 하도록 고안된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따뜻하고 평온하며 행복하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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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에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개인의 바람직한 인간 행동 특성을 내면화 시켜야
하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몰두하고, 과열 경쟁 속으로 자녀를 몰아 넣어서 자연과 벗하며 넓은
열린 공간에서 갖는 교육, 일상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갖는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유아는 자연
적 존재이면서도 사회적 힘의 영향력에 의하여 가소성이 큰 존재이며 또 유아기는 인격
형성의 출발점이자 결정적인 성숙기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유아를 자연 속에서 생활
하며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 교육하려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기능교육에 얽매여 있음을
보게된다. 오늘의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
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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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 RA CT
The Waldorfkindergarten- Education as a Model of
Alternative- Reformative Kindergarten in Korea.

Kw ak, N o- U i

T he W aldorf- s chool, w hich w as founded in early century in the stream of the
educational reform m ovem ent, today becam es conceived as a representative m odel of
the alternative- reform ative school.
T he

W aldorfkinderg arten- Education

S teiner' s(1861～1925)

peculiar

is

based

on

Austrian

thought, Anthroposophie. T he

philosopher,Rudolf

principal concern

of

Anthroposophie is to dev elop the instrum ent of cognition of extrasensory w orld.
Anthroposophie is based on the threehold sections(die Dreiheit) of Form (Form),
Life(Leben), consciousness(Bewu tsein). T hose also can be formulated in the World
threehold

sections(die

Weltdreiheit)

of

Space,

T ime, and

Eternity.

T hose

can

be

experienced through humam' s threehold structure(die Dreigliederung) of Fresh, mind, spirit.
T he

W aldorfkinderg arten

aim s

at

education

for

the

w hole

child.

It

denies

intellectually- oriented education as one- s ided. T he education for the w hole child w ith
body, m ind, s pirit is fundam ental principle of the W aldorfkinderg arten.
S teiner,s Anthroposophie is bas ed on his developm ental theory. According to him ,
m en hav e seven- year rhythm . T he firs t developm ental phas e is until the age sev en.
T he children at this phas e are sensory organ. T hey learn throug h direct sensory
ex perience and T heir basic form of learning is im itation.
T eachers do not force the children to do any activity. T hey respect children' s ow n
individuality and stim ulate children' s inner- im itation learning . In the kindergarten the
artificial educational toys are not equipped as m uch as pos sible. All of learning
m aterials are natural and have orig innal form . T hey are v ery sim ple to s tim ulate
children' s im ag innation. T he facilities of civilizition, eg , T V, com puter etc, are not
used as educational m edia. Also W aldorfkinderg arten is

m anag ed by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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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rking of teachers and parents .
F rom the finding s is draw n the follow ing g eneral conclusion: the Kindergarten
educational practice of the W aldorfkindergarten s how s us a possibility as a the
alternative m odel for the Kinderg arten reform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