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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

의 기본이 되는 누리과정에 기초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문헌고찰, 5-6월까지는 바둑놀이교육 프로그램 1차 초안
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7월에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프로
그램을 예비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또다시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은 누리과정에서 바
둑과 관련된 구성 원리를 추출하여 적용, 개발하였으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바둑놀이프로그
램의 구성체계는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목적과 목표, 교수모형,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4회기 40분 수업으로 진행된다. 바둑놀이프로그램
을 통해 유아들이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면, 교육적 도구로써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제언한다.
« 주제어: 누리과정,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Ⅰ

. 서 론

유아는 하루 종일 놀이를 하며 생활하고, 놀이를 통해 학습한다. 놀이는 유아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발달에 적합한 놀이가 제공되었을 때 유아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놀이경험은 향후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함께 이끌어낸다(Spodex &
Saracho,1990). 현대사회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조직화하
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곽금주, 박광배, 박혜원, 1996) 유아기 때 다양한 놀이경험과
교육적 놀이가 조장되었을 때에 발달한다고 하였다(노치현, 박인숙, 황명원, 1985; 지
성애, 1994; Johnson, Christie & Wardle, 2006). 놀이는 자연스럽게 규칙을 습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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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며,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주의집중력과 충동성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재욱, 2006). 놀이의 한 형태인
바둑은 현대에 들어와 취미나 여가수단을 넘어 유아의 두뇌계발, 인성발달, 주의집중력
배양 등과 같은 교육적 놀이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바둑교육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인지능력과 주의집중력, 문제해결력 및 만족지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김바
로미, 2009), ADHD의 유아들이 바둑교육에 참여한 후 주의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사
례들도 보고되고 있다(정수현, 2005). 바둑은 기본적으로 놀이적 특성을 지녔으며 두 명
의 참여자가 영토획득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여야 한다. 특히 서로를 이기기 위
한 전략을 세우고, 시시때때 변화하는 국면의 형세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토의 크기와
착수의 가치를 계산하는 등 다양한 사고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 돌을 따내
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유욕이 강한 유아에게는 이러한 놀이적 요소가 더없는
흥미를 제공한다. 즉, 바둑은 놀이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어 유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국의 과정에서 끊임없
는 사고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교육적인 부산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정수현,
2000). 권준수(2010)에 따르면 바둑을 둔 집단과 두지 않은 집단의 전두엽(집중력, 작업
기억, 수행조절능력 및 문제해결력 등 담당)과 측두엽(기억담당), 시상부위와 신경연결
과정을 측정해 본 결과 바둑을 둔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이 발달되었다고 보고하
였고, 이혜정(200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정서지능발달에 바둑교육이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안상균(2009)의 연구와 안상균, 백기자, 정수현(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
의 뇌에 바둑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등 바둑의 교육적 효과성을 밝히는 연
구들이 많다. 또 한국갤럽조사(2008)에서도 성인의 80%이상이 ‘바둑이 자녀교육에 도움
이 되며 집중력향상, 두뇌계발, 정서안정에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결
과만 보더라도 바둑을 교육적 놀이 인식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바
둑은 다양한 교육적 효용성이 내포하고 있어 단순히 게임이나 사교적 수단이 아닌 유
아에게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김바로미, 2004). 현재 약 300여개의 바
둑교실과 1600여 개의 방과 후 바둑교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화센터, 방문교
육 및 인터넷바둑에서도 많은 유아나 아동이 바둑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둑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의 약 90%이상이 유아와 아동이다(김바로미, 2014).
그러나 현재의 바둑교육은 대상자가 유아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똑같은
교육하고 있으며, 승부에 초점을 두는 기술위주의 수업이나 대국위주 수업으로 교육
을 실행하고 있다. 또 바둑이 중국에서 창안된 게임이다보니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로
되어있고, 복잡한 전략기술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유아와 아동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비체계적으로 실행되어오던 바둑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유아에게 맞는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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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둑의 본질이 놀이인 만큼 ,‘교육’ 으로서 접하기보다는 ‘놀이’로 바둑을 배움으
로써 다양한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현 유아교육에서 강조하는 이론과 일맥상통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들이 바둑이라는 놀이를 생소하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현 유아교육기관의 기본이 되는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개발하였다.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에서
바둑이 관련된 구성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을 완성하였다.
유아 삶에 있어 놀이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되는 것은
유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교육적 놀이
라 할 수 있는 바둑놀이프로그램이 유아교육에 널리 활용될 때 유아의 전인적 발달
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Ⅱ누
.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절차

둑놀

1. 바

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연구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절차는 문헌고찰, 프로그램 1차
초안완성,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수정, 보완 작업, 예비실험 거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다시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누리과정을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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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
로 한 교육관련 논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22편의 논문이 연구되어있었으며, 이
중 학위논문 17편과 학술지논문이 11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바둑교육에
대한 의식조사(학부모, 아동, 바둑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바둑 수(기술)에 대한
연구, 혹은 바둑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만 제시, 비판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이 극히 미비하다. 이 중에서 바둑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하거나 개발한 연구들이 총 5편으로 윤석수(2006)의 초등학교 특기적성 바둑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이혜정(2007)의 바둑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발달과 바둑지식습
득에 미치는 효과, 김바로미(2009)의 바둑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지능, 과제집중지속능
력, 문제해결력 및 만족지연에 미치는 효과, 박국화(2011)의 아동 바둑 입문과정의 커
리큘럼이 관한 연구와 김성탄(2013) 어린이 바둑 교육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소고 연구
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윤석수(2006)의 연구와 김성탄(2013) 그리고 박국화(2011)의 연
구에서는 현재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바둑교육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둑교육프
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며,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직접적
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대한바둑협회나 한국기원과 같은 바둑기관
에서도 현재 유아와 아동의 바둑교육이 성행하는 것에 발맞추어 2009년도에 바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으나 현 재 이 프로그램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장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검증된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과거의 바
둑교육을 답습하고 있었으며, 이론중심의 교육과정과 바둑기술에 관한 내용들에 편중
되어 있다보니 유아와 아동이 배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둑은 어려운 용어나 기술이 내재되어 있어 유아와 아동이 배우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도 쉽고 재미있는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바둑교육프로그램으로는 이혜정(2007)의 정서바둑교육프로그램과 김바로미
(2009)의 동기유발바둑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과거의 바둑교육을 답습
하고 있다. 정서바둑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여 바둑을 배우는 것 제안하
고 있으며 시각과 음향부분을 추가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바둑기술위주의 수업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동기유발바둑교육프로그램은 제7차 유치원교육과
정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유아와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나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바둑기술교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유치원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바탕으
로 교육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까지의 바둑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과 현재까지 개발된 바둑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어렵고 생소한 바둑용
어와 복잡한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바둑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
가. 문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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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공통적으로 실행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쉽고 재미있게 바둑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둑놀
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 3-5세를 대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통교육과정을 말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누리과정의 5개의 영역인 신
체․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관련 요소
를 추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그 예로 수학, 과학, 음악, 미
술, 다문화, 전통문화, 언어교육, 신체운동 등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들은 유아교육기
관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둑놀
본 연구에서 바둑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누리과정을 검토하여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①바둑용구와 친해지기, ②바둑 알아보기, ③
바둑과 친해지기, ④바둑 처음배우기 그리고 ⑤바둑과 익숙해지기 과정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유아인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바둑기술이
나 전략을 배우는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놀이를 통해 바둑을 배워본다. ①바둑용구
와 친해지기 과정은 바둑의 용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바둑을 배울 수 있는 단계로 진행된다 ②바둑 알아보기 과정은 바둑의
역사와 예절, 규칙, 바둑설화등과 같은 다양한 바둑문화를 극놀이와 확장활동을 통해
배워보는 단계이며 ③바둑과 친해지기 단계는 바둑을 배우기에 앞 서 스스로 바둑돌
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바둑의 기술 신체활동과 음악활동을 통해 직접체험하면
서 생소하거나 낯설게 바둑을 배우기보다는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다. ④바둑 처음배우기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던 김바로미(2009)의 동기유
발바둑교육프로그램에서 적용하여 동기유발 요소를 본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여 바
둑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⑤바둑과 익숙해지기는 과
정은 앞서 선행되었던 다양한 놀이활동을 바둑기술과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진행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바둑놀이프로그램은 현 바둑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 사료되며 바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이라 제언한다.
나. 바

이 교육프로그램 1차 초안

토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1차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바둑교육전문가 1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유아교육전문가 2인은 아동
학 박사학위소지자이며, 바둑교육전문가는 바둑학 석사학위소지자이면서 현재 대학교
다. 전문가 자문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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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둑학을 교육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1월-4월까지는 약 8회 이상 강남의 C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문 및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초안이 완성된 5-6월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
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실험 프로그램을 7월에 완성하여 자문 및 검토를 받았으며, 8
월에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
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내용과 수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전문가들은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목표와 교육내용
이 전반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도 적절하기는 하나 유아
교육과 바둑교육의 연계성을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다양한
유아놀이프로그램과 유아교육과정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누리과정과 바
둑놀이에 연계성을 현 유아교육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바둑의 용어와 기술이 유
아 유아수준에 맞지 않아 하향조정, 수정하였다.
둘째, 바둑교육전문가는 현재 많은 유아들이 바둑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바 본 연
구의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은 참신하고 재미있으나 현 바둑교육현장에 바둑놀이 교
육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바둑놀
이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누리과정의 관련요소를 추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 바
둑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어려움이 따를 수
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매뉴얼과 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예
1) 교사훈련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마친 후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1차 초안을 완성한 것
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해보는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할 교사는 대학교에서 바둑학을 전공자이며, 현재 유아와 아동교육현장에서 바둑을
지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적, 목표, 교육내용 등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2014년
7월 매주 화요일에 1시간씩 약 4회에 걸쳐 교사교육을 진행하였다.
라. 프로그램

비실험

2) 연구대상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예비연구는 강남소재의 C국공립어린
이집 만4-5세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공문을 2014년 8월 1일- 4일에 배부 ,수거하여 햇살반 유아 1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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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예비실험절차
모집된 유아를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6회 40분 동안 예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바둑놀이 과정의 바탕인 ①바둑용구와 친해지기, ②바둑 알아보
기, ③바둑과 친해지기, ④바둑 처음배우기, ⑤바둑과 익숙해지기를 토대로 교육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아가 바둑에 입문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권한으로
예비연구에 맞게 수정, 적용하였다. 예비연구과정과 활동사진은 <표 1>과 같다.
<표 1>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비실험

예비실험
날짜/시간

활동주제
1.(선행활동), (동기유발)
* 바둑용구와 친해지기
- 바둑돌, 바둑판을 무엇으로 만들었
을까?
2.(전개1)
* 바둑에 대한 소개 이야기 나누기
8/7 바둑용구와 3.(전개2-확장활동)
3:40-4:20 친해지기 * 바둑돌, 바둑판 탐색하기
①
- 어느 돌이 더 반짝이나요?
- 어느 돌이 더 무거운가요?
- 어느 돌이 더 큰가요?
- 소리 들어보기
4. 눈 가리고 바둑돌(흑, 백돌) 가려내
기
5. 바둑돌 소리 듣고 개수 맞추기
1.(선행활동)
* 규칙을 어기면...어떻게 될까?
- 교통, 어린이집, 공공장소에서의
규칙이야기 나누기
2.(동기유발)
8/12
*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인사하기
바둑
3:40-4:20 알아보기
- 목례, 악수, 껴안기, 코로 인사 등
②
3.(전개1)
* 대국인사법, 잘못된 바둑예절 퀴즈로
풀어보기, 바둑규칙 바로 알려주기
4.(전개2-확장활동)
* 바둑예절과 규칙 올바로 알고
예절책 만들기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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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행활동)
* 큰소리로 숫자세기(1-19까지)
2.(동기유발)
* 바둑판 탐색하기
- 만져보기
- 길이 재보기
8/14
- 줄 세어보기
바둑과 3.(전개1)
3:40-4:20 친해지기
③
* 다양한 바둑판 소개(돌, 나무, 가죽,
인간, 종이, 부직포, 고무 등 )
4. 바둑용구(4줄, 9줄, 13줄, 17줄, 19줄
바둑판에 대해 배우기 등
5.(전개2-확장활동)
* 나만의 바둑판 만들기
6. 발표, 사진 찍기, 시상,
1.(선행활동)
* 교차모양 배워보기
2.(동기유발)
* 교차인 모양 찾기
3.(전개1)
8/19
바둑
* 교차인 모양 만들어보기
3:40:4:20 처음배우기
- 활로(活路)배우기
④
- 활로(活路) 찾아서 자리에 앉기
4.(전개2-확장활동)
* 활로(活路)을 찾아 의자 놓기,
* 캐릭터를 활용하여 바둑두기
* 노래 부르며 활로에 앉기 놀이
1.(선행활동)
* 위험한 상황에 친구를 돕는 이야기
2. (동기유발)
* 바둑놀이 활동해보기
- ‘나는야 바둑돌'
8/21
바둑과
바둑돌을 활용하여 모양 만들기
3:40-4:20 익숙해지기 3. -((전개1)
⑤
* 나의 돌의 활로(活路)찾기,
* 상대방 돌의 활로(活路) 막기
4.(전개2-확장활동)
* 주사위를 던져 활로(活路) 찾아
메우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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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행활동)
* 바둑놀이 활동으로 기술배우기
2.(동기유발)
* 흑과 백 모자쓰고 활동하기
8/26
3.(전개1)
3:40-4:20 익바둑과
백돌 활로(活路)메우기
숙해지기 * -흑들이
⑥
바둑돌을 이용하여 활로(活路)
메우기
4.(전개2-확장활동)
* 그룹으로 활로(活路)메우기
* 친구들과 사이좋게 대국하기

4) 예비실험결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예비실험에 모든 과정은 사진
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문가 자문 및 검토과정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활
동과정에서 아동들에게 바둑놀이에 대해 생각과 느낌 말하기과정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바탕으로 바둑놀이과정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
육을 배운다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바둑
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누
.

1.

누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이교육프로그램 개발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이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방향

현재까지 실시된 바둑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중심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닌 교
사중심의 수업이며, 바둑의 기술 위주인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바둑에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기술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
그램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현 바둑교육프로그램은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바둑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략적 게임으로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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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아가 쉽고 재미있게 바둑을 배우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리하여 본 프로그램
에서는 유아에게 적합한 바둑용어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바둑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선행학습활동과 동기유발요소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넷째, 유아발달에 적합한 바둑놀이프로그램을 기본 전제로 실제적용 가능한 프로
그램 개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놀이교육에 적합한 더 나은 유아 바둑놀
이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누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표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과 목

누리과정에 기초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바둑놀이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의 목적

바둑은 놀이적 형태를 띠고 있는 두뇌게임으로 유아의 놀이상황에 적절하게 적용
된다면 교육적 놀이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소유욕이 강한 유아에게는 바둑의 ‘돌
따내기’ 요소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바둑을 두는 과
정에서도 끊임없이 사고하고 계산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러한 바둑놀이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구조화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유
아바둑교육계는 물론 유아놀이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자한다.
둘째,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
험, 자연탐구를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표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에 기초로 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누
리과정과 바둑에 관련된 영역별 항목을 추출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바둑놀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유아바둑교육과정을 정립한다.
둘째, 바둑의 수를 계산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 탐색하는 등 수, 탐구능력이 증진
된다.
셋째, 바둑의 다양한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사회성이 증진된다.
넷째, 다양한 바둑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
다섯째, 다양한 바둑수의 변화를 생각함으로써 공간지각능력이 향상된다.
나. 프로그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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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누리과정에 입각한 바둑놀이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진
다.
3.

누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이 교육프로그램 기본구성

본 연구는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조언 및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예비실험을 통해 수
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이
갖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교수-학습방법과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참고하
였다.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구성내용
영역

영역별
중점
지도
내용

활동내용
• 바둑으로 감각능력을 기른다.
①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 바둑을 신체활동으로 배워본다.
참여하기
• 바른 자세로 앉아 바둑에 집중한다.
신체운동 ②③ 신체활동
몸과
주변
깨끗이
하기
• 바둑놀이활동 후 정리정돈을 한다.
・건강
④ 안전하게 놀이하기
• 바둑돌과 손과의 협응력을 기른다.
⑤ 기구를 이용해 신체활동 하기 • 안전하게 바둑놀이를 한다.
• 다양한 바둑교구로 신체활동을 한다
바둑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다.
①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 바둑
활동 중 상황에 알맞은 말을 한다.
②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
바둑을
통해 손으로 대화를 나눈다.
의사소통 ③ 바른 태도로 듣기
(수담-手談)
④ 느낌, 생각, 경험말하기 • 궁금한 점을 분명하게 질문한다.
⑤ 상황에 맞게 태도하기
• 바둑놀이활동에서 차분히 대국을 한다.
• 바둑놀이를 스스로 주도하여 진행한다.
사이좋게 바둑을 배운다.
① 나의 일을 스스로 하기 •• 친구들과
친구들과
바둑으로
신체활동, 언어활동
② 나와 타인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등을 하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사회관계 ③ 나의 감정조절하기
승패에 따라 자신/친구의 감정
④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 을바둑의
이해하고
조절한다.
⑤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 바둑 관련 상황을
친구관계와 연관하여
이해하며 배운다.
관련 상황을 표현놀이를 통해 익힌다.
①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 바둑
바둑노래와
율동 배운다
② 음악으로 표현하기
•
바둑판과
돌
을
이용해 그림도 그려보고,
예술경험 ③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신체로 표현하는 등 바둑을 통해 다양
④ 극놀이 표현하기
한 예술경험을 습득한다.
⑤ 다양한 예술경험하기
• 바둑 놀이에 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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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놀이로 수세기와 탐구과정을 즐긴다.
① 호기심 유지하고 확장하기 • 바둑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수를 선택
② 탐구과정 즐기기
한다.
③ 탐구기술 활용하기
• 바둑놀이활동에서 자신의 수를 탐구하고
자연탐구 ④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활용한다.
⑤ 공간과도형의 기초개념알아보기 • 바둑놀이활동에서 공간의 개념과 도형에
⑥ 기초적인 측정하기
대해 배워본다.
⑦ 규칙성을 이해하기
• 바둑놀이상황에서창의적사고력을발휘하여
문제를해결한다
4.

누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이 교육프로그램 모형

앞서 개발된 선행프로그램과 누리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모형과
설명은〔그림 2〕와 <표 3>과 같다.

〔그림 2〕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모형의 초안
<표 3>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의 초안 설명
교수학습단계
도입

교수-학습방법

바둑놀이에 앞서 명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바둑에 대한 어려운 용어설명을 일상생활로 비유하여 설명해줌으로써 오늘 배
선행학습
울 바둑놀이활동에 이해를 돕는다.
동기유발
수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낸다.
전개1
앞서 활동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둑놀이활동에 활용하여 바둑을 쉽고 재미있
(바둑놀이활동) 게 놀이로 배운다.
전개2
오늘 배운 바둑놀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확장활동)
바둑놀이활동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교사와 친구들과 교류하며 정리, 마무리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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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

둑놀

리과정에 기초한 바

지

교수-학습

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및

도안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은 유아교육에서 제시한 목표를 기초로 하여 유치원 생활주
제와 연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유아에게 다소 생
소할 수 있는 바둑교구와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과
정은 총 64회기 40분으로 진행되며 학습주제의 큰 틀은 ① 바둑용구와 친해지기 ②
바둑 알아보기 ③ 바둑과 친해지기 ④ 바둑 처음배우기 ⑤ 바둑과 익숙해지기로 구
성되어 있다. 바둑놀이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중 1-8차시의 예시는 <표 4>와 같으며
교수-학습지도안은 <표 5>와 같다.
<표 4>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1-8차시)
교육주제

주

회차
1

1주
2

바둑용구와
친해지기

3
2주
4

주요 활동
1. 바둑돌과 바둑판 소개하기
2. 바둑돌 탐색하기
1) 흑돌 vs 백돌 관찰하기
-시각(빛깔), 촉각(느낌), 청각(소리비교), 무게감, 재료
3. 바둑돌 탐색놀이
1) 눈가리고(안대) 흑돌, 백돌 가려내기 놀이
2) 소리 듣고 바둑돌 갯수 맞추기
1. 바둑판 탐색하기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개념 익히기)
1) 만져보기2) 줄 세어보기 3) 길이 재어보기
2. 바둑판의 종류 알아보기(시청각 자료)
1) 돌바둑판, 고무바둑판, 인간바둑판 등
1. 다양한 종류의 바둑돌 배워보기(컬러바둑, 인간바둑돌
등)
2. 흑돌과 백돌을 섞어놓고 분류하기
1) 흑돌, 백돌 분류하기
2) 흑돌, 백돌 숫자세기
2. 흑돌과 백돌 중 누가 더 많은지 구분하기
3. 바둑돌을 이용해 더하기 뻬기하기
1. 바둑돌로 도형 배우기
2. 바둑돌로 그림그리기
1) 모양을 따라 그리기
2) 자유롭게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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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주
6
바둑
알아보기

7
4주
8

1. 바둑을 왜 만들었을까?(이야기 나누기)
2. 바둑 유래1- 요순창시설
(손가락 인형놀이극)
3. 바둑 유래2 - 천제관측설
(종이 바둑판에 야광 별자리 만들어 보기)
1. 바둑두는 모습 사진자료(이야기 나누기)
2. 바둑두는 사람 생각 상상하기
1) 말주머니 완성하기
3. 우리나라 바둑소개하기(순장바둑-화점)
4. 순장바둑에 붙일 꽃 만들기 활동
1. 예절이야기 나누기
2. 바둑예절 알아보기
1) 인사하기 2) 상대 배려하기 3) 상대 마음읽기(승패과정
이해시키기)
3. 바둑예절 영상보기(잘못된 점 찾기)
4. 바둑예절책 만들어 보기
1. 친구와 한번 씩 하는 놀이해보기
2. 바둑규칙 알아보기
1) 교호착수 2) 교차점 두기
3. 바둑 두는 동영상 보고 바둑규칙 찾아보기
4.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교차점에 두어보기
5. 바둑규칙책 만들기

<표 5>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예시)
교육 단계
바둑용구와 친해지기
학습 주제
바둑용구와 친해지기
학습 목표 바둑돌을 만져보고 탐색하며, 수 개념도 함께 익힌다.
① 바둑돌을 만져보고 비교하며 느낌을 이야기 한다.
교수 포인트 ② 다양한 방법으로 바둑돌을 탐색한다.
③ 바둑돌 놀이활동으로 수 개념을 습득한다.
교수 - 학습 활동
교육단계
학습 개요
제 1 차시

도입
선행학습

․ 명상, 심신안정 프로그램
․ 바둑판과 바둑돌은 무엇으로 만들었을지 얘기해 본다.

차시 /
전체차시
1/4

누리과정
교육과정
관련 요소
신체,건강활동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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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전개1

전개2
정리

․ 바둑돌과 바둑판 소개하기
(의사소통영역)
- 바둑돌과 바둑판을 보고 무엇에 쓰이는 용도일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 바둑돌을 만져보고 감촉을 이야기해 본다
감각능력
☞ 흑과 백돌 중, 어떤 돌이 더 반짝이는지,
기르고
더 무거운지, 더 부드러운지 표시하게 한다.
활용하기
더 반짝이는 돌은? → 흑돌과 백돌
더 큰 돌은? → 크기 비교하는 흑돌과 백돌
탐구과정
더 무거운 돌은? → 저울 위의 흑돌과 백돌 비교
즐기기
소리 들어보기 -딱딱하다, 말랑하다 등 개념 익히기
(자연탐구영역)
☞ 보충설명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므로 흰색돌이 더
반짝인다.
느낌, 생각,
빛을 반사하는 백돌은 흑돌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 경험
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흑돌을 백돌보다 크게 만든다.
말하기
흑돌은 일반적으로 오석(자연석) 백돌은 유리로 만들기 때문에 (의사소통영역)
흑돌이약간 더 무겁다.
․ 바둑통 뚜껑으로 신체일부에 부착해보기.
☞ 바둑통으로 토끼 귀를 만드는 그림을 보여주고
기구를 이용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표현 활동을 시켜 보도록 한다.
신체활동하기
(신체운동,건강
(바둑퀴즈)- 바둑통 뚜껑으로 토끼 귀를 만드는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활동영역)
ex) 엉덩이, 눈, 어깨, 귀 등
기초적인
․ 눈 가리고 흑돌, 백돌 가려내기
측정하기
․ 소리를 듣고 바둑돌 갯 수 맞추기
(자연탐구영역)
․ 바둑돌로 수 개념 익히기
몸과 주변
․ 인사 및 훈화
깨끗이 하기
(신체,건강활동
영역)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까지 비체계적으로 실행되어오던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구성, 개발하고자 하였다. 놀이가
유아에게 생활이자 곧 교육이며 유아교육에서 바둑이 교육적 놀이로 널리 활용되어
지는 만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바둑놀이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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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입’ 과정은 바둑놀이를 시작하기 전 명상이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유아
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바둑은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정수현, 2000)이 동반되어야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하
여 본 단계에서는 명상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
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두 번 째 ‘선행활동’ 과정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있거나 어려운
바둑용어와 기술들을 유아의 발달수준과 선수학습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활동의 이해는 물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를 말한다. 즉, 바
둑의 용어와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유아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연출을
통해 이해를 도운 다음 바둑교육을 실행한다. 세 번째 ‘동기유발’ 과정은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유아와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고 바둑놀이
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계를 말한다. 유아에게는 동기유발 요
소가 중요한 만큼 바둑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신체로 바둑기술 표현하기, 스스
로 바둑돌이 되어보기 등과 같은 흥미유발요소를 제공한다. 네 번째 ‘전개Ⅰ(바둑놀
이활동)’의 과정은 앞서 이해를 돕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바둑놀이를 직접 배워보
고 바둑기술을 놀이활동으로 경험해본다. 다섯 번째 ‘전개Ⅱ(확장활동)’ 과정은 전개
Ⅰ을 바탕으로 바둑놀이에서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사고과정과 바둑놀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와 접목하여 응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바둑판과 돌을 수세어보며 집(家)을 세어본다거나, 바둑 기술부분을 신체활동이나, 노
래로 배우기, 바둑돌로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배워보는 등 바둑놀이를 통해 바둑교
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정에서는 오늘 배운 바둑놀이활동에 대해 교사
와 친구들과 교류하며 활동을 정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에서도 바둑을 놀이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다
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바둑교육을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함
으로써 바둑을 활용하여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발달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유아용 지도서와는 차별화
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체 프로그램 과정이 아니라 ‘바둑용구와 친해지기’라는 일부의 교수-학습지
도안을 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상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주요 구성요소들이 실제 바둑놀이프로그램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수업내용을 구성하는 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또한, 바둑의 기초를 유아들에게 쉽게 가르침으로써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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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유아들에게 최소한의
바둑의 원리를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중요한
탐구방식을 유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바둑을
통한 유아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은 향후 초중등교육과정 이상에서 필수적인 자기
주도 학습방식을 체득하는 데 기초가 된다. 셋째,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시기부터 바
둑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함으로써, 예절과 놀이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토록 한다. 넷째, 바둑자체가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 예를 들면 지능, 집중력,
만족지연능력 향상이 유아들의 전주기적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
명한 사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들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며, 자신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
한 인식과 수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급속한 정보화 사회에서 바둑과 같
은 다양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놀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유아의 다양한 인
지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훌륭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누리과정에 기초로 유아를 대상으로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였으나 후속연구로는 연령에 맞는 다양한 바둑놀이프로그램을 개발될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제 누리과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를 충
족시키고 있는지, 혹은 타 교육놀이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지에 대한 효과검증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나, 다양한 방안들이 논
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바둑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유
능한 교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사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보다는 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능동적인 수업방식이 요구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생소한 한자용어가 아닌 아동발달수준에 적합한 아동
바둑용어는 물론 아동이 즐겁게 바둑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이야기로
수업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바둑은 아동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재미요소가 내
재되어 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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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Baduk-Play Program Based on

N

uri Curriculum

Kim, BaRoMi

(Myou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ing Baduk-play program based on Nuri
curriculum, basic guide book of infant education institutes, for infants to learn Baduk
easily and enjoyably. Theoretical review and comparison between related programs
were conducted from January to April, 2014. Also, prototype model development and
expert consultation were followed during two months of May and June. In July, I
started to modify and complement the model and finally finished model development
with additional modifications after pilot experiments. The Baduk-play program was
developed on the analysis of organizing elements from Nuri curriculum. It deals with
five areas of Nuri curriculum; physical exercise or health, communication, social
relations, art experience, nature exploration. It consists of guiding principles, goals and
targets, teaching models, teaching and learning skills, and teaching contents, which can
be taught in 64 lessons (40 minutes per lesson). It is proposed as a new perspective
in children education as well as a tool to help learn Baduk easily and enjoyably.
«

Key Words : Nuri curriculum, developing Baduk-play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