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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미지 분석:
Q방법론적 접근
정 혜 영*․ 김 윤 희**
본 연구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미지 유형과 그 특성을 Q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67개의 진술문을
도출하고, 199명의 유아교사로부터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190개 수집하여 총 257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모집단의 유목화를 통해
최종 40개의 Q표본을 추출한 후 P표본으로 선정된 40명의 유아교사에게 주관적 동
의 정도를 9단계로 Q분류하도록 하여 그 자료를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분
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4개 유형으로 분
류되었는데, 제1유형은 ‘자연 중심의 유아친구’, 제2유형은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

․

자’, 제3유형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준비

연구하는 교사’, 제4유형은 ‘유아 중심의

동반자로서의 교사’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태유아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생태유아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기
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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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구환경 문제와 물질론적 세계관에 몰
입한 생명존중의식 약화 등 반생태적 환경과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일부분
인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의학,
건축, 경제, 문학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기
초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과 생명이 최우선되는 생태론적 세계관으
로의 전환이 깔려있다.
생태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인데, 교육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한 생태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노력은 유아교육
학계와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유아교육이다. 생태유아
교육은 산업사회의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이 자연과 놀이를 잃어버렸다는 시대적 배경 속에
서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생태학적 시각으로 전환시켜보겠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미량, 김은주, 2005).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고자 하
는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본질을 생명성에 두고, 기존 유아교육의 아동중심교육, 개인중
심교육, 이성중심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명중심교육, 공동체중심교육, 몸과 마음과 영
혼을 함께 돌보는 유아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재택, 2008).
생태유아교육은 기존의 널리 퍼져있는 유아교육과는 다른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추구하고 있다(하은옥, 허우정, 황해익, 2007). 따라서 기존
의 유아교육과 구별되는 생태유아교육의 이념과 실제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생태유아교육에서 생태유아교사는 생명중심, 공동체중심 및 몸․마음․영혼의 교육을 지향
하는 사람으로 기존 유아교육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생태유아교육을 주장하
는 학자들이 기존의 유아교사와 생태유아교사를 대비시켜 그 역할과 자질을 논하고 있는
데, 김은주(2003)는 ‘아동발달 전문가’로서의 기존 유아교사의 역할과 대비시켜 생태유아교
사는 ‘삶의 동반자’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권미량(2005c)은 자연, 어머니, 농부, 몸․마음․영
혼의 의사, 아이를 섬기는 사람, 생명인으로 특징짓고 있다. 하은옥, 허우정, 황해익(2007)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생태유아교육 전문가 면담으로 구분하여 생태유아교사상을 제시하
고 있는데, 문헌에서는 이상적인 생태유아교사상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바라는 이상적
인 인간상과 일치함과 동시에 돌봄을 실천하는 교사상이었으며, 전문가 면담에서는 생명의
본질과 원리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아이들을 존중하며 돌보는, 생명적 교
류와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교사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생명존중, 섬김, 돌봄, 동반자 등의 용어들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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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은 생태유아교사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
인 교사상이며, 이에 대한 해석과 그 실천은 주관적이서 많은 유아교사들은 각기 다른 생
태유아교사상을 지닐 수 있다.
생태유아교육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태유아교육의 성공적인 실천과
수행을 위한 생태유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왔는데, 생태유아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성옥, 2000; 박숙현, 2004; 박주연, 2006; 장하나, 2005), 생태유아교사 교
육과 관련한 연구(권미량, 2005a, 2005b, 2005c; 이애심, 2005), 생태유아교사 평가에 관한 연
구(하은옥, 오경녀, 황해익, 2009; 하은옥, 허우정, 황해익, 2007),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 연
구(김윤희, 황해익, 2011) 등이 발표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생태
유아교육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임재택, 2008), 1998년 처음 시작된
유아교사를 위한 생태유아교육강좌가 교사교육 프로그램, 연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태유아교사 자격증 제도까지 이루어질 만큼 생태유아교사 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연구와 생태유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의구심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교사상이 정립되지 않아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윤희, 황해익, 2011).
그렇다면 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상,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이미지란
어떤 대상에 대한 심상, 표상, 개념, 관념, 상징, 유형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의 총체로 사람
들의 개인적 경험, 개인의 내적 인식, 대중의 믿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
해석, 재구성되며(조운주, 2007),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언의 지식이다. 사람들은 이러
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고(Bullough & Stokes, 1994; Ryan & Ochsner, 1999), 유아교
사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인식, 인상, 신념, 느낌 등의 이미지에
맞춰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게 되므로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가 있다. 예를 들면, 생태유아교사가 산책프로그램이나 텃밭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
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사라면 하루일과에 산책이나 텃밭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며, 생태유아교사가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을 먹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교사라면 유
기농산물로만 먹을거리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일반 유아교사 혹은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유아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상
은 생태유아교육에서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혹은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을 수도 있다.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상, 혹은 이미지는 개인적 경험, 개인의 믿음과 신념,
주변 대중의 인식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형성, 해석,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
육기관의 유아교사들이 생태유아교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은 현재 유아교육계에서 생태유아교육 혹은 생태유아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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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생태유아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생태유아교사 연수나 강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생태유아교육을 확립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은 생태
유아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윤희와 황해익(2011)
의 연구가 있는데,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과 생명모심’, ‘행복한 아이와 노는 친구’, ‘화려하
지 않고 순수함’, ‘생활과 삶의 지킴이’, ‘팔방미인’, ‘일반 유아교사와 동등한 이미지’의 6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미지를
다룬 선행연구가 수적으로 부족하며, 기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이 연구자의 주관 개입
이 큰 질적 연구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미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Q방법론을 통하
여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이며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인간의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방
법으로 알려진 Q방법론은 인간의 태도와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각을 다루는 방법론이
다. 개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차원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응답자로 하
여금 자극들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고 이를 모형화 함으로써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 가
도록 하는 것이다(김홍규, 2008).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유아교사 개개
인의 독특한 의미나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개인의 지각의 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자의 폐쇄된 시각이 아닌 개방된 관점으로 이
해할 수 있어 Q방법론이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이미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주
관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태유아교사에 대해 유아교사들이 갖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 느낌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며 유형별 유아교사들의 특성을 탐
색할 것이다. 또한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을 통해 장차 생태유아교육을 수
행하게 될 유아교사들의 감정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사양성 혹은 연수에 주
는 시사점을 찾아 올바른 생태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한 교사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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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Q방법을 적용하여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P-표본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로 Q 모집
단 구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199명이 참여하였으며, Q분류를 하는 P-표본으로는 4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P-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P-표본의 일반적 특성(n=40)
구 분
n
%
구분
25세 이하
16
40.0
세 이하 14 35.0
연령 26~30
근무기관
31~35세 이하
5
12.5
36세 이상
5
12.5
2․3년제 전문대졸
17
42.5
대학에서 생태유아교육
관련 수업 수강 경험
학력 4년제 대졸
18
45.0
석사학위
5
12.5
현장에서 생태유아교육
관련 연수경험
5년 이하
22
55.0
경력 6~10년 이하 14 35.0 생태유아교육 표방 기관
근무경험
11년 이상
4
10.0
전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n

%

1

2.5

27

67.5

11

27.

1

2.5

27

67.5

13

32.5

27

67.5

13

32.5

24

60.0

16

40.0

40

100.0

2. 연구절차

표본의 선정
(1) Q-모집단의 구성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구성되어지는 Q-모집단은 특정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
을 총합한 진술문으로서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에 의존하여 진술문을 확보할 수 있다(김헌
수, 원유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인식, 생태유
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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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에 대한 인식, 생태유아교육 및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관련 학술논문과 저서
들을 살핌과 동시에 유아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법을 활용하여 개방형 질문지
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Q-모집단을 수집하였다. 유아교사들이 작성한 자유진술문 중 중복
되는 진술문을 제거하여 190개의 진술문을 얻었으며, 선행연구로부터 67개의 진술문을 추
출하여 모두 257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표 2는 Q-모집단 추출
에 참고한 문헌 목록이다.
<표 2> Q-모집단 추출 참고문헌 목록
구분 저자(발표년도)
제목
김은주(2008) 유아교사교육: 생태적 접근
저서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임재택, 김은주,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하정연, 권미량(2008)
권미량(2005a) 생태유아교사교육의 교육원리에 관한 연구
권미량(2005b)

논문

생태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프로그램 유아교사의 교직생활에
박지인(2004) 생태유아교육
관한 이야기
되어가기 : 경력에 따른 생애사적
신미정(2010) 생태유아교사
접근
이연선, 박선미, 유치원 교사의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 분
조희숙(2005) 석
임재택(2005) 생태유아교육과 유아교사의 자질 및 역할
황해익, 하은옥, 유아교사의 생태적 유아교육전문성 자기평가척
오경녀(2009) 도 개발

출처
경기도: 공동체
경기도: 양서원
경기도: 공동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생태유아교육연구,
3(1)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표본 선정
연구자들은 유아교사들의 자유진술문과 문헌에서 추출한 진술문을 종합하여 총 257개의
진술문을 내용의 대표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다시 정련하고 유목화하여 12개 영역, 78개
진술문으로 구성된 2차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후 2차 표본을 반복적 읽기와 재범주화를
통해 5개 대영역, 18개의 소영역으로 정리한 후 소영역별 문항 수와 유아교사들의 자유진
술문 및 문헌추출진술문의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5개 영역 40개 진술문으로 구성된 Q-표본
(2)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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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였다. Q진술문의 수는 연구의 목적과 구성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지만 경험적으
로 40-60여개의 진술문이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순은, 2010; 김흥규, 2008;
Brown, 1980).

추출된 Q표본을 Q방법론 연구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 박사 3인에게 의뢰하여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Q-표본의 구성은 표 3, Q-표본에 포함된 진술문은 표 4와 같다.
<표 3> Q-표본의 구성
영역
유아에 대한 철학
자연에 대한 철학
유아-자연 관계에서의
태도와 역할

추출
내용
진술문수 Q-진술문 번호
인격체로서의 존중, 배려, 동반의식
7
1, 2, 3, 4, 5, 6, 7
자연과 만물의 원리, 미(美), 경외감
6
8, 12, 13, 14, 15, 22
유아와 자연사이의 중재, 조력, 자연의 방법 5 16, 17, 18, 19, 23
제공
대한 교육, 자연을 이용한 교육, 생명 16 9,28,10,29,11,30,21,31,26,32,27,
교사로서의 특징 자연에
교육, 자연스러운 교육, 일반교사와의 비교
34, 36, 37, 39, 40
생활인으로서의 특징 의(衣), 식(食), 환경보호, 노동
6
20, 24, 25, 33, 35, 38
총계
40

<표 4>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Q-표본의 진술문

진술문
21. 유아환경교육을 한다.
22.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23. 아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4.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25. 유기농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인
다.
26.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교사이다.
27.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이다.
28.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29. 생태유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다.
31.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

Q-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
4.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
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
는 교사이다.
6.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한 재료, 방법 등에
서 자유를 준다.
7. 아이를 아이답게,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본능을 끌어내 주는 사람이다.
8.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9. 자연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수업자료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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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10. 자연친화적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이다.
11.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
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12.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13.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14.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15. 만물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다.
16. 자연과 아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교사이다.
17. 유아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다.
18. 유아를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환
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19.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다양
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20. 자연환경 지킴이이다.

는다.
32. 생명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지식 등을 전달하
는 사람이다.
33.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
는 사람이다.
34.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
라 지금 행복한 교사이다.
35.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산다.
36.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계
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37.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
38.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
39.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
이다.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
람이다.

카드와 Q-표본 분포도 작성
Q-표본으로 선정된 40개의 진술문을 4㎝×5㎝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Q-표본
의 분포도는 그림 1과 같이 준비하였다.
(3) Q-

-4

-3

-2

-1

0

1

2

3

4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 중립 ---------------------→ 가장 동의하는 것
[그림 1] Q-표본의 분포표

분류(Q-sorting)과정 및 절차
유아교사들은 40개 진술문 카드의 내용을 모두 읽고,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로 ‘동
2)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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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것’, ‘중립’, ‘동의하지 않는 것’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골
라 오른쪽 끝(+4)에서 안쪽으로 분포시키도록 하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도 왼쪽 끝(-4)에
서 안쪽으로 분포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Q-분류가 끝난 후,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해 가장 긍정
하거나 부정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하여 Q-유형 해석에 도움을 받았다.
3. 자료 처리

표본으로 표집된 40명에 대한 모든 자료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 1점(-4)부터 가장 동
의하는 것 9점(+4)까지를 부여하여 코딩하고,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
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
된 결과 중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각 유형 간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였
다. 또한 각 유형의 진술문별 표준점수(Z점수)와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를 근거로 각 유형
별 특성을 분석하고 명명하였다. 그에 더해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술
한 자료는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P-

Ⅲ.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를 Q요인분석 한 결과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
한 이미지는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미지 유형은 P-표본이 생태유아교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 태도 등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여져 구성
되므로, 4가지의 유형들은 유아교사들이 갖는 생태유아교사 이미지의 특성을 각각 설명해
준다.
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은 4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6.39%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 40.93%, 제2유형 7.35%, 제3유형 4.55%, 제4유형 3.56%로 나타났다. 또 각 유형간
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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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의 백분율
제1유형
아이겐 값
16.3704
변량
.4093
누적 변량
.4093
<표 6> 유형간의 상관계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2.9409

1.8205

1.4227

.0735

.0455

.0356

.4828

.5283

.5639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1.000
.583

1.000

.527

.575

1.000

.714

.606

.561

1.000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는 .583이며, 제1유형과 제3유
형은 .527, 제1유형과 제4유형은 .714, 제2유형과 제3유형은 .575, 제2유형과 제4유형은
.606, 제3유형과 제4유형은 .56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유형별 상관계수는 각 유
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제1유형과 제4유형
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연구
에서는 요인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Q방법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김흥규, 2008). 즉 Q방법에
서는 요인 간 상관관계는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 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
지 않는다.
각 유형별 P-표본은 제1유형이 8명, 제2유형이 17명, 제3유형이 6명, 제4유형이 8명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어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이며 그 요인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닌 사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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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형별 P 표본의 인자가중치
유형 순위
ID
인자가중치

1

2

유형 순위

ID

인자가중치

1

var03

2.4059

1

var26

1.2256

2

var04

1.4071

2

var07

1.0909

3

var15

1.4060

3

var20

.7419

4

var19

1.0748

4

var28

.7354

5

var11

.9385

5

var24

.6783

6

var29

.9218

6

var13

.5621

7

var22

.7831

8

var25

.6906

1

var05

1.5342

1

var23

1.6785

2

var35

1.5081

2

var40

1.1271

3

var34

1.2817

3

var18

1.0920

4

var02

1.1653

4

var16

.9735

5

var33

1.0446

5

var12

.9124

6

var21

.9962

6

var10

.8638

7

var31

.9143

7

var32

.7771

8

var39

.9135

8

var14

.5077

9

var38

.9116

10

var30

.8774

11

var01

.8470

12

var36

.8290

13

var06

.5822

14

var08

.5425

15

var17

.5416

16

var27

.5057

17

var37

.476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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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별 특성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별 특성과 차이 파악에 앞서 먼저 모든 유형에서 공통
적으로 비슷한 표준점수를 나타낸 진술문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
사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술문에 따라 각 유형별 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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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형간 공통 의견 진술문
번호
05
06
10
23
19
21
20
27
39
25
34

33
31
28
30

진술문

Q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한 재료, 방법 등에서 자유를
준다.
자연친화적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이다.
아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유아환경교육을 한다.
자연환경 지킴이이다.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이다.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유기농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인다.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
금 행복한 교사이다.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
람이다.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형별 표준점수
평균
표준점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1.72

1.40

1.98

1.53

1.98

.84

.91

.86

.81

.79

.52

.60

.85

.24

.39

.45

.10

.36

.88

.46

.35

.82

.39

-.01

.19

-.50

-.71

-.27

-.37

-.67

-.55

-.08

-.58

-.59

-.95

-.59

-1.13

-.60

-.45

-.18

-.63

-.62

-.50

-.22

-1.18

-.63

-.85

-.47

-.76

-.44

-.68

-.87

-.22

-1.01

-.63

-.92

-.97

-1.29

-.95

-.45

-.96

-1.28

-.60

-1.24

-.74

-1.20

-1.55

-.96

-1.53

-.76

-1.55

-1.33

-1.34

-2.10

-1.44

가 가장 높은 경우와 가장 낮은 경우의 차이가 1.00보다 적은 진술문은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높게 긍정한(평균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은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이며, 높게 부정한(평
균 표준점수 -.100 이하) 진술문은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
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로 나타났다. 즉 모든 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
가 유아와 같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며 함께 하는 사람이며, 일반 유아교사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있는 교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어서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여 각 유형에서 40개의 진술문 중 강한 긍정을 보이는 진술문(표준점수 +1.00 이상)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진술문(표준점수 -1.00 이하)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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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밝혀내기 위하여 개별 진술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가 다른 유형의 표준점
수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1.00 이상 높을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Q-표본 분류 당시 양극단에 선택한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
하였다.
제1유형: 자연을 존중하는 유아 친구
제1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는 모두 8명으로, 이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의 표준점수(Z=±1.00 이상)는 표 9와 같다.
1)

<표 9> 제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01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1.83
0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
1.47
13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1.47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1.40
02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1.40
12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1.31
22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1.22
16 자연과 아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다.
1.00
27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이다.
-1.13
36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1.13
38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
-1.22
31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1.28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1.30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1.33
28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1.55
35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산다.
-1.90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들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아이
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Z=1.8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Z=1.47),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Z=1.47) 순이며, 높게 부정한 진술문은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산다’(Z=-1.90),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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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이 크다’(Z=-1.55),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Z=-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의 의견 중에서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
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에는 동의하고,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일반 유아
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에서 부정하는 것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
<표 10>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나머지 점수
표준 유형의
번호
Q 진술문
평균 차이
점수 표준점수
12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1.309
-.012
1.322
13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1.465
.280
1.186
14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816
-.364
1.180
15 만물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다.
.531
-.493
1.024
08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432
-1.317
.885
92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1.396
.604
.792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1.296
-2.038
.742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 .817
19
.189
.628
해주는 사람이다.
20 자연환경 지킴이이다.
-.083
-.705
.623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1.327
-1.630
.303
06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한 재료, 방법 등에서 자유를 준다.
.907
.818
.088
21 유아환경교육을 한다.
-.711
-.436
-.274
25 유기농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인다.
-.853
-.556
-.298
31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1.276
-.861
-.415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1.398
1.829
-.432
28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1.549
-1.082
-.467
23 아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098
.567
-.469
아이를 아이답게,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능을 끌어내 .548
07
1.229
-.681
주는 사람이다.
27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이다.
-1.126
-.411
-.715
37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
-.605
.586
-1.191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 -1.895 -.569 -1.326
35
한 삶을 산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1.134
36
.872
-2.006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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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 공통된 점이었다. 즉, 제1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란 아이처럼 그
리고 아이들과 친구처럼 같이 놀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경외감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속의 의(衣), 식(食)에서 특별한 구별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1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만물
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부
정하는 진술문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산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 등이었다. 즉 제1유형의 유아교사들은 다른 유형의 교사들에
비해 자연중심의 철학 또는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자연친화적 프로
그램 수행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구별됨, 또는 시대적․사회적 필요 등 영역 특정적인 이미
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1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는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유아교사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2.4059로 가장 높아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03번
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와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생태유아교사는 바
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산다’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연 친화
적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유아들이 중심이 되는 것에 가장 동의한다. 생태유아교사는 생태의 일부인 유아를 존
중해야 한다.’
‘

생태유아교사라고 간편한 옷, 소박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개인의 취향과 가치
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프로그램 정도면 충분하
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도 좀…’
‘

번 유아교사는 생태유아교사란 생태 속 유아를 존중해야 하며, 생태유아교사라 하더라
도 교육현장을 벗어난 삶 자체가 생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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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1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유아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놀
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자연을 존중
하는 유아친구’로 명명하였다.
제2유형: 가르침 중심의 자연 중재자
제2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는 모두 17명으로, 이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물의 표준점수(Z=±1.00 이상)는 표 11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2)

<표 11> 제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1.98
11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1.68
17 유아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다.
1.67
09 자연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수업자료를 찾는다.
1.63
07 아이를 아이답게,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능을 끌어주는 사람이다.
1.33
36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1.20
18 유아를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1.03
33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다.
-1.29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1.34
38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
-1.75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2.6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들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유
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Z=1.98),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
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Z=1.68), ‘유아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
하는 안내자이다’(Z=1.67) 순이며, 높게 부정한 진술문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
를 돌보는 사람이다’(Z=-2.60),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Z=-1.75),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Z=-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의 의견 중에서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
이다’에는 동의하고,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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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즉, 제2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란 유아들에게
자연을 접하게 하고, 이해시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아이를 돌
보는 양육자의 역할보다는 수업을 하는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뿐 생태적 생활, 혹은
삶에 집중하지는 않고 있다.
이어서 제2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나머지 점수
표준 유형의
번호
Q 진술문
평균 차이
점수 표준점수
17 유아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다.
1.667
-.113
1.781
11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1.680
.566
1.114
09 자연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수업자료를 찾는다.
1.632
.520
1.112
18 유아를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1.028
.145
.882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교사 -.221 -.837 .616
34
이다.
31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600
-1.086
.486
10 자연친화적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이다.
.847
.410
.437
21 유아환경교육을 한다.
-.270
-.583
.313
33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다.
-1.285
-.793
-.493
04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
-.009
.777
-.785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2.596
-1.605
-.991
38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
-1.750
-.702
-1.048
26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교사이다.
-.869
.313
-1.182
02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573
1.260
-1.833
01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481
1.366
-1.846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유아에
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다’,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
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자연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수업자료를 찾는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부정하는 진술문은 ‘아이들과 함께 뛰
어노는 친구이다’,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교사
이다’ 등이었다. 즉 제2유형의 유아교사들은 다른 유형의 교사들에 비해 자연과 유아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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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자연에 대한 수업, 자연을 통한 수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가 우위에 서서 유
아를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2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는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유아교사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1.5342로 가장 높아 제2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05번
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와 ‘유아를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다’를 선택
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유기농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인다’와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대사회는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틀에 박힌 환경 즉 갇혀진 환경 속에서 생활
하는 유아들이 많다. 이런 유아들에게 자연을 소개하고 인공적인 장난감이나 활동이 아닌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고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

생태유아교사는 자연 속에서 유아를 안내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사람
은 아니다. 또 생태유아교사라고 해서 유기농을 실천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인 듯하다.
생태교사는 자연을 가까이 경험하게 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역할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유기농 먹을거리를 먹는게 생태교사는 아닌 듯하다.’
‘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05번 유아교사는 생태유아교사란 인공이 아닌 자연환경, 자연속의
활동 등을 유아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야 하는 리더 혹은 이끌어주는 교사 역할
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 또는 유기농 먹을거리를 챙겨 먹이는 것과 같은
돌봄에 대해서는 생태유아교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2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란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해 유
아들이 자연에 대해 친숙하고 잘 알게 되도록 중재하고, 안내하고, 이끄는 가르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돌봄의 역할은 생태유아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르침 중심의 자연 중재자’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3유형: 사회적 요구에 따른 준비․연구하는 교사
제3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물의 표준점수(Z=±1.00 이상)는 표 13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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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2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2.33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1.53
37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이다.
1.51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1.25
36
있다.
29 생태유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1.24
16 자연과 아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다.
1.18
26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교사이다.
1.12
02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1.05
34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교사이다.
-1.01
31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1.24
28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1.53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1.93
08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1.94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2.1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들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자
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Z=2.33),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
이다’(Z=1.53),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이다’(Z=1.51) 순이며, 높게 부정한 진술문은 ‘일
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Z=-2.10),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
다’(Z=-1.94),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Z=-1.93)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의 의견 중에서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
며 호흡하는 교사이다’에는 동의하고,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일반 교사와 달리 계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교사이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유아교사들과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즉, 제3유형에 속한 유아교
사들은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로, 자연이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며,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태유아교사라 하여 자연에 박식한 것은 아니며, 돌봄에
대한 이미지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제3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4와 같다.

20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표 14>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나머지 점수
표준 유형의
번호
Q 진술문
평균 차이
점수 표준점수
29 생태유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1.236
-.915
2.151
37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
1.511
-.119
1.631
22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2.334
.771
1.562
26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교사이다.
1.117
-.349
1.466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1.254 .076 1.178
36
역량을 지니고 있다.
32 생명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075
-.826
.751
16 자연과 아이가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다.
1.184
.533
.651
24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452
-.125
.577
23 아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875
.308
.567
39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223
-.764
.541
10 자연친화적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이다.
.241
.612
-.371
생태유아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교사 -1.010 -.574 -.436
34
이다.
14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399
.041
-.440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 -.011 .465 -.476
19
는 사람이다.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2.101
-1.372
-.729
0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
.750
1.539
-.789
09 자연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수업자료를 찾는다.
.155
1.012
-.857
17 유아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다.
-.392
.573
-.965
11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070
1.103
-1.032
13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233
.846
-1.079
08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1.940
-.814
-1.126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생태유
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
아교사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부정하는 진술문은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
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등이었다. 즉 제3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자연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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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유아교사이다’ 진술문에서 높은 동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의 교사들에 비해
자연에 대한 존중이나 선호가 낮은 편이며, 오히려 생태유아교사가 현대사회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고, 이러한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
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3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는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유아교사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제3유형에서는 인자 가중치가 1.2256으로 가장 높아 제3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26번 유아교사가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
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와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사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와 ‘수
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

자연에 대해 박식하지 않아도 유아들과 함께 알아가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

번 유아교사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오늘날의 사회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생태교육이 필요하여 생태유아교사가 요구된다고 여기고 있으며, 돌봄의 역
할보다는 자연에 대해 유아와 함께 알아가고 유아를 이끌어주기도 하는 공동 학습자 혹은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3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자연자체를 생태유아교사로 보는 인식을 기
저에 깔고 있으면서 자연파괴,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연구, 준비, 계획, 노력
등의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교사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준비․연
구하는 교사’로 명명하였다.
26

제4유형: 유아중심의 동반자로서의 교사
제4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는 모두 8명으로, 이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물의 표준점수(Z=±1.00 이상)는 표 1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교사들이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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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4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0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
01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07 아이를 아이답게,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능을 끌어내 주는 사람이다.
04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
02 나와 유아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여긴다.
11 자연현상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29 생태유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32 생명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39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08 자연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
30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40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표준점수
2.25
2.15
1.98
1.71
1.68
1.34
1.14
-1.12
-1.12
-1.18
-1.33
-1.44
-1.59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Z=2.25),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Z=2.1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Z=1.98) 순으로 나타났으
며, 제4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높게 부정한 진술문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를 돌
보는 사람이다’(Z=-1.59),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Z=-1.44), ‘자연
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다’(Z=-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
의 의견 중에서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에는 동의하고, ‘우
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유아교사들과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즉
제4유형에 속한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유아를 존중하고 함께
활동하고 놀이하는 등 무엇보다도 유아중심적인 철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돌봄의 역할보
다는 수업을 하는 교수자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4유형의 유아교사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6
와 같다.
표 16과 같이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는 교사이다’,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
이들과 공감한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보다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은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자연과 아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다’ 등이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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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나머지 점수
표준 유형의
번호
Q 진술문
평균 차이
점수 표준점수
01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친구이다.
2.146
.490
1.656
04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
1.678
.215
1.464
03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
2.247
1.040
1.207
아이를 아이답게,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능을 끌어내 주 1.706 .842 .864
07
는 사람이다.
38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
-.432
-1.141
.709
33 생태유아교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다.
-.450
-1.071
.621
28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
-.762
-1.344
.582
27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이다.
-.179
-.727
.547
생태유아교사는 바른 먹을거리를 먹고 간편한 옷을 입고 소박한 -.546 -1.019 .473
35
삶을 산다.
05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사이다.
1.979
1.636
.343
25 유기농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인다.
-.439
-.694
.255
06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한 재료, 방법 등에서 자유를 준다.
.789
.858
-.069
20 자연환경 지킴이이다.
-.950
-.416
-.534
15 만물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다.
-.688
-.086
-.602
32 생명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1.123
-.476
-.647
18 유아를 자연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124
.529
-.653
12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211
.494
-.706
39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1.177
-.446
-.731
24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685
.254
-.939
29 생태유아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한다.
-1.120
-.129
-.990
16 자연과 아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다.
-.092
.958
-1.050
22 자연은 가장 큰 생태유아교사이다.
.247
1.467
-1.221

제4유형의 유아교사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아이들과의 관계에 높은 비중을 둔 반면 자연과
의 관계에서는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제4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는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교사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
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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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1.6785로 가장 높아 제4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23번
유아교사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공감한다’와 ‘생태유
아교사는 유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일
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와 ‘생명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생태유아교사는 유아와 함께 놀이할 때, 유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
교사라 생각한다. 틀에 얽매인 교사보다는 자유로이 유아들이 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교사와 일반교사는 교수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태교사들이 유아들이 스
스로 찾아가고 놀이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주는데 주력하고 타교사들은 정해진
주제 등에 따라 계획하고 수업한다.’
‘

위와 같이 23번 유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는 유아와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유아에게 놀이의 자유를 주는 교사로서 일반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주제 중심의
교사주도형으로 인식하는 반면 생태유아교사는 자율적 유아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4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유아중심이기는 하나 자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며, 생태유아교사와 일반교사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4
유형은 제1유형과 유형간 상관계수가 .714(표 6 참조)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유형이
비슷한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4유형이 1유형과 비슷하게 유아존중, 유아중심의 특
성을 보이나 제1유형은 자연을 존중하는 세계관 속에서 유아와 친구처럼 지내는 교사 이미
지가 강하다면 제4유형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중보다는 유아존중과 유아와의 동반자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유형은 ‘유아중심의 동반자로서의 교사’라 명명하
고자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을 Q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여 유목화 된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는 4가지 유형, 즉 ‘자연중심의 유아친구’,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 ‘사회적 요구
에 따른 준비․연구하는 교사’, ‘유아중심의 동반자로서의 교사’로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인
‘자연중심의 유아친구’와 제4유형인 ‘유아중심의 동반자로서의 교사’는 상대적으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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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높게 나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유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는 ‘유아들과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며 호흡하는 교
사이다’이며, 공통적으로 높게 부정한 이미지는 ‘일반 유아교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
각한다’, ‘이상적인 교사로 현실과는 갭이 크다’로 나타났다. 즉 모든 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가 유아와 같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며 함께 하는 사람이며, 일반 유아교사
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있는 교사로 인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제1유형은 ‘자연 중심의 유아친구’이다. 유아교사
들이 지니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 중 약 41%를 설명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만큼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아이들
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아주고자 한 생태유아교육의 목표(임재택, 2008)와 일치하는 이
유형은 생태유아교사란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미덕으로 여기고 있고, 또한 유아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표현되었다. 이
는 생태유아교사가 생명의 본질과 원리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아이들을 잘
모시는 사람이어야 하며,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근원과 엮여있는 관계와 통합성을 이해하
는 교사라고 본 연구들(권미량, 2005c; 김은주, 2003; 임재택, 2008)과 김윤희와 황해익(2011)
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연과 생명모심’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중심
의 유아친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일
체가 되어 자연의 도리와 이치를 깨닫고 천지자연의 원리를 통해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친
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가 가장 생태유아교사의 대표적인 자질과 역할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 생명, 유아를 동일한 범주에 넣고 사고하는 생태유아교사
의 양성과 관련하여 노명려(2000)는 유아교사에게 있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둘러싼
다른 모든 생명이 하나로 어우러져 함께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인 생태적인 각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태유아교사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유의 시간과 삶으로 체험하는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최양미(2002)도 역시 교사가 자신의 삶을 생태적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생태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제2유형은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로 나타났
다. 이 유형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는 자연 속에서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
치는 교수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표현되어졌다. 즉, 생태유아교사는 유
아들에게 자연물을 접하게 해줌으로써 자연에 대해 친숙해지고, 자연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연과 유아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로서 가르침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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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유아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이미지는 생태유아교육이 지향하
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배워나간다는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태유
아교육에서는 참다운 교사는 가르치지 않고 다만 아이들은 교사 옆에서 배워 나갈 뿐이라
는 교육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 이미지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양육이나 교육의 대상(對象)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나 교육의 주체(主體)로 보게 된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교사
중심의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가르침을 주는 상생적인 동반자적인 관계
이다(임재택, 2002). 김은주(2009)는 생태유아교육에서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유아교육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한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수업을 통한 가르침이 아닌
삶을 통한 가르침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위적인 주입식의 기계론적 교육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아이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깨우칠 수 있도
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서영희, 1999). 따라서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
라고 하는 이 유형의 이미지는 생태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곡
된 관점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를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로
인식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은 가르침의 역할과 돌봄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 지으면서 생태
유아교사는 가르치는 교수자로서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정짓고 유아교사와 생태유아
교사의 기본적 역할인 돌봄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권미량
(2005a)의 연구에서 생태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사는 생명, 관계, 삶을 강조하는 생명을
돌보는 근원에서 생태유아교사의 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박지인(2005)이 생태유아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고 더불어 잘 자라도록 돌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내용
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생태유아교사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생태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돌
봄에 국한되는 생태유아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즉 유아
교사의 전문성 중에서 수업기술이 주요 항목이듯이 생태유아교사에 있어서도 가르침에 대
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돌봄의 의미를 육아 및 단순한 보호 차원으로 해석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생태유아교사에 대해 생태유아교육의 근본적인 교육방향과 목적
을 다르게 인식, 해석하는 제2유형의 유아교사들이 생태유아교육을 실행할 경우 생태유아
교육의 본질과 다른 방향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생태유아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태유아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다수의
유아교사가 수업에 대한 강박관념에 갇혀 유아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면서
획일적 수업을 일삼고 있는데 교사들이 수업이라는 거대담론을 무너뜨리고 유아들에게 삶
을 통한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제3유형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준비․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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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다. 즉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태유아교
육이 절실하다고 보며 생태유아교사는 이런 사회적인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생태적 위
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유아들에게 알리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교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책에 대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는 바쁜 교
사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태유아교육이 현재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단순
한 목적으로만 형성되지는 않았다. 오늘날 생태유아교육은 다만 환경 손상으로 인한 피해
를 줄이고 피해가기 위한 환경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송순재, 2002). 따라서 이 이미지 유형은 생태유아교육의 기본
입장과는 차이가 있으며, 앞의 제2유형인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의 이미지와 마찬가지
로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태유아교육
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유아교사들이 실제로는 유아생태교육이라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하여(임재택, 2008) 생태유아교육을 생태적인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여야 한
다. 이 이미지 유형의 유아교사들은 생태유아교육과 유아에게 환경교육 혹은 녹색교육을
하는 유아생태교육을 혼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유아교육이 실천적 특성
이 두드러진다고 하여 실천적인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만 강요하지 말고 철학과 사유
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생태유아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넷째,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제4유형은 ‘유아중심의 동반자’이다. 이러한 생태
유아교사 이미지를 지닌 유아교사들은 아이들을 천지자연 그대로의 인격체로 여기며 아이
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생태유아교육현장에서도 그런 동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제2유형의 이미지인 ‘가르침 중심의 자연중재자’의 이미
지와는 상반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교사와 아이의 관계는 상하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끌어 주는 동등한 관계이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아이는 배우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장일순(2003)은 가르치는 자와 배
우는 자가 나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이
되기도 하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 즉 교사와 유아가 인간다운 삶을 함께 느끼고 배
우며 서로가 성장을 도와주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관계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김은주(2003)도 기존의 교사역할이 ‘아동발달 전문가’라면 생태유아교사의 교사역할
은 ‘삶의 동반자’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태유아교사의 역할은 빨
리 성장․발달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감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하며, 드러난 행동의 강조보다는 스스로 내면을 아름
답게 하여 아동과 소통해야 한다(김은주, 2004)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육
의 교사역할은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생태적 소양을 지님과 동시에 아이들과 같이 삶을 살
아가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하정연, 2004)는 의견과 같은 내용의 유형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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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Q방법론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유목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사들이 생태유아교사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분류된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
한 4가지 유형의 이미지에는 생태유아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가 나타
나기도 하였고, 생태유아교육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 나타난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도 있었다. 이처럼 다소 왜곡된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는 생태유아교육이 지향하는 바
가 아직 유아교사들에게 충분히 인식되거나 이해되지 못한 면도 있으며, ‘가르치는 자’, ‘준
비․연구하는 자’라는 일반적인 교사 이미지 속에서, 혹은 유아교사 자신들이 현재 실천하
고 있는 유아교사의 역할 혹은 행동 속에서 생태유아교사를 이해하려는 유아교사들이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사에 대해 유아교사들은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는지에 대
해 알아보는 것은 생태유아교육을 실현할 생태유아교사 양성교육과 연수과정에 다음과 시
사점을 준다. 가장 먼저 양적 기회의 확대로, 생태유아교사교육 강좌, 연수 및 체험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1998년 시작해서 현재까지 10여년 기간 동안 생태유아교사교육 기회가 확
대되어 왔지만 일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소수 과목으로 혹은 개인적 관심과 노력으로 인
한 정보 획득만이 가능하므로,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교사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수한 생태유아교사교육에 대한 요구로, 생태유아교사 양
성과 연수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산책, 텃밭, 손끝놀이, 세시
풍속 등과 관련하여 유아중심의 생태유아교육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교육과 관련한 노력은 학위 및 연구 논문(권미량, 2005a, 2005b,
2005c)을 통해 기초적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생태유아교사교육 대상자들이 지
니고 있는 생태유아교사 이미지 유형별로 생태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개발
되고 실행하는 것도 올바른 생태유아교육 실천의 일방법이 될 것이다.
이연선, 박선미, 조희숙(2007)은 생태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 무엇보
다도 생태유아교육의 기본적 체계와 원리, 철학과 사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사 스스로의
생태유아교사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교사교육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유아교사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올바른 교사상
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연수에 대한 생태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표본은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 확보된 소표본일 때 가장 의미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의 유아
교사들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 사립유치원 교사와 생태유아교육 수업 수강 및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생태유아교
사 이미지 유형들을 일반화하여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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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해석이나 비교․분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고, 생태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태유아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교사와 생태유아교육 경험이 없는 유아교사들의 생태유아교육 및 생태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생태유아교사에 대
한 이미지를 개인적 사유에 의한 방법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생태유아교사의 이미지를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사가 실제 생태
유아교육을 실행해 나가면서 생태유아교사 자신의 교사 이미지를 토대로 한 실제적인 생태
유아교사 이미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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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
on Eco-Early Childhood Teachers by Q-methodology

Jung, Hye-Young․Kim, Yo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ypes of imag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eco-early childhood teacher of using Q-methodology. The Q-population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reviews of various literatures and 199 early childhood teachers' replies on open ended
questionnaire. After categorizing Q-population with 257 statements, 40 Q-samples with 40 statements
were selected. 40 early childhood teachers selected as P-sample were asked to Q-sort 40 statements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agreeme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QUANL program, and as a
results of this study, the imag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eco-early childhood teacher was
classified into 4 types: type 1: a children's friend centered around nature, type 2: a mediator to
nature centered teaching, type 3: a research teacher according to social demand, type 4: a life
companion centered around child. Theses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a program for eco-early
childhood teachers and will be a basis for the good practice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