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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한다. 진리와 지식의 절대성, 계몽주의, 이성주의, 객관주의,
합리주의, 결과주의 등의 가치를 지향한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저항 및 반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
즘은 오늘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타 수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포스트모던적 양상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의 포스트모던적 양상을 ‘상대성을 맥락으로 하는 유아교육: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우선이니까요’,

‘리좀적 구도를 지닌 유아교육: 유아들은 예측불가능하고 다채로워요’,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유아교
육: 나도 아이들에게 배워요’, ‘과정지향성이 강화되는 유아교육: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지요’
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에서는 그러한 양상들의 상관
성을 서술하고 유아교육현장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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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서구화, 산업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전근대 시대에서 근대시대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근대화를 통한 변모는 20세기에 걸쳐 모든 사회와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한 목표였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더니스트적 시각 즉, 모더니즘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18세기 산
업혁명 시대이후로 본격화된 모더니즘(김효성, 2011)은 현대사회의 출현과 확대에 크게 기여하
였다.
모더니즘에서는 지식, 진리, 이론 등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지지한다(이동성, 2008). 그러한 지
식, 진리, 이론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비롯해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박경민, 1997). 이러한 점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철학적 사조와 연결되어
있다(한은구, 1993). 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진리, 이론이 우리를 원하는 결과로
틀림없이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 예정되어
있는 결과,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결과이다. 즉, 모더니즘은 A를 행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렇게 나와야만 한다고 본다. 이것은 하나를 주고 하나의 답을 받는
타일러식 교육방식과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미 구조화된 전개방식이
확정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모더니즘에서는 구조주의 및 획일주의와의 연결성을 엿볼 수 있다
(김천기, 김양자, 2003; 이순주, 2004).
모더니즘은 또한 이성을 중요시한다(임수영, 1994).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성
(reason)중심주의이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에 의한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이 주를 이루
어 객관성이 우위의 개념을 차지한다. 거대담론을 지향하는 모더니즘(김윤태, 2005)은 사회, 국
가, 제도 등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한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감성은 개인적이고 나약한 것이라고 폄하된
다.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성은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며(강민지, 2012) 행위의 근간
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감성은 소담론, 소서사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것이며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우혜원, 2003). 이러한 시각은 이성에 바탕한 실천을 강조한 칸트의 철학 사
상을 떠올리게 한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모더니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다. 특정한 사
회,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그러한 단면 중의 하나이다.
인류 전체의 풍요와 행복을 명목으로 내세운 세계화 물결은 지리,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
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 동질화의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양진영,
2010; 이근호, 2006). 그리고 모든 것에 우선시되는 물질주의적 가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모
든 사람들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몰아가는 무한경쟁의 체제(권인호, 2008), 강자가 모
든 것을 차지하고 약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승자독식의 구조(김일방, 2008) 등을 비롯해 수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개개인의 삶은 탈출구나 개선방향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근대화의 태동 시기부터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저에 자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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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표출시켜 온 모더니스트적 사고를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시작된 문화운동이
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시대이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이
전의 모던 시대는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시대였는데(정탁준, 2004), 이성
중심주의는 합리적 사고의 강조와 그에 바탕한 지나친 객관성의 지향으로 인해서 20세기에 들
어서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최태규, 2000). 이러한 도전의 결과는 해체주의 또는 후기구조주의
사상의 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격적 출발을 가능하게 한 철학자들로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자크 라캉(Jacques Lacan),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 등이 있는데, 이 중 데리
다는 이성과 감성, 흑과 백, 남성과 여성 등의 이분법적 구도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고 푸코는
지식이 권력에 저항해왔다는 계몽주의 이후 발전논리의 허상을 지적하면서 지식과 권력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라캉은 데카르트의 절대 자아에 반기를 들면서 타자에
의해 규정된 주체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리오타르는 숭엄(the Sublime)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합리주의의 도그마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객관주의 등 근대의 절대적 이념들에 대한 거부 곧, 모더니즘적
이념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그 토대로 하면서 그러한 이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가치들을 추
구하고 있다.
본 연구와 연관하여 좀 더 고찰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지식이나
이론,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김영천, 주재홍, 2009; 권성민, 2010). 포스트모더
니즘은 어떤 사안이든 하나 이상의 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English, 2003). 그리고 보편적 지식과 절대적 진리의 존재
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모더니즘적 사고를 배제하고 지식
이나 진리의 상대성, 우연성, 임의성, 감성, 주관성 등을 기본적으로 강조한다. 더불어, 지식과
가치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직접 만들어 가야 한
다는 점을 주장한다(김규수, 2001). 다시 말하면, 지식, 이론, 진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특정한 시기와 공간의 특정한 상황에만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성, 다원성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노양진, 2004).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다원성은 다원
화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인식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서사의 가치를 긍정한다(손
지현, 2004). 모더니즘에서는 동일성 및 일원성을 원리로 추구하였다. 그 같은 원리에 따르면 세
상의 모든 실재는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등의 이분법으로 나뉜
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그러한 이분법이 세상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원화시키며 나아가 중
심부가 주변부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김욱동, 2008)한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
를 통해 중심을 해체하고, 여러 가지의 가능한 지평을 열어놓아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한다(이상준, 2006). 절대적, 보편적 지식, 진리, 이론
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그에 바탕한 예정된 결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추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이
다. 특정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고 하는 모더니즘의 시각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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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에서 거부되며,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말하면, 포
스트모더니즘에서는 결과 중심주의를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일 뿐
(Bekoff, 2013)이라고 보면서 다양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결과
또한 그러한 과정들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역사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거대담론을 중시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이성을 더 가치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소담
론, 소서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관련된 개개인의 감성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이강일,
2008). 포스트모니즘은 일반화를 거부한다. 이성, 그리고 그와 연관하여 합리성을 추구하게 됨으
로써 인간의 삶이 과도하게 객관화되고 메마르게 되었으므로 감성에 다시 시선을 돌림으로써
합리적, 비합리적인가의 여부를 떠나 인간의 삶을 보다 주관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은 ‘거대이론’으로 일컬
어지는 ‘메타내러티브’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김욱동,
2004; Austin, 2011). 그리고 리오타르는 거대서사의 종말은 이제까지 제한되어 있던 이질적인
언어놀이들의 다수성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거대서사에의 종속이 아닌 다수성의 승
인, 다수성을 기회로 수용하고자 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김혜숙, 1997; Thacker, 2013).
이상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보다도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길을 지향하고 있다. 모더니
즘에서는 절대성, 객관성, 합리성, 결과중심. 일방향성, 거대담론 등을 중시하는 반면, 포스트모
더니즘은 상대성, 다양성 또는 다원성, 주관성, 과정중심, 양방향성, 상호작용, 소담론 등을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중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은 특성들이다. 현재는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
찰을 바탕으로 하여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
인 지식과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김은정, 2012). 그리고 이성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감성은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하며 가변적
인 것, 함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이성중심의 계몽주의적 교육학은
위기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심성보, 1993;
Edwards, 2006). 또한, 객관성을 공평하고 공정한 것으로 보며 주관성을 세상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 특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계량화된 결과의 추구를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열과 승패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은 모두가 모더니즘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모더니즘적 사고가 세상의 주류적 사고로 기능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명지원, 2006)고 볼 수 있다. 비록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퇴색하
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모더니즘은 교육 등 현대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명지원, 2006). 그런데, 모더니즘에 바탕한 계몽주의적 현대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직
면하고 있는 무수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무기력하다(묵영해, 1994).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주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이정희, 2010)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더니즘적 사고는 그
들이 속해있는 구조로부터 주입되어 내면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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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공교육 체계이다. 왜냐하면 지식, 이론, 이성, 합리, 객관, 계량적 목표 및 결과 등과
같은 모더니즘의 지향점들은 모두가 공교육 체계에서 추구되고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이다(이정
엽, 2012). 다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유아교육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은 공교육과는
달리 지식이나 이론의 주입, 계량적 목표 및 결과의 달성 등을 추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수준
의 유아교육 틀을 대표하는 누리과정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각각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의
함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의 함양,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함양,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
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 등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다.
교육은 사회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지식과 신념체계를 가르치고, 비판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그를 재구성하고 창조해 나가는 사회적 협동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규수,
2001). 포스트모더니즘은 창조와 생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과 주체성을 함
양하는 교육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능력 및 전통의 재창조 능력을 길러
준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김규수, 2001;
Skinner, 2008).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분화된 교과가 없다. 대신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지도서가 교과서의 역할을 대신하여 왔다. 하지만 때문에 일정한 교과에 의한 수업
이 아니라 주제별 유아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의 융통성이나 유창성, 독창성
등의 창의력이 요구된다. 이로써 포스트모더니즘과 유아교육은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을 요구하
여 나가는 교육에서 중요한 철학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로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 이론, 이성, 합리, 객관, 계량적 목표 및 결과 등 공교육의 추구 가치들을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 점에서 유아교육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서로 간에 유사한 면이 있으며 포스트모
던적 사고가 유아교육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관점은 우리에게 유아기
와 기관들 즉 유아교육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Dahlberg, Moss, &

Pence,

2007).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복잡성,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과 그 변화들이 유아기
와 유아교육․보육기관들이 그렇게도 자주 언급하도록 요청받은 불평등, 배제, 이탈 등과 같은 요
구와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Dahlberg, Moss, & Pence, 2007).
그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을 유아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 예를 들
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교육 영역에서의 급진적, 정치적 시각의 전개 가능성을 둘러싼 논
쟁을 탐구한 연구(Cole, Hill, & Rikowski, 1997) 가 있었으며,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대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 인식을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아교육에 미친 주된 영향으로 간주하여
탐구한 연구(황윤성, 양옥승, 2002)를 비롯하여 유아교육관을 포스트모더니즘과 대비하여 고찰하
고(김규수, 2001),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특정한 개념을 유아교육의 의미와 연결하여 살펴보며
(정석환, 2008),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문제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검토하고(권성
민, 2010),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철학중 하나인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에서의 함의점을
논의한 연구(양경숙, 김현아, 2011; 이화도, 2012) 등이 있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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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현장을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안적 관점으로 삼아 유아교육 현장의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안적 시각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그
를 바탕으로 고찰을 실시해 본 연구(유흥목, 2002), 자유놀이를 비롯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포
스트모던적 시각을 적용하여 이해한 후 재개념화해보고자 한 연구(양옥승, 2002), 유아교육현장
에서의 유아리더십 교육과 관련하여 시대사조인 포스트더니즘 사상의 반영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 연구(조희정, 2006), 유아미술교육의 중요성을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현장 미술교육 지도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
연구(김은실, 2003), 유아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방법을 포스트모더니즘을 근거로 하여 구성해
보고자 한 연구(김은미, 2005) 등이 있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관찰과 유아교사의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오늘날은 지식의 절대성, 이성주의, 합리주의 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이
서서히 퇴조하고 지식의 상대성, 구성주의 등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함영숙,
2011; 최민식, 2013).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사조로서 다양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이명숙, 조희정, 2005). 교육은 그 자체
로 시대상과 시대사조의 반영인 동시에 그러한 반영을 요구받고 있다(김나영, 2012; 이신영,
2008).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아교육
(김희숙, 2009)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
이라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현재에 대한 이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현
대의 시대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관점으로 하여 유아교육에서의 그 양상을 고찰해 보는 일은
유아교육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유아교육 전개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양상들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던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며, 미래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김규수, 2001), 특히 유아교육 현장의 이야
기와 연관 지어서 포스트모던 교육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과 미세한 접목이 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장의 교사들의 커리큘럼이나 개선점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고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체적 양상들은 어떠한
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기관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P시내에 위치한 B유치원과 L유치원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3일부터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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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각 원당 매주 1회씩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B유치원은 만 5세반 1반, 만
4세반 1반, 만 3세반 1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아들의 수는 만 5세반 총 32명, 만 4세반은
총 27명, 만 3세반 총 20명이었다. 그리고 유아교사는 각반별 담임 1인과 유아연령별 부담임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L유치원은 만 5세반 1반, 만 4세반 1반, 만 3세반 1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만 5세반은 27명, 만 4세반은 23명, 만 3세반은 16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
아교사는 각반별 담임 1인, 만 4반과 만 5세반을 함께 담당하는 부담임 1인, 만 3세반 부담임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항
학급

기관명
B유치원
L유치원

만 5세

만 4세

총인원

만 3세

남

여

남

여

남

여

17

15

16

11

12

8

남

여

남

여

남

여

15

12

13

10

10

6

원장 및
유아교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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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참여관찰에 앞서 각원의 원장과 유아교사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구체적 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참여 유아의 부모들로부터도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관찰의 방식은 각원별로 매주 한반씩 로테이션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참여관찰이 실시되는 일자에는 유아들이 등원하는 시간부터 오후 귀가시간까지 연
구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유아교육의 진행양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서는 비디오녹화, 교사면담, 원장면담, 학부모면담, 연구자의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였다. 비디오
녹화는 교실 입구쪽 사물함위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등원 및 자유선택활동시간부터 오후
활동 및 귀가시간까지 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모두 녹화하였으며 바깥놀이나 게임 등의 장소가
이동된 활동들은 장소를 옮겨 녹화하였다. 현장노트를 사용하여 유치원의 일과에서 중요한 인상
이나 느낌, 예비적인 보충자료, 궁금한 점 보충할 질문 등을 기록하였다. 아이들이 귀가한 후 교
사나 기관장이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게 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교사면담을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였다. 면담은 연구의 초점에 맞추어 현재의 유치원 생활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교사나 기관장에게 궁금한 점과 관련하여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개방적 질
문을 선택하였고 비형식적 대화의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
로 물어보았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과정에서는 Creswell(1998)의 질적연구 자료분석단계에 따라 전사단계와 코딩단계, 1
차 분석, 2차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비디오녹화를 통한 행동이나 말 등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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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면담한 자료의 녹음내용을 재생하여 듣고, 이들을 당일 혹은 이틀에 걸쳐 전사를 하였
다. 둘째, 전사한 자료와 연구자의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읽으며 유아교육현장의 포스트모던적
양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코드화하였다. 셋째, 코드화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포스트
모던적 특성과 공통되는 부분들끼리 유목화하였다. 넷째, 이어서, 포스트모던적 특성을 재고찰하
여 도출된 결과와의 매칭이 잘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Theoretical Triangulation)
을 거쳤다. 다섯째, 유목화한 결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협의 및 검토하고, 현장의
유아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 타당한지 평가해보도록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ing)를 진행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유아교육현장의 포스트모던적 양상
이상의 참여관찰 과정을 통해 고찰해 본 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포스트모던적 양상들을
‘상대성을 맥락으로 하는 유아교육’,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유아교육’, ‘리좀적 구도를 지
닌 유아교육’, ‘과정 지향성이 강화되는 유아교육’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상
대성, 양방향성, 리좀, 과정 지향성이 반드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
으나 상대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Philips, 2010)으로 간주되고 있고, 양방
향성이 서구 포스트모던 사회에 의해 생성되고 검증되어 온 보편적 원리(Kuczynski, 2003)로 파
악되고 있으며. 리좀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위한 명백한 은유(Weldt-Basson, 2010)로 여겨
지고 있고, 그리고 과정지향성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전면에 내세우면
서 과정에 대한 자각을 포스트모던 주체가 행해야 할 핵심적 사항으로 간주(Gabriel & Ilcan,
2004)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전술한 양상들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상대성을 맥락으로 하는 유아교육: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우선이니까요’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기본적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와 같이 구체적 과목의 형태로 분화된 교과는 찾아볼 수
없다. 즉,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유아교육 커리큘럼이 기본 방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일반
적인 공교육 과정에서와 같은 교과목이 유아교육 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포스트모
던 시각이 반영된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일정한 구조와
순서를 지닐 수는 있으나 정해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교과서와 같은 자료에는 의존하지 않고
있다(Edwards, 2011). 이는 유아들의 발달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발달이 미숙함(이윤경, 2013)으
로 인해 구체적 교과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있어 구체적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성과 배타성을 띤 유형의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대상 유치원에서는 교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소위 학교
에서 행해지는 몇 페이지 몇째 줄을 보자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위주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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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가 있지만 유아들의 흥미위주의 자유놀이 시간이 활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
이고, 실내 흥미위주의 교구나 실외 놀이등도 모두 유아들의 관심분야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생활중심별 교육과정은 있으나 어떤 날은 한 유아가 개미나 콩벌레, 왕파리를 잡으
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교사와 함께 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하여
찾아보아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었다. 책 즉 교과서
에서 지식을 얻는 학교식 교육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오늘날의 유아교
육현장에서는 유형, 무형을 불문하고 유아교육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유아교육의 매
체가 되거나 그러한 매체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유아교육 과정이 상대성을 지니
고 있다(정지현, 2006)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사가 주관적, 즉흥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판단 과정에 있어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조건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날 그날의 유아들의
관심이나 흥미거리, 유아들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날씨
와 같은 조건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요구, 그 외 가변적인 조
건들을 고려함으로써 절대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유아교육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
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을 연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의 상대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육을
바라보는 주된 관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유혜령, 1991).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거대담론이 해
체되면서 서로 이질적이고 작은 이야기들이 지식으로서 공존한다(이용환, 2007). 거대담론의 객
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성을 인정하는 소사담론, 즉 개별담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
에서는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나온 지식들인 상대적인 지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정지현, 2006).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이 세계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계이
며 따라서 확실성을 담보한 계획 수립이란 불가능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성 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통적 관념에 초점을 맞춘 모더니즘(임창석, 2009)을 부인하고 이 세계가 불확실하고
우연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드러냄으로써(조현길, 2007) 기존 인식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
다.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상대성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포
스트모더니즘에 따른 시각 및 사고와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Moss & Dahlberg, 2008).
바깥놀이시간 중 한 유아가 콩벌레를 발견하고는 그걸 옆에 친구에게 자랑한다. 그러자 유아들
의 흥미와 관심은 자연스레 콩벌레로 옮겨진다. 유아들은 콩벌레에 대해 교사에게 이것저것 질
문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는 콩벌레의 이름을 말해주자 처음 콩벌레를 발견한 유아가 콩처럼 생
겨서 콩벌레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교사는 식물 곤충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보자
고 말한다. 유아들을 교실로 인도하여 곤충도감에서 콩벌레를 찾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으
며, 인터넷을 검색하여 콩벌레의 다양한 종류, 생태, 먹이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다. 이러
한 모습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모든
것이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의 상대성이 확인된다.
<B유치원, 관찰기록, 2014, 5, 2>
유치원은 학교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수업인 것 같아요. 유아교육은 유아들의 흥미를 찾아서 가야하니까요. 우리가 힘
들긴 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를 찾아서 만들고 혹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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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그러죠.

<B유치원 K유아교사면담, 2014, 3, 7>

우리는 어떤 수업을 할 건지 미리 준비는 하지만, 어떤 날은 유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수업을 활성화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비가오거
나해서 운동장에 빗물웅덩이가 생기면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실로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
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푹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실로 데리고 온다 해도 온통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때 포착을 잘 해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나누기를 한다든지 바깥놀이
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L유치원 J유아교사면담, 2014, 6, 20>

이상의 유아교사들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사전에 수
업준비를 하지만,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 주변상황
등을 고려해서 수업내용에 변화를 주거나 융통성을 가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
늘날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교육방식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인
다. 이점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지향되는 가치인 상대성이 유아교육현장에서도 반영되어 나
타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리좀적 양상을 보이는 유아교육: ‘유아들은 예측불가능하고 다채로워요’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확산적 사고의 발달을 지향한다(정미라, 이명희, 이영미,
2010). 예를 들어, 교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발문을 하는 경우 하나의 질문이 출발점이 되어 마
치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질문이 끝없이 분화한다. 이때의 질문들은 최초의 질문에 영향을
받거나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갖는다. 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유
아교육 현장에서의 활동은 경험과 경험의 연결이라 볼 수 있다(김정숙, 2013). 이와 관련, 참여
관찰에서 유아들이 개미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날은 개미집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여 바깥활동으
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아이가 개미의 집을 만들어주자
는 제안에 따라 각자 멋진 개미집을 짓느라 모래놀이터 여기저기에서는 분주했다. 그리고는 개
미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가는 것을 관찰하고는 자연스럽게 개미떼처럼 일렬종대로 줄을 서서
개미행군을 흉내내보기도 하였다. 이후 유아들의 관심은 교실로 이어져 그림 그리기, 개미 이름
붙여주기, 개미를 위한 노래짓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에서 유아들은 능
동적으로 주체가 되어 움직였고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로서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들이 경험에 경험을 더해가며 지식을 계속적
으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정은실, 2012)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의 끊임없는 창조와
생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리좀적 구조(주재홍, 2013)와 유사하다. 리좀은 원래 줄기가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식물학에서 온 개념인데 들
뢰즈와 가타리는 수목으로 표상되는, 이분법적인 대립에 의해 발전하는 서열적이고 초월적인 구
조와 대비되는 내재적이면서도 배척적이지 않은 관계들의 모델로서 사용하였다. 들뢰즈와 가타
리에 따르면 리좀은 어떤 다른 점과도 접속될 수 있으면서도 점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또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질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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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며, 어떠한 결정적인 보편적 구조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결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차이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포섭되거나 동일화되지 않으
며 기존의 구조들이 파열되고 탈영토화한 상태를 대변하는 모델이다(김영철, 2013). 특히, 들뢰
즈는 리좀 모델의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였

다(송원엽, 2010). 그는 리좀 모델이 포스트모던 세계의 표상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탈구조
화, 탈중심화, 탈영토화와 같은 리좀의 특징들이 포스트모던 세계의 모습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
며 이는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의 확산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 발문에 있어 연속적
분화를 추구하거나 대그룹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가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경험활동
을 지향하는 것처럼 유아교육에서 일정한 구조나 체계, 또는 중심에 매몰되지 않고 분화와 다양
성을 추구(최경순, 황연숙, 정지영, 1999)하고 있는 모습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들뢰즈
와 가타리가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제시한 리좀 개념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Harvarges, 2011), 리좀이 복합적 연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떤 원천이나 본
질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은 유아교육에서의 유아들의 경
험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적합하다(Allan, 2011). 이와 관련해 특히 지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보면 오늘날의 유아교육에서는 경험적 지식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조화연, 2007) 이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공된 것을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본 모더니즘의 시각(Goffin & Wilson, 2001)과 달리 지식을 실행하고, 생활하고,
경청할 줄 아는 것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김규수, 2001)으로 보면서 지식이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고호영, 2008), 지식을 경험과 경험의 연
결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리좀적 관점(손지현, 2006)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경험의 연결성과 가변성으로 특징져지는 유아교육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적 개념으로 제시한 ‘리좀’ 개념이 유
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ellers, 2005).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모래로 개미집 짓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개미들이 일렬로 줄지
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유아들은 개미집 짓기 놀이를 멈추고 서로 서로 어깨에 손
을 얹고 일렬로 행진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교실로 들어온 유아들은 개미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다시 자신들이 그린 개미에 이름 붙이기 활동, 개미를 위한 노
래만들기 활동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B유치원 관찰기록, 2014, 6, 20>
유아들은 그림기리기 활동을 하다가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개미 그리기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산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한 아이
는 공룡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공룡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서영역에 있는 공룡 그림책을 가지
고 와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유아들의 행동이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해요.
<L유치원 E유아교사면담, 2014, 5, 2>
아까도 관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아들은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발표를

- 445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든지...무엇이 갖고 싶다든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들의 말이나 행동을 잘 듣고 상호작용을 잘
해줘야 하는데 어떨 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B유치원 J유아교사면담, 2014, 4, 11>

위의 면담내용에서도 보듯이 유아들은 그들의 특성상 말과 행동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동시다
발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특정한 내용을 발표하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정해진 활동을 하다가도 전혀 새로운 활동으로 스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유아들이 내면화되어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끊
임없이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들은 유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허용해주려고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육 활동이 다양화되고 끊임없이 분화되
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
유적으로 특징짓는 리좀의 양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3.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유아교육 : ‘나도 아이들에게 배워요’
유아교육현장의 교육방식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 주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방식(임현미, 2012)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일방적 전달과 일방적
흡수의 구도는 보편적 구도가 아니다. 이에,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유아교사의 역할은 유아들의
리더(leader)나 지배자(ruler)라기보다는 유아들의 안내자(guide)로서의 역할(임진영, 박은혜, 2012)
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는 유아들과 활발히 상호작용한다.
이는 유아교사와 유아 사이에 양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이
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다. 즉, 유아교사는 화자
(speaker)인 동시에 청자(listener)가 된다. 그리고 유아들이 참여하는 활동에 유아교사도 함께 참
여하여 그 일원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은 유아교사로부터 배우고 유아교사 또한 유아
들로부터 배운다. 다시 말해, 유아교사와 유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있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곽향림, 2008). 이와 관련, 참여관찰에서는 등
원시 교사들은 유아들과의 눈높이 인사를 하기 위해 유아들보다 큰 키의 교사는 무릎을 구부리
거나 쪼그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들은 유
아들이 신발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정다운 말을 걸어 유아들의 그날그날
의 기분이나 컨디션상태 등을 체크하였다. 이외에도 유아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되
도록 유아들의 키에 맞추어서 자세를 낮춘 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을 나타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 때 영상자료나 시각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이나 그림, 그림책, 등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공감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활동에서는 교사들은 유아들 모
두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면서 유아들의 개인별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어떠한
판단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유아들의 의견에 존중을 표시하면서 교사 나름대로의 다양한 반
응을 제시하고 유아들과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관계의 일방향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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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더니즘의 사고(김성학, 2005)와 대조를 이룬다.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구조주의, 중심주의와 같은 모더니즘적 사고가 영향을 발휘하였는데, Cannella(1997)
에 따르면

유아교육 이론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외면을 당한 것이 유아들의 목소리

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등장하기 이전의 모던적 사고의 시대에서는 교사
로부터 유아에게로의 일방향성이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접근방식이었다(Mason, 2006). 이러한 상
황에 반발하여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구조주의와 탈중심주의를 추구한다(박종국, 2009). 따
라서, 서열적, 선형적 구조를 토대로 한 일방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을 지배하는 중심, 중
심에 종속되는 주변과 같은 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담론
에서는 권위를 중요시하고 그 것에 바탕한 수직적 관계를 긍정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반
권위주의를 표방하며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이화식, 2013; 김지은, 2000). 달리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변과 중심의 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으며(오
현아, 1993) 그러한 해체의 상황 속에서 주체들 간에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역동적이면서 변증
법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김무길, 2003). 유아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상호작용 관계 속의 구성원들은 참여공동체의 원리를 수용하며 연대의식의 입장을 취한다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오늘날의 유아교육에서는 사고력 증진을 비롯한 유아발달에 대한 기
여라는 관점에서 양방향성을 토대로 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옹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ohmann & Weikart, 1995) 유아교육 과정의 실행을 위한 방식으로서 양방향적 상호작용이 실
제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적 신념을 내포한 교육방식(Charlton, 201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양방향성은 유아교육이 포스트모던적 실천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Elizabeth,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 등원시간에 유아교사들은 등원하는 유아들과 눈높이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 개개
인의 기분과 감정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 주었으며 제시된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서는 일방적 전달보다는 사
진, 그림책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유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도
록 유도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야기나누기시간에는 교사가 유아들 모두에게 발표 기회를 주면서
발표된 내용에 일일이 존중을 표시해 주었으며 교사 자신의 반응을 제시하면서 유아들과 서로
간에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B유치원 관찰기록, 2014, 6. 27>
그림책을 내가 읽어주고 유아들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유아들이 읽어주고 내가 듣
기도 해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유아들이 질문을 하면 주로 제가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고 유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주 기발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제가 교사지만 유아들에게 배우죠.
<L유치원 P유아교사면담, 2014, 4, 18>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선생님놀이가 있어요. 유아들은 선생님이 되어보고 나는 유
아가 되어서 상호작용을 해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유아들에게 대하고 있는지 그대
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더 나를 뒤돌아보고 유아들의 입장에서 상호작용이나 활동을
하려고 하죠.

<B유치원 S유아교사면담,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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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면담내용을 살펴볼 때, 유아교사들은 교육자의 역할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학습자
가 되어서 유아들로부터 자신들도 배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의 시
각에서 교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려는 반성적사고의 자세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들이 유아들과의 수평적 상호작용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속에 양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지향
하는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상호대등한 수평적 양방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과정 지향성이 강화되는 유아교육: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지요’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모더니즘 시각에 따른 결과 중심의 유아교육(Makin, 2006)과 포스
트모더니즘 시각에 따른 과정 중심의 유아교육(Aubrey, 2008)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나(이영석, 2009), 점차적으로 과정 중심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연,
2013). 이와 같이 과정에 지향점을 둔 유아교육에서는 유아들에게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거나 객
관적인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아들의 언어발달, 인지발달, 지각발달을 추구하고 돕
기는 하지만 발달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상정하지 않는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유아들이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
미를 두며 유아들 간에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과정 지향적인 유아교육에서 유아
교사는 지식이나 이론의 전달자가 아니며 유아들을 과정으로 인도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다. 이와 관련, 참여관찰에서는 자유선택활동이나 바깥놀이가 유아들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스스로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쌓기놀
이, 역할놀이, 조작놀이, 언어놀이, 수과학놀이 등을 그 자체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유아교사가 유아들의 놀이 과정을 지켜보며 이따금씩 조언을 제공할 뿐 놀이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이 그 같은 놀이 형태의 활동을 통해
서 무언가를 직접 조작해보고 만들어 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느냐 못하
냐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놀이를 비롯한 모든 유아교육 활동이
그 자체로 과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지성애, 채영란, 신금호, 박희숙, 박유영, 2012)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참여관찰 대상의 유치원에서는 결과지향적이 아닌 과정지향적인 교육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과 유사한 데가 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과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시각에 바탕을 둔 것
이며(Lillemyr, 2011), 이점에서 과정지향성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유아교육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
(Bhattacharjee, 2014)이라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결과를 지향한다(김다영, 2009).
이때의 결과는 가변적인 것이 아닌 미리 설정해 놓은 일정한 결과, 예정된 결과이다. 그리고 수
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개인들은 그러한 결과를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계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원리가 작동하며 결과를 얼
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내느냐가 중요시된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한다(윤병렬, 2009).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결과, 특정한 결과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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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다.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결과 지상
주의가 개인의 삶을 메마르고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과보다는 개개의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며 결과도 수많은 과정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이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아교육은 과정 지향을 통해 결과 보다는 의미를 창
출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Lobman, 2005) 유아교사들에 대해서도 과정 지향적의 교
육을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Tobin, 1995)하고 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바깥놀이 시간에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들이 쌓기놀이, 역할놀이, 조작놀이, 언어놀이, 수과학
놀이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놀이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요구
는 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그러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는지를 지켜보면
서 이따금 활동과 관련해 유아들이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 답변이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에 자
신의 역할을 국한시켰다. 이러한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의 모
습을 통해 알 수 있겠다.
<L유치원 E유아교사면담, 2014, 5, 2>
만들기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색점토로 동물만들기 등을 할 때 아이들
이 정말 집중해서 하고 즐겁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꼭 굳이 완성해서
결과물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만들기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죠.
<L유치원 J유아교사면담, 2014, 7, 4>
음률활동을 할 때도 주로 유아들의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보도록 하는데 집중을 많이 해
요. 그래서 정해진 리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꼭 맞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악기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박자나 이런데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데
더 중점을 두지요.
<B유치원 K유아교사면담, 2014, 6, 27>

위의 면담내용을 볼 때, 유아교사들은 표상이나 표현활동 등과 같은 과정에서 유아들의 결과물
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자체에 즐겁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 즉, 오늘날 유
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유아들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나 목
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점은 인간 삶의 황
폐화를 가져오는 결과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과정중심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포스트모더
니즘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포스트모던적 양상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
를 위하여 P시내에 위치한 B유치원과 L유치원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과정에서 포스트모던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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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 사회의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
는 시대사조라는 점을 전제로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해당 사조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만약 그
렇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위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전개방식의 현황
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는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그와 연관된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적 현장 관
찰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러한 현장연구는 본 연구와 같은 질적연구의 수행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사항(배장오, 2008)이기도 하다. 연구결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
되는 유아교육현장의 특징을 ‘상대성을 맥락으로 하는 유아교육: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우선이
니까요’, ‘리좀적 구도를 지닌 유아교육: 유아들은 예측불가능하고 다채로워요’, ‘양방향성
을 추구하는 유아교육: 나도 아이들에게 배워요’, ‘과정 지향성이 강화되는 유아교육: 결과보
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지요’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로
간에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상대성, 리좀적 구도, 양방향성, 과정
지향성 등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의 특징이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던 세계의 상대성은 획일적 구조
나 체계, 단일의 중심에 대한 부인 내지는 거부에 따른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구조, 체계, 중
심에서 벗어난 분화 곧, 리좀적 구도를 형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곧, 일방향성에서 탈
피한 양방향성의 추구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정 지향성 또한 모더니즘 시대의 고정화된 구조와
체계에 대한 신뢰, 절대적 지식과 진리의 존재에 대한 믿음 등이 바탕이 된 획일주의와 결과주
의(Edidin, 2008)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어 그 유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양상 간에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
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유아교육은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만큼이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때의 불확실
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성과 맥을 같이한다(유혜령, 1991). 현재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절대적, 보편적 지식과 이론의 전달은 배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유아들
이 그러한 지식과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발달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있다. 즉, 인지 발달이 미숙한 유아들에게 지식, 이론 등을 주입하는 일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스트레스만 안겨줌으로써 발달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찰해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절대
적 지식이나 이론은 더 이상 효용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Wessler,
2014) 곧, 지식이나 이론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에
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지식, 이론 등의 전달을 목적으로 삼지 않음으
로 해서 유아교육에서는 이후의 공교육 단계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교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교과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서사라고 할 수 있다(김규수, 2001). 포스트모던 지식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상정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과연 진리인가라는 것에 의문을 던
진다(김규수, 2001). 이에 오늘날의 유아교육에서는 구체적인 교과 대신에 주위의 모든 사물, 모
든 상황들이 교육을 위한 매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구체적 교과가 상정되지 않는 환경의 유
아교육에서는 경험적 지식의 습득이 중요시된다(Kolb, Boyatzis, & Mainemelis, 1999). 하나의 경

- 450 -

유아교육현장 들여다보기: 포스트모던적 양상을 중심으로



전연우·조희숙

험이 또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다시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아들은 지
식을 형성해 나간다. 이와 같은 지식 형성의 토대로서의 경험의 연쇄와 분화는 리좀의 구도와
유사하며 탈구조화, 탈중심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지향점들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상대성, 그리고 경험과 경험의 연쇄로서의 리좀적 구
도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곧, 지식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계와 수명을 지님으
로써 언제든 소멸될 수 있는 생태계와 같은 것(Arbesman, 2014)으로 인식하면서 경험의 연속을
지식 창출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 시대(Nadler, Thompson, & Boven, 2003)의 흐름과 부합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식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이론보
다는 경험과 경험이 연결되는 교육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비디오, 컴퓨터, 그림, 사
진, 음향 등 현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상의 실천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실행의 보다 바
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의 유아교사와 유아 간 관계는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 관계
와 다르다. 공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하, 수직, 지시와 순응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유
아교육에서는 수평과 상호작용, 상호동등의 관계가 존재한다(Dahlberg, Moss, & Pence, 1999).
유아교사들은 일반적 공교육에서와 같은 관계가 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유아들이 그러한
관계에 적응할 수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
해 유아의 발달에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이 유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
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습득해서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
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방향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와 교사간 상호작
용은 그 바탕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방향이 내재해 있다(Kim, 2008)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 자체가 유아에게는 사고력, 창의력을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발달을 이끄는 매개
가 되고(Cicchetti & Roisman, 2011) 교사에게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 향상, 나아가 유아 부
모와의 관계 증진까지 촉진시키는 활동이 된다(Chung, Marvin, & Churchill, 2005)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양방향성의 유효성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놀이,
책읽기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과정상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활동에서 상호작용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 지향성보다는 과정 지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유아교육현장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 체계에서는 학업성취도 달성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 수치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결과가 지향될 수밖에 없
다. 이와 달리, 유아교육은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의
대상자인 유아들은 이전에 어떤 구조화된 체계에 속해 거기에 적응해 본 경험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다. 때문에 생각, 행동, 능력 등에 있어 개개 유아들 간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단지 동일한 교육환경에 속해 있다는 이
유로 유아들 모두에게 일률적이고 구체화된 결과를 이뤄내도록 이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유아교육기관들에서는 모더니즘적 시각에서와 같은 결과지향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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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대신 개개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유아의 발달에는 자극이 중요하고 자극은 경험을
통해 부여된다. 이때의 경험이 곧, 과정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었
는가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에
유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 보다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그룹활
동에서 작품 만들기를 할 때에도 유아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
면서 열중하고 기뻐하는 순간들 곧,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 결과지향
적 교육은 갈수록 배제되고 있으며 유아들이 또래와 교사와 함께 어울리는 개개의 과정들 그
자체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으로서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지
향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거대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담론을 추구한다(임부연, 2005). 고
차원적인 담론은 유아들에게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평범하고 소소한
수준의 담론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유아 개개인의 일상, 가족, 친구, 또래 이야기, 유아가 사
는 동네, 마을의 이야기가 유아를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해주
는 것이 유아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
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대담론을 배제하고 소담론을 추구하며 이 소담론에서는 실생활적 측면
들이 중요시된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Yazdani, Murad, & Abbas, 2011).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과정지향성은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즉, 변
화와 융통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가는가가 중요하며 따라서 정적
인 결과보다는 동적인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Mcbride, Lander,
& McRobb, 1997), 유아의 진정한 발달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아의 능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과정의 제공이며(Gibbons, 2007) 따라서 유아교육의 지배적 주제는 결
과가 아닌 과정이 되어야 한다(Bhavya, 2007; Gibbons, 2007)고 하는 주장 등과 맥을 같이 한다
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의 발달이나 능력 함
양 등을 올바르게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유아교사들이 과정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나
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들을 고
찰해 보았다. 지식, 이론,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한

상대성, 지식형성과 관련

한 리좀적 구도, 유아와 교사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양방향성, 과정지향성의 강화 등
은 유아교육 현장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 이론, 진리의 절대
성, 주입에 의한 지식의 형성, 관계의 일방향성, 결과 지향성 등과 같은 모더니즘적 특징들과 대
조를 이룬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아나 유아교육에 대해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의 유아
교육이 어떤 식으로 그 위치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를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아교사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재전환될 필요가 있으
며 부모 또한, 부모교육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잘 적응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
이다. 유아교육이 교육의 시초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더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에는 유아교육기관의 체제와 분위기가 시대사조와 부합되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교육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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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김규수, 2001).
오늘날의 유아교육과정이 교육의 구성과 운영에서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사조로부터의 이탈인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
즘의 관점에서 보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일도 유아를
위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일도 모두가 당연한 것이다(김규수, 2001). 더불어,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자발적인 대화는 포스트모던적 교육의 열쇠(김
규수, 2001)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성, 과정지향성 등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보다 더 열린
체계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아교육을 일반적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면서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식
과 이론을 주입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구체화된 결과를 지향하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
나고 있다. 입시, 학력, 학벌 등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유아교육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영어
유치원, 수학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
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으로의 역행이라고 볼 수
도 있는 이러한 상황은 유아교육현장에서 포스트모던적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고찰해 볼 가치가 있음을 암시해주며 여기에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두 곳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비
롯한 다양한 유형의 유아교육기관을 다수로 선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고찰과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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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postmodernism. Postmodernism emerged
with opposition and resistance to modernism which pursued values like the absoluteness of truth and
knowledge, the Enlightenment, rationalism, objectivism and consequentialism among others. Now
postmodernism is currently given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it is considered a new ideology that
can help explain many of the different and continuous changes which are occurring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not to mention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postmodern aspects found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ose aspects could be briefly described by four main
phrases,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whose contexts are based on relativ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operating under the system of rhizome' 'early education in which inter-directionality is
pursued' and 'early education in which process-orientation is being intensified'. In the chapter of
conclus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hose aspects ar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what
implications they may have for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modernism, post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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