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유아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 11. Vol 8. No. 3, pp. 317～335.

자연이라는 교실, 그리고 유아들

*

**

서현아 ․ 신경민

본 연구는 자연이란 또 다른 교실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느낌을 만들고 어떠한 모습을 보
이는지를 이해하고, 그 경험들이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
었다.

문화 기술적 접근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유아들은

자연 속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생성하며 장소감을 형성해갔다. 2) 자연 속 유아들
의 모습은 통제된 교실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었다. 3) 유아들은 자연과
우정을 나누며 자신의 느낌을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태도 변화는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찾게 되고 다양한 학습의 장으로써 자연을 활용했다.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자
연이란 교실의 가치, 유아의 자연관에 대한 이해, 교사의 민감성, 지역사회를 활용한 자연활
동의 필요성이라는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 자연(nature)
유아(early children)
장소감(sense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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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기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질서와 조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는 동․서양의 공통된 오랜 인류의 지혜였지만, 시대가 변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능동적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점점 약화되어갔다.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진 순리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주
된 생존 방식이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개척하여 삶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해
내는데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과잉된 개발을 되돌려 원상을 회복하면서 자연과 더불
어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최상의 과제이다(장희익, 2001).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인 관계에 관심은 최근 유아교육에서 주장되고 있는 생태중심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미 유아교육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Froebel이 ‘자연의 정원에서 유아들이 뛰어 노는 곳'이란 뜻의 유치원(kindergarten)을 설
립한 것을 미루어 보면, 초기 유치원의 교육이념이 유아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의 시작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
면서 오늘날 유아들은 예전에 비해 자연과의 놀이나 아이다움을 발산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
다. 우리는 유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차가운 지식의 세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따뜻한 느낌의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
연의 일부일 뿐이며 생태계의 각 존재들은 나름의 리(理)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의 상
호의존적이고 순환적인 삶을 영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연에서의 체험을
통해 유아가 자연을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지구 공동
체(Berry, 1988)’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생태학적으로 유아교육에 접근한 연구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관계에 그
맥을 두고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권미량(1997)은 생태학적 교육방법으
로 개별의 개성을 존중하되 공동 생존을 지향하고 개인, 그룹, 지역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
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김미정(1998)은 유아의 자연에 대한 가
치관과 신념, 태도, 참여를 높이는 정의적 영역을 목표로 한 생태학적 유아환경교육으로 제
시하면서 자연 또는 생명의 특성을 상호관련성(상호의존성)과 역동적인 순환성, 다양성으로
보고 그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양옥승(2001)은 생태학적 유아자연교육의 목적을 자연과 인간
의 상호의존적인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자연친화적 태도 및 가치관 형성으로 보고, 유아를
위한 자연교육의 내용을 크게 자연에 대해 관심 가지기, 자연에 대해 체험하기, 자연친화적
태도 가지기 등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분석적-경험적 접근에
의존하였기에 유아들이 생태학적인 공간인 자연에서 가지는 내면적 의미를 드러낸 경우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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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연이란 장소에서 유숙자(resident)1)인 교사와 거주자(inhabitant)인 유아의 관계
에서 시작된다. 연구의 장소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적한 유치원이었다.

거주자

의 이미 익숙해져버린 눈과 달리 유숙자의 눈에는 이곳의 자연 환경들은 새롭고 감동적인
것이었다. 반면 유아들은 이곳이 너무 친숙해서 늘 이렇고 이래왔던 곳이라고 생각하며 생
활하고 있었다. 유아들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눈과 마음을 가져주길 바라는 교사의 소망을
위해 또 하나의 역할인 연구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이 경험하는
자연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자연에서의 유아들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풍부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드러내기 위해
문화 기술적으로 접근하였다. 유아에게 익숙한 자연을 낯설게 하는 활동을 제시하면서 유아
들이 유치원 실내에 제한되어 있던 교실을 벗어나 자연이란 또 다른 교실 속에서 어떠한 느
낌을 만들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그 경험들이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유치원 선정
본 연구의 대상 유치원은 부산의 농어촌지역인 G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에 설립되
어 18년째 운영 중인 바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2)이다. 바다병설유치원의 학급은 1학급(혼합연
령반)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1명의 교사가 있다.
바다 병설유치원은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면에서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 있고 뒤로는 산이 우뚝 솟아 있는 지형적 여건에 황학대, 국수당, 왜
성, 두모포성 등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란 것이다.
2) 연구참여 유아
연구참여 유아들은 바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라반의 유아 전체 4명이다. 초기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6명의 유아였으나, 2명의 유아가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가정의 사
정으로 13회까지의 연구에 참여하고 도중에 퇴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대상은 연구를
끝까지 참여한 유아 4명(남아 3명, 여아 1명)이고, 그들의 연령은 모두 만 4세였다.
1)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의 자연 세계에 대한 감정 여부에 따라 유숙자(resident)와 거주자(inhabitant)로 구
분된다(Orr, 1992; Hug, 1998).
2)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반, 유아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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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의 역할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실시되었다. 유치원 교사가 1명이고, 연구자가 유치
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
자는 교사의 역할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완전참여자3)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유아들이 자연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습과 변화를 보
이는지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관찰을 위해 준비한 녹음기나 기록하는 것에
대해 유아들은 관심을 보였다. 추후활동을 위해 기록된 녹화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9월 4일부터 2001년 12월 1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43회
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1년 3월부터 자연 탐구 활동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읽고,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01년 9
월부터는 일주일에 2, 3회 자료수집을 위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참여관찰, 녹음, 비디오 녹화의 3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보조 연구 방법으로서 사진 촬영과 포트폴리오 수집을 활용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녹음한 자료와 비디오 녹화를 전사한 자료를 정리한 전사노트를 바탕으로 이
루어졌다. 이렇게 완성된 전사노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메뚜기’, ‘가시나무 소나무’, ‘갈
매기’, ‘길’, ‘청설모’, ‘친구’ 등의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색연필로 표시해 두었고, 분석하
는 도중 드러나는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새롭게 표로 정리하였다. 장면의 이해를 돕고자 사
진 촬영했던 자료를 전사노트에 첨부시켰으며, 사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은 기록하였
다.

3) 시카고학파들은 현장연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역할을 완전관찰자(complete observer), 참여자같
은 관찰자(observer-as-participant), 관찰자같은 참여자(participant- as-observer), 완전참여자(complete participant)
의 네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Alder & Alder, 1987; 김윤옥 외,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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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해석
바다병설유치원의 유아들이 자연에서 경험한 의미를 해석한 결과, “자연에 대한 장소감”,
“자연의 동참자로서 유아”, “자연의 친구로서 유아”라는 주제로 분석하였다.

1. 자연에 대한 장소감
지리학자인 Tuan(1977)은 인간에게 있어 ‘공간(space)’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할 때 ‘장소
(place)’로 변환된다고 했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한 열쇠는 그 장소에 대한 경험에 있는 것
이다.
초기의 유아들에게 자연은 언제나 늘 옆에 있는 익숙한 존재였다. 유치원 오고가는 길에
서 만나고,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그 장소는 자연이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으로 유
아들은 자연 속에 담긴 것들에 무관심을 보였다.
1) 기억의 보관소
장소가 되는 또하나의 조건으로 공간의 지속성과 친근성이다(Tuan, 1977). 장소에 대한 경
험의 양과 질은 유아에게 장소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번 방문하면서 유아들에게는 활동에 대한 기억들이 남겨진
다. 장소에 경험을 통한 새로운 기억들이 더해지는 것이다. 유아들이 그 장소에서 특정한 흔
적을 남겼다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장소와 연관된 의미를 담은 기억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은 모래성 쌓기를 하러 갔던 바다를 한 달 후 어느 겨울에 다시 찾아간 모습이다.
겨울바다를 찾은 유아들이 모래 위에 그림 그리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 곳에서 만들었던
거북이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근수 : (자신이 만들었던 그 자리를 찾으며) 내가 거북이 만들었는거요..
지애 : 있잖아요. 거북이 어디 있었어요?
인호 : (모래를 모으면서) 내 거북이 만들어야지.
근수 : 내 거북이 아까 만들었는데...
하늘 : 근수랑 인호랑 내랑 봤다.
(2001년 11월 29일, 겨울바다)
지역사회 환경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35회의 활동 중 14회 방문한 바다는 전체
적인 개념에서 장소가 되면서 그 속에 또 다른 다양한 공간들을 다시 남긴다. 처음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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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바다란 큰 공간이 장소가 되었고, 후에 바다의 넓은 모래사장 중 거북이에 대한 기억
이 침투되어 또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졌다. 때로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바위는 갈매기를
통해 집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아의 장소 개념은 경험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다. 나아가 한 장소에서 공유된 경험은 유아들에게 같은 기억의 보관소가 된다.
2) 새로운 장소로 안내하는 길
주변의 많은 공간들은 유아들에게 장소로 의미 변화를 할 수 있다. 유아들을 새로운 장소
로 안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길이었다. 방향성, 과정성, 공간성의 성격을 지닌 길에 유아들
의 의미 부여가 더해지면, 길은 또 하나의 장소가 되는 장소성을 지닌다(이정수․김우민,
1999).
길은 ‘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호기심이 왕성한
유아들은 길 저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다. 유아들은 길을 통해 스스로 경험의 기회
를 만들었다. 유아들이 처음에는 한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점차 유아들
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유아들에게 신기한 것이다. 자연의 길은 우리가 다니는 길과
달리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올라가는 유아들의 선택이고 주어진 기회인 것이다. 서로 다
른 길을 오르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들은 새로운 길에 대한
탐구욕이 생겨난다. 그리고 도전한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지 끝이 있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
는 상태에서 길을 발견한 유아들은 들어가기 시작한다. 길이 끝났다는 것은 도전의 끝을 보
여주기도 했으나, 유아들은 계속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갔다.
다음은 길을 만들어 가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신라의 토성이었던 두모포성에 올랐다.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유아들이 여기 저기에 갈
라진 길을 보며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하늘 : 이쪽을 빼고 이쪽으로 가는 길 있는데요.
인호 : 욜로도 갈 수 있어요. 여기 내가 길 만들어야지.
내가 여기 길 만들었어요.
어! 여기 또 길이 있네.
근수 : 요쪽에 또... 이쪽으로 가 볼래요.
(2001년 12월 9일, 두모포성 산책)
특별한 경계가 지어지지 않는 자연에서 대부분의 공간은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익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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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길이 될 수 있다. 두모포성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만들어져있는 길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했다. 길은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소성을 지닌 길을 통해 유아들
은 상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매개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고 있다.
3)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와의 조화로운 모습은 애착이 형성되었을 때 나타난다. 자연은 넓고 한계가 지어지지
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는 그 공간에 머무는 유의미한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은 바다에서 유아들이 편안함과 바다 속 생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월전바다에 도착하자 돌을 고르기 위해 자갈밭으로 들어갔다.
인호 : 왕 많다.
근수는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깔고 눕는다. 인호도 그 옆에 눕는다.
(2001년 10월 21일, 바다산책하기)
물수제비놀이를 하러 가면서 유아들이 바다에 멈췄다.
인호 : 다 와 간다.
근수 : 우리 바다엔 친구 많은데요.
하늘 : 작은 불가사리.
인호 : 찾았다.
근수 : 내가 또 찾았다. 저쪽에도...
지애 : 와! 진짜다.
(2001년 10월 25일, 물수제비뜨기)
자연은 유아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
며, 자연을 자주 방문할수록 유아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해갔다. 또한 장소에 대한 애
착과 그 구성원들은 정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유아들은 더 이상 장소를 방문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교
사가 제시한 장소에 대해 ‘어디로 가요?’의 질문을 하던 유아들은 ‘여기로 가죠’라며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장소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의 관계성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324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권 제3호)

2. 자연에 동참하는 유아
유아들은 타고난 호기심에 의해 자연을 민감하게 탐색하며 능동적으로 자연을 발견해간
다. 이것은 자연에 동참하는 탐구자로서의 유아의 모습이다.
1) 오감각을 통해 자연에 민감해지는 유아
우연한 상황에서 자연 세계에 동참하면서 유아들은 민감하게 탐색하기 시작한다. 자연은
교실환경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발적으로 전개됨으로 유아들은 점점 자연에 민감해진다.
Vygotsky는 흙, 모래, 물, 나뭇잎 등 자연물이라는 사물은 유아에게 동기화하는 힘을 내포
하고 있다고 했다(Bodrova․Leong, 1996). 자연에서 유아들은 오감각을 통해 민감해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색과 모양, 움직임을 지각하는 시각이다. 동적인 움직임
은 대체로 소리를 동반한다.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유아를 자연으로 동참하게 했다. ‘무슨
소리가 났어요’, ‘뭔가 뛰었어요.’라는 말이 시작되면 유아들의 관심은 소리의 근원지에 쏠리
게 했다.
자연의 소리는 유아들의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고, 자연의 움직임은 유아들을 민감
하게 만든다. 이처럼 색, 소리, 움직임 등의 매개체를 통해 유아들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경
이감(the sense of wonder)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작은 변화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다음은 황학대를 산책하다가 소나무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 민감해지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황학대에 산책을 하면서 유아들이 소나무에 뚫린 구멍을 발견하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한다.
지애 : 선생님. 나무 구멍 뚫렸어요
교사 : 나무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수 : 딱따구리가 한 거 아니에요?
지애 : 딱따구리가 했어요.
인호 : 두 개 뚫렸어요. 아니면 독수리가요. 쿡쿡쿡...
하늘 : 안그러면 왕 크게 뚫리잖아.
근수 : 요쪽에도 있어요.
지애 : 딱따구리가 입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인호 : 다섯개.
근수 : 그러면 갈매기가 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도 있어요.
인호 :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두 개 또 있다. 해요.
근수 : 까치가 했는 거 아니에요.
(2001년 11월 20일, 비 온 뒤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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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도구를 통해서 자연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다. 돋보기는 넓은 자연세계에서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국수당 소나무 앞에 있는 벤치에서 쉬려던 유아들이 들고 있던
돋보기로 작은 애벌레를 발견했다. 이 애벌레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을만큼 작은 털들이
나 있었는데,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털 있는 애벌레도 찾았는데... 내가”라며
자신이 찾은 것에 대해 자랑하며 즐거워했다.
민감한 탐색에서 세밀한 관찰로 이어지는 과정은 유아에게 자연 세계가 갖고 있는 아름답
고 흥미로운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관찰할 것이 너무 많아 간과되기 쉬운 자연의
작은 부분에 유아들은 오감각을 활용하고 있었다.
2) 정보로 자연에 동참하는 유아
너무 방대한 정보가 담긴 자연 속에서 교사와 유아들은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한
계를 도와줄 하나의 방편은 바로 책이었다. 동화나 도감 속에 그들이 궁금해하는 자연의 답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열쇠를 찾아갔다.
다음은 메뚜기를 찾기 위해 국수당으로 간 유아들의 모습이다.
국수당에서 메뚜기를 찾던 유아들이 하나의 곤충을 발견한다. 곤충을 손에 잡고는 가져
갔던 책을 펼쳐 직접 비교해본다. 책에서 비슷한 사진을 찾은 유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교사를 찾는다.
은희 : 똑같아요. 선생님 봐 보세요.
근수 : 선생님 찾았어요. 초록색깔요..
은희 : 똑같아요.
근수 : 내가 잡았다 아이가.
은희 : 놔둬라.
근수 : 내가 잡았는데 안줘요. 진짜 맞네.. 인제 인호다..
은희 : 와서 보세요. 똑같아요.
하늘 : (책을 보면서) 이쪽에 있다.
근수 : 방아깨비 요쪽에 있다.
인호 : 방아깨비...
근수 : 요거 아니에요?
교사 : 이거는 딱따기고...
인호 : 와! 우리 이거 봤잖아. 딱따기4).
(2001년 9월 13일, 메뚜기찾기1)
4) 이전 활동에서 딱따기를 만났으나, 유아들은 이를 ‘메뚜기와 며치’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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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기존의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어진 존재들에게 제 이름을 찾아주었고, 그 모습을 보
다 자세히 그려낼 수 있게 해주었다. 유아들은 책을 통해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구
성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자연에 대한 지식은 유아들에게 생각을 보다 넓게 확장하는 중
요한 모티브가 된다. 대상을 잘 알게 되면서 유아들은 구체적 언어로 자연에 접근한다.
3) 사유(思惟)의 장
자연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은 자연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
문이 반복되면서 이전에 스쳐지나간 영상들이 기억 속에 남아 지금 경험하게 되는 영상들과
연결이 되어간다. 각 장소마다 있는 나무에서 ‘소나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었고, ‘고
구마꽃’과 ‘나팔꽃’처럼 비슷한 자연물을 접함에 있어 서로 다른 존재임을 구분할 수도 있었
다.
흙 속을 직접 파보는 경험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생물들과 만나는 활동은 흙 속 세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보다 민감한 관찰을 하며, 대상 하나에
해당된 정보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자연적 사실에 더욱더 근접해 나간다.
직접적 경험을 통해 탐색하고 관찰하고 스스로 알아가면서 터득한 지식은 전달받은 지식
보다 상세해지고 의미화가 용이하다. 이러한 지식은 다시 환원되어 탐색을 민감하게 하고
더 자세하게 관찰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4)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
자유로운 상상은 자연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자연활동을 통해 유아
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소유자로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상상은 순수함으로 시작되며, 생각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특히 유아들끼리 상상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상상이 만들어져간다. 또한 유아들은 유아기 상상력의 특징인
상상적 이름 붙이기(naming)를 자주 사용한다. 유아들은 자연물을 대하면서 그 시각적 특징
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만들어냈다.
다음은 바람개비를 들고 바람을 찾으러 간 유아들이 바람개비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
는 모습이다.
황학대에서 두호바다로 유아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바람이 부는 곳을 찾고 있다.
인호 : 요거요. 마녀가 탄 바람개비예요.
근수 : 내 피리도 할게요, 뚜두뚜두뚜두---. 꽃이에요. 꽃.꽃.꽃.
교사 : 바람개비 꽃이 피었네
인호 : 난 바람개비 꽃이다. 바람개비 꽃이 움직인다.
난 해바라기 꽃이다. 해바라기 꽃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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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머리에 바람개비를 올리면서)선생님 머리에도 있다.
교사 : 선생님 머리에도 꽂힌 거야.
근수 : 선생님. 내 도깨비예요.
인호, 근수 : 금나와라와라. 뚝딱!
(2001년 10월 7일, 바람개비 돌리기)

3. 자연의 친구인 유아
1) 감정이입적 이해
자연에서 유아들은 순응적이고 감정이입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Wilson. 1996). 유아들의 자
연에 대한 감정이입적 사고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 말 못하는 거미를 대신해
대리적 역할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다양한 자연물에도 유아들은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물
활론적 사고로 인한 의인화된 표현은 유아들을 더욱 감성적으로 만든다.
다음은 유아들이 황학대에서 소재를 찾아 지은 ‘황학대 바위’ 동시이다.
제목 : 황학대 바위
바위가 땅에 붙었어요.
바위 앞에는 트럭.
바위 옆에는 집.
트럭 옆에는 죽성바다가 있어요.
바다 속 바위 위엔 갈매기. ..
바위 옆엔 흰색 파도.
바위 밑엔 물고기, 미역, 상어가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황학대 바위야!
어서어서 찾아라.
검은 밤에 쿨쿨 자거라.
풀들아!
비가 와서 많이 자라라.
(2001년 9월 9일, 동시짓기1)
유아들의 감정이입적 이해와 장소에 대한 의미가 연결되면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근해진다. 자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들은 자연에서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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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다양한 자연물과의 관계를 만들어간다.
자연의 대상에 대해 감정이입은 보다 긍정적이 된다. 이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에서 ‘보
호의 대상’으로, 보다 나아가서 ‘대화의 상대’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생태학적 관점을 잘 반
영한다.
다음은 우연히 만난 청설모의 행동에 유아들이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성으로 산책을 가다가 청설모를 발견했다. 유아들의 등장에 노란 청설모는 서둘러 나
무를 타고 올라갔다. 나무 위의 청설모가 움직이면서 나무에서 솔방울 조각들이 떨어진다.
근수 : 저쪽에 뭘 떨어뜨렸어요.
인호 : 어.
근수 : 요거요. 더 많이 떨어뜨린다. 장난친다. 자꾸 장난치네.
하늘 : 없어졌네.
근수 : 우리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 선생님. 아까 저쪽에 뭔가 떨어졌어요.
인호 : 우리 먹으라고 주는 거 아이가.
지애 : 선생님. 먹다가 이렇게 손으로..
하늘 : 먹다가 던지는 것 아니에요.
(2001년 10월 21일, 바다 산책하기)
2) 자연 속 관계짓기
자연 속에는 조화의 감각, 모든 것을 서로 연관짓는 감각들이 통일성(Unity)을 가지고 있
다. 유아들은 자연 속에서 사물들의 사이에 줄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물들 사이의 연
속성은 유아들에게 자연의 세계를 가족 관계로 바라보게도 하고, 자연의 변화나 법칙을 마
법에 의한 신비함으로 인식하게도 한다.
다음은 흙놁이를 하면서 발견한 쥐며느리(콩벌레)들에 대해 유아들이 관계를 짓는 모습이다.
흙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 찾기를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늘 : 한명 더 있어요. 아까 그거요.
지애 : 콩벌레 같다.. 나.. 아! 나 못찾겠다..
하늘 : 아까 전에 근수가 찾은 거요. 조그만 거요.
이 애가 아빠고요.. 걔가 동생 아니에요?
(2001년 9월 25일, 흙놀이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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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생활은 가족과 친구들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자연의 세계로 그와 같다고 느낀다.
그것은 자기의 삶 속에 자연의 세계를 연결시켜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유아기 사고
의 특징인 생동론적 사고가 보여지는데, 자기 중심적 표현을 사용해 가족 관계적으로 관련
을 짓는다. 크기가 다른 비슷한 곤충들을 보며, 유아들은 ‘아빠와 아기(혹은 나)’라고 자주
명명했다. 큰 것이 아빠라는 점에서 유아들은 아빠라는 존재를 ‘크다’와 ‘든든하다’라고 의미
짓고 있었다. 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크고 힘센 독수리는 아빠이고, 작은 새들은 독수
리의 아기가 된다.
유아들은 또한 자연의 관계를 마법으로도 이해한다. 자연물의 변화는 그 법칙을 알면 이
해하기가 쉽지만, 대부분의 법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아들은 그 변화를 아주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렁이의 연동운동으로 인한 크기의 변화나 쥐며느리의 방어자세에 따
른 형태의 변화를 유아들은 마술의 원리로 설명했다.
3) 자연과의 우정
보는 방식의 변화는 사고의 행위이다. 시각적으로 똑같이 보이지만, 보여지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유아들은 자연을 방문하면서 자주 만난 장소나 자연물에 대해 친구가 되어
갔다. 이것은 처음의 ‘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어진 관계를 보여준다. 초기의 유아들은
단지 익숙함만 소유했을 뿐, 자연과의 관계형성에는 무관심했다. 자연물과의 의미 있는 관계
를 가지게 되면서 그 자연물들은 유아에게 우정이란 의미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나무를 찾아라’ 활동을 통해 만난 가시나무 소나무는 유아들이 직접 찾고 이름을 붙이고
안부를 묻는 친구이다. 활동 전 그 소나무는 왜성의 많은 소나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왜성
을 방문할 때마다 유아들은 가시나무 소나무에게 다가가 대화를 한다. 소나무란 생각을 넘
어 친구이기에 껴안고 느낌을 전한다. 이러한 행동은 활동 중 만났던 그 어떤 나무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것이었다. 가시나무 소나무를 배려하는 유아들의 마음은 자발적이
고 순수하다.
다음은 겨울에 왜성을 산책하고 내려오면서 가시나무 소나무를 만난 유아들의 모습이다.
왜성을 내려오면서 가시나무 소나무를 보고 유아들은 인사를 하며 껴안는다.
근수 : 안녕.. 불쌍한 거 같애요.
하늘 : 옮기지요.
근수 : 다시 더운 날이 되면 좋겠는데..
하늘 : 햇님 있는 날..
근수 : 햇님.
인호 : 햇님.. 우리 가시나무 안 춥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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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 햇님 그런데요. 우리 가시나무 소나무 안 춥게 해주세요.
저쪽에 있어요. 햇님.
(2001년 11월 18일, 쌍망원경으로 보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우정의 가장 흥미있는 특징 중 하나가 평등성(equality)의 관계이
다(오채선, 2000). 우정은 위계와 권위의 문제를 가지지 않는 관계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
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상호의존성이라는 연결망 속
에 한데 어우러져 있는 생태학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이다(임
재택, 2000).
4) 환경에 대한 사랑
자연은 ‘생명존중(reverence for life)’이라는 원칙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와 영감
을 제공한다. 자연과 친구가 된 유아들은 자발적인 환경 보존 활동을 한다. Hungerford &
Volk(1990)는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환경에 대한 감정이입적 조망’이라고 정의하고, 환경에
책임을 지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유아들이 오랫동안 비형식적 실외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
하다고 했다(Hug, 1998, 재인용).
유아들은 자연보호를 해야할 이유를 자기가 아닌 자연에 두고 있는 대화이다. 환경을 더
럽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왜성에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다. 유아들은 친구가 된 가시나무 소나무 주변을 깨끗이 하
기로 했다.
인호, 근수 : 가시나무 소나무～ ♩♪
지애 : 쓰레기 개미들이...
근수 : 소나무를 위해서 ～♩♪
인호 : 위해서.. 소나무를 위해서～♩♪
지애 : 쓰레기를 줍다.
(2001년 10월 14일, 마이크로 하이킹2)
위의 예는 친구가 된 가시나무 소나무를 위해 유아들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
는 모습이다.

노래를 부르고 가시나무 소나무를 위해서라며 즐거워하면서 청소를 한다. 가

시나무 소나무와의 관계를 통해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
아들은 자연에 친숙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의무감에 의한 환경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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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이타심에 의한 환경활동이 이루어진다.
Berry(1992)는 Buber의 말을 인용해, 인간이 자연과 가졌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새로운 관계로 한 차원 높여 자연과의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늘날 우
리가 직면한 자연 파괴의 위기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어 ‘생태시대(ecozoic era)’를 개척
할 수 있다고 했다.

유아들은 자연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연대감을 가짐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성숙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

Ⅳ. 결 론
유아들이 자연에서 보낸 동안 나눈 의미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자연이란 교실의 가치이다. 사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나 활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교실에서의 활동 못지 않게 자연 속에서의 활동도 충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Wardle (1995)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계절의 심미감, 암석, 바위,
야생화, 자연, 눈, 젖은 땅, 새, 태양, 연못)을 통해 예측, 탐색하며, 신기해하는 보다 인상적
인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며, Fenton (1996)도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학습 경험으로 ‘직접 경
험’을 중요시하여 자연에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Knauerhase (1996)는 매일의 자연 경험(구름,
새, 곤충,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통해 유아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들이 무
한정으로 확장되므로, 유아기의 자연 생태에 관한 활동을 권장하였다.
유아기에 자연과의 풍부한 접촉은 유아 한 개인에게 자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
게 한다. 또한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감각적인 자극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자연은 생물들과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 전하는 다감각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Tuan은 공간이 지속적이고 친숙해지면 장소가 된다고 했다. 유아에게 자연이란 공간들을
장소로 전이시켜주기 위해서는 유치원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자주 방문하는 경험이 필요하
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자연적 요소가 풍부하지 못한 도심의 유치원에서 다수의 유아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 주변의 실외
환경을 유아들이 자연에 친숙할 수 있도록 조성해준다면, 아주 작은 산책길이나 나무들, 자
연물들 속에서 유아는 점진적으로 장소감을 형성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과 마음을
형성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아와 함께 자연에 나갈 때는 교사가 바라
보는 자연이 아닌 유아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가야 한다. 성장배경이 다른 교사와
유아일 경우, 이러한 점을 숙지해야 한다. 성인이 된 교사의 시각은 이미 유아의 시각을 잃
어버렸다. Sansot (1998)는 만약 유아들이 모든 것을 어른들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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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세대간의 격차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연구
과정에서의 유아들은 자연에 친숙함이 배어있는 거주자인 반면, 교사는 도시에서 자라 자연
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유숙자였다. 이것은 문화차이(cultural difference)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유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자연에서의 활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 내에서의 개별적 이해도 필요하다. 유아들마다 자연에 대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
다. 어떤 유아는 교실에서의 씩씩한 행동과는 달리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다
른 유아는 교실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있는 생물에 집중했었
다. 이 두 유아에게 같은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유아들 개개인이 그들의 역량을 자연에서 충
분히 발산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유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연에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 교사의 민감성이다. 정은경(1999)은 실외공간이 교사
의 민감성을 더욱 요구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넓은 공간 속에서 유아들의 관심사는 산만하
게 된다. 다양하게 발생되는 유아들의 관심과 경험은 유아 각자에게 모두 유의미한 것이다.
교사는 유아들이 그 유의미한 경험들을 만끽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한편 자연에 나간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우선시 해야할 안전이란 요소를 위협하기도
한다. 안전하게 유아와 함께 자연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이해와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유아를 통제하기는 쉬운 것이 아
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도 안전에 무감하다면 그는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사는 자연이란 공간에
서 자유와 통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된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상호
작용 후 교사는 결국 유아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적
극적으로 자유로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를 활용한 자연활동의 필요성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연 활동은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는 산맥이나 바다와 같이 자연․지리
적인 요인, 인위적인 행정구역, 또한 인종이나 종교, 언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으로
경계가 표시되기도 한다. 유아들은 체험했던 국수당, 황학대, 왜성, 두모포성 같은 문화․지
역적 상징들도 지역사회를 경계화한다. 유아가 자연의 공간에서 형성한 장소감은 후에 유아
에게 고향이란 장소감을 제공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유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장소감은 거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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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e’ as a Classroom, and Young children

Seo, hyunah
Shin, ky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what young children feel nature as a place
for their daily activities and how young children perceive nature. To understand what nature
means to young children and how young children perceive nature as a kindergarten setting
for their daily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ur young children were selected in a public elementary school annexed kindergarten
classroom with multi-aged children in Pusan. Data collection was started in September 2001
and ended in December 2001. The data collected with the method of participant observation
included field notes, photographs, videotapes, audiotapes, personal documents, memos,
portfolio, and other official records. To analyze collected qualitative data, open coding was
conducted for categorizatio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Finding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 considered nature as an activity place rather than an empty space.
As they compiled memories about nature, young children developed a sense of place. Roads
were the main factor for young children to lead into a new place.
Second, nature itself was a classroom. Young children explored the meanings of nature
with a sense of place as they have had experiences with nature. They explored nature as
companions using their all five senses. While they were exploring nature, young children
developed some questions and sought answers from books by themselves. In addition, young
children developed a sense of imagination as they interacted with nature.
Third, young children perceived nature as their own friend. They interacted with nature
actively and freely. Young children developed the feeling of friendship with nature and
attached to nature in an ecological perspective. As a consequence, they were aware of
environment in terms of both protection and 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