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김 혜 순 ＊＊
◁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현실

▷

Ⅲ.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발전방향
Ⅳ. 끝내며

Ⅰ. 시작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는 생사를 초월한 절대 진리와 그 이상향을 제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진리적 당위성과 삶의 가치를 확증할 신앙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원리를 통하여
각자 다양한 현실 속에서 지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상으로 일상 속에서 각종 종교 행위
와 논리를 구체화 시키고 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에게 널리 파급하기 위한 활동을 합당하게
여겨왔다. 따라서 여러 종교는 그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을 통해 나름의 종교교육의 역
사를 갖고 있고, 이는 점차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불교계 또한 근래 대중포교의 기회가
급증함에 각기 성격이 다른 집단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현실적 실천 강령과 전체 교육의 실효성
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교계 교육기관 설립 운영의
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포교원력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설립목적 때문에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의 의미가 강조되
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립된 이들 불교 계 유아교육기관들을 위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소수의 관련단체나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현재의 국가수준 유아교
육과정에 입각한 종교교육의 방향성 정립이나 개별 교육기관만을 위한 특색교육에 대한 심도
* 위 원고는 2013년도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제 7차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숍’ 주제 발표
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및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장
Tel: 010-4819-5587 / E-mail: kna71@hanmail.net
- 1 -

높은 탐색과 연구는 관련학문적 영역에서도 미흡한 편이었다. 더욱이 교육대상인 유아들의 종
교성 발달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일차적 양육환경으로서의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
성에 관한 보고는 매우 희소하다.
이외에도 우리 시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현 유아교육의 방향을 안
내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교육기관의 특색교육을 융합
시킨 종교교육의 효율성이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틀에서 강구하고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종교교육계 안에서조차 종교교육이 주로 일부 종교와 종파를 배경으로 운영되
어 왔다는 점 때문에 종교적 편향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1)는 비판, 그리고 종교교육이 보통
교리 주입교육으로 흘러가고 이는 비종교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자성의 비판2)과 지역사회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다 효율적으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유아들의 종교성 함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
성발달을 이끌어주고 부처님이 밝히신 진리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실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종교의 제도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불교계 유아교육기
관 운영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 지양하고, 현재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화 시도 중의 하
나인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탐색과 부모-자녀 간의 종교성을 포함
한 제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유아들을 위한 종교교육과 특색교육을 탐색하여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성 정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Ⅱ.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현실
1. 일반적인 문제점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사회는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초하는 잡다하고 복합적인 지식
기반사회이고, 기술과 효율중심의 경쟁사회이며 동시에 인종간․국가간 교류가 활발한 국제화
시대이다. 이는 어느 사이 우리시대의 보편타당한 가치로 인식되어져 온 자본주의와 경제 우선
주의라는 이시대의 지배사상이 가져온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
결혼이민자 증가에 주로 기인한 다문화 사회, 여성 취업의 지속적 증가와 기혼여성의 직장 내
위치 상승, 소득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가족형태의 변질 및 구조의 다양화 등이 더해지고 있어
매우 다양한 가족적․사회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2006. pp.17-30.
2) 김용표,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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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기관 운영자들이 받아들이는 위기감은 더욱 그러
하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에 절대 다수의 가정에서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이라는 세태는 점점 더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기현상과 맞닿아 있다.
또한 이러한 자녀 교육 열풍은 특히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사 표현과 요구도가 커지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정규 유아
교육기관 내에서의 특기 적성교육의 상대적인 강화, 영어교육 확산 등은 부모들의 교육기대가
조급하게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두뇌와 인력배출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은 국가․사
회적으로 주요한 국정과제이다. 현재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이
후에도 유치원교사와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면적인 통합, 교사배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대학
학제 개편, 교육기관의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 유아학교로의 전환 논의, 영유아기 아동
전 연령대에 대한 완전한 공교육화 실시 등의 정책적 이슈들은 모두 유아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밖에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보육시설을 포함한 일선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 대한
낮은 급여체제와 표준 노동시간을 훨씬 넘어가는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여전히 유아교육 발전
을 저해하는 구조적 어려움이다. 유아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적 문제들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함은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주요과제이다.

2. ‘만 3-5세 누리과정’ 의 전면시행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과정’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정이란 특
정한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외에도 교육기관의 목적, 유아가 학
습할 내용, 교육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교수와 학습
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직화한 것으로, 실천적․응용적 특성을 지니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제 1차부터 제 7차 유아교육과정까지 개정되어 왔
는데, 2013년도부터 만 3, 4, 5세아들을 위해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누리과정’
의 실행이 공표되었다. 이에 현장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유아교육과정의 전면적 시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최근 ‘누리과정’의 전면적인 실행에는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함께 유아교육에 관한 국제
사회의 인식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이 1.22명(2010년, 통계
청)으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고착화되는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로 유아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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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주요 연구결과(Heckman, 2006; Perry Preschool project, 2003; EPPE Project, 2007) 발표와
유아기 아동들에 대한 국가투자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나의 예로
영국의 EPPE 프로젝트 결과를 소개하면,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
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7, 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되었
고, 연이어 2013년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만 3～5세아에게 모두 ‘누리과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총론에는 교육과정 구성방향을 명시하고, 교육목적, 영역별 총
괄 목표 외에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수준 공통과정의 형
식을 따르고 있는 등, 유아기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의 전면적 시행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
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
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제작 배포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구
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구성방향>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라.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해설서에 나타나 있는 ‘누리과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은 만 3-5
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에 따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누리과정 목표>
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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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렇듯 소개되고 있는 새로운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교육 방향과 교육목표 등이 불교
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념이나 교육목적과 서로 잘 융합될 수 없다면 이는 기존의 불교계
유아교유기관 운영에 어려움으로 존재했던 일반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불교계 유아교육기관 발전방향
1.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라는 실체적 개념은 근대의 성립과 함께 고착화된 것3)이지만 종교가 인간 마음의 표현
형식이라고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인 것 중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원초적이고 선천적인 종교적 태도 혹은 종교적 성향이 있다. 그 예로 상당수
의 어린 아동들이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과 선(善)을 경험한다.4) 이러한 입
장을 정조로서의 종교적 심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종교적 정조는 점차 일정한 심리적 성숙과
정을 거쳐 내적 종교 심리로 발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 종교심의 발달이 궁극
적인 유아기 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리학적인 의미로 종교는 개인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적 심리의 발달이
란 한 개인의 종교행동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를 지녔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종교 심리는 한 개인의 종교적 행동에 기초한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흔히 과학
적 연구 조사를 필요로 한다.5) 종교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프로이드와 융, 프롬이 있다.
이들 중 프로이드는 인간의 종교심의 발달에서 유아기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유아의 종교심이 부모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서 종교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숙되지 않은 종교적 행동의 부적당성
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의 심리이론은 오늘날 아동기의 심리 발달 과정을
3) 박범석,「종교성함양의 교육학적 의미」,『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2002. pp. 75-92.
4) P. Bovet, Il sentimento religioso e la psichologia del fanciullo (Firenze; Nuova Italia, 1956). 26.윤주
병, 1986. 58.재인용
5) 윤주병,『종교심리학』, 서광사, 1986.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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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적 측면에서도 관련양육자들과의 관
계에서 유아가 친숙함과 모방을 통한 종교성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강조되고 있다.6)
융은 인간의 종교적 심리 발달에는 종(species)의 집단적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7)고 밝히면
서 그 중 종교적 원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종교적 원형은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으로 발달
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소개된다. 특히 종교적 원형과 관계를 갖고 있는 상징 중에 모성
적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8) 그러므로 융에 의하면, 아동기의 자녀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관
계는 종교적 행동발달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다. 한편 프롬은 프로이드와 융의 종교
적 심리론에 대한 비평으로서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갈파한다. 그
러나 종교를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사고와 행위의 모든 체계로서, 개인에게 정향의 틀과 헌신의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다9)로 규정지으며, 동시에 종교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적 종교와
자기의 헌신이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통제된다는 전제적 종교로 구분한다. 이러한 프롬의 관점
은 그가 한 개인의 종교 행동에서 보다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실현의 가치를 갈망했음을 나타
낸다. 이는 또한 불교가 무엇보다 자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구도적 노력
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자의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프롬이 표방한 종교
적 관점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 내부에는 누구나 종교를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종교성10)이 있고 이러
한 종교성 함양이 개인의 삶에 궁극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유아의 양육
환경을 대표하는 어머니와 교육환경으로 대표되는 교사 등 주변인물들이 갖는 종교적 심리상
태는 유아의 종교행동 발달에 구체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11). 그 중 유아의 종교성 발달은 어
머니로 대표되는 가정적 환경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유아와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는 유
아기부터 자녀들이 종교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자세나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형성하는 모델이 된다.12) 이 때 종교성은 특정 종교에 관한 교리체계와 태도라기보다는 본질
체험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로운 종교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에 흔히 성숙한 인격 또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종교성이 보다 더 발달되어 있으며13) 이는 개인 간 종교성 발달에서 여
러 차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종교적 심리 및 종교성 개념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교육
6) 황옥자,「불교와 아동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p. 28.
7) 앞의 책 p. 26
8) G, Milanesi and M, Aletti, Psicologia della religione (Torino-Leuman, L.D.C, 1973), 58.
9) 윤주병, 앞의 책, 50.
10) Allport G.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7. 1967. 이들 연구자들은 도구적이며 실리적인 가치로서 종교
를 파악하고자 하는 성향을 외향적 종교성향으로, 종교 신조를 따라 그것을 내면화하고 온전히 따르기 위
해 노력하는 성향을 내면적 종교성향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관련지음.
11) 김혜순.「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종립대학교의 유아교육학 전공생들을 중심으로-」,『한국
종교교육학회』, 제23권, 2006. pp.138-141.
12) 황옥자,「불교와 아동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p. 28.
13) Allport G.W. & Ross, J. M., 1967. 앞의 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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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여러 관점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유아기로부터의 종교적 심리 발달이
부모 및 교육환경으로부터의 영향으로 개발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불교 포교의 궁극적 목적이 대중들의 신행을 증진시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효
과적인 종교교육의 방향 탐색과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학부모
및 유아들의 종교성 및 일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다각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불교계교육기관에 유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의 종교적 심리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아기 불교교육이 체
계화되거나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근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 불교계 유아
교육기관 운영이 불교 포교에 강한 의지를 가진 승단이나 신도들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주
로 유아들에 대한 종파 교육적 교화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더욱이
유아기 아동을 포함한 그 주변인물에 대한 종교교육의 영향력이나 교육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문영역이 애매한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 방향 탐색은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
부모를 포함시킨 교육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불교유아교육과 ‘누리과정’의 연계성
2013년도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기관들이 실행하도록 요구받
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불교계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유아교
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허락하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누리과정은 학령기 이후아동들의 교과서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교육․보육의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며 틀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라는 것은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심성계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
성의 발현에서 찾는다. 본래불인 자기성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이 과
정에서 개인의 적극적 의지와 실참적인 수행이 강조된다14). 일찍이 불교유아교육의 목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의 실현을 통한 인지발달, 자비정신의 실현을 통한 정서발달, 화합과
봉사정신을 통한 사회성 발달,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신체발달, 부드러운 대화와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통한 언어발달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15).
이와 같이 불교유아교육이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고 본성 발현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서의 공동체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
14)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종교교육학연구』, 제29권, 2009. pp.83-107.
15) 권대원, 『불교 유아교육 현장 지도자를 위한 교재 ․교구 연구 및 지도』,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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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인교육에 바탕을 둔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이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육이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불교유아교육의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르침과 누리과정을 통합하는 융통성있고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리과정 구성방향을 다시 살펴보면, 누리과정은 질서, 배려, 협력 등
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녹색성장교육, 우리문화와 전통사상의
계승, 사람과 자연의 존중하면서 지, 덕, 체의 고른 전인발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목적 및 목표가 어떻게 유아들을 위한 불교적 가르
침과 연관되어 특색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다.
불교유아교육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불교의 교육적 이념을 통합하는 교
육적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교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방법이며 진리
의 방편인 팔정도, 육바라밀 사상, 사섭법 등의 실천적 덕목을 유아교육과정과 효율적으로 통합
시킨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사섭법이란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해주고 이웃끼리 서로 화합하게 하는 이상적인 생활방법으로서 유아의 바람직한 인성발달
에 도움이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이에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구성되어있는 사섭법은 물론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덕목으로 구성된 ‘육바라밀’도 유아들의 사회성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유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들은 유아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활동주제로 선정될 수 있
고, ‘누리과정’의 제반 생활영역 주제로 통합되거나 일반 교육활동에서 불교적 교수학습 방법이
접목되어 시행될 수도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 계획안
등을 구성하는데 불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대한 목표나 방법 등 관련요소들은 ‘누리
과정’ 관련요소와는 별도로 명시하거나 또는 누리과정 안의 관련요소로 통합시켜 제시할 수 있
다. 이는 모든 불교적 교육활동이 5개 생활영역과 통합되고 총론에서 강조되는 구성방향과 같
은 맥락에 있다면 융통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대상의 연령
이 높아질수록 강제성이 강한 종교교육은 포교적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성과가 의심되는 미숙한
방법16)이므로, 유아기 아동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주입식의 교수학습방법보다는
유아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한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놀이의 즐거움이 보장되면서
불교정신이 내재화되도록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 불교 특색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은 기본적으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과 특색교육 프로그램
16) 김용표 2006. 앞의 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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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유아교육이라 함은 국가수준의 기본적 유아교육과정과
불교적 개념이 통합된 정의이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방법이며 진리의 방
편인 팔정도, 육바라밀 사상의 관점 등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전인(whole man)적 성장과 발달
을 도우며, 나아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인간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계획적인 경험의 총
체이다17).
불교에서 보는 유아는 본질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이나 아직 업인에 의해 성숙되지
않은 존재이다. 따라서 성인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나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중이 중심이
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현재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불교교육은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인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생활영역의 교
육내용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에 ‘누리과정’과 통합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관련학문들 사이에
서의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유아들을 위한 불교의 문답법, 비유법, 인과론적 설법, 수기설
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18). 그리고 불교적 관점이 통합된 특색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불교사상이 세속의 법이나 윤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상위의 도덕 개념
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화활동에서 불전설화가 아니더라도 유
아교사들은 ‘누리과정’ 내 동화는 물론이고 일반적 동화로도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 매체
로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들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동화 활동에도 유
아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교사의 적합한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가하면 최근 유아교육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숲 활동도 불교계 교유기관의 특
색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숲 활동보다 좀 더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구조화된 수업방식인 숲 활동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활동은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관심
이 밑바탕이 되어 주제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활동들은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이나 5개
영역활동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되면서 불교의 생명사상이나 자비사상과 같은 핵심적 가르침과
육바라밀과 같은 실천적 가르침과도 잘 통합되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반적인 교육활동들로는 기관별 특색화가 어렵다고 보
일 수 있지만 이들 활동에 보다 창의적인 교육방법과 불교 사상을 접목시킨다면 보편성을 갖추
고도 개별 교육기관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불교계 교육기관의 특색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외
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별 ‘누리과정’의 전면적인 시행 원년이라는 시대적 의
의를 감안하여, 불교적 특성화를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특성화 방향이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잘 통합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개별 유아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
17) 권은주,「영역활동 중심 불교 유아교육과정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명상활동을 중심으로-종교교
육학연구」,『서울: 종교교육학회』, 제26권, pp.3-6.
18) 권은주,「어린이세계와 불교의 만남」,『제 5차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 교사 워크샾 자료집』,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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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다.
아울러 교육대상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제성이 강한 종교교육은 포교적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성과가 의심되는 미숙한 방법19)이라고 우려되고 있듯이,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교육의 활동에서도 각 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한 자연놀이와 극놀이, 명상놀이 등이 활용되어
야 할 것이며 보다 자발적인 참가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교육기관만의 특색교육으로 장려되고, 그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와 기대효과 등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 단체와 학회 등에
보다 널리 보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교성 함양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그 중 종교성이 종교사상이란 지적요소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종교현상의 한 형태이지만 본질적으로 극히 복잡한 구성을 가진 문화현상이
다20)라는 정의에 의하면, 불교문화․관습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성 함양 노력이 유용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불교를 접하는 경로는 가족․사회․관습적 요소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에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물론 부모들을 대상으
로 하는 종교교육은 교리주입식의 교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화현상으로서의 체험형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의 전통문화는 곧 불교문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 대상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한 요가, 참
선, 명상 등의 정통적인 불교 수행문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바탕을 둔 다도,
수묵화 활동, 걷기 명상, 숲 명상, 국악 활동, 불교미술 그리기 체험 등 전통적 불교문화와 동양
문화 프로그램이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찰과 연계하여 원아 가족의 주말 템
플 스테이 체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종교유아교육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관련구성원
교류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부모교육으로 가정통신문, 부모회, 소그룹 좌담회, 위크숍, 역할놀이, 초
청강연회 등에 불교 문화적 요소를 좀 더 포함시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 활동은 타종교인이거나 비종교적인 학부모들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
화시키면서 불교적 성향과 종교성을 함께 함양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종교현상은 파슨즈22)가 말하고 있듯이 전해지고, 배우고, 공유되는 문화현상
이기 때문이다.
19) 김용표 2006. 앞의 글. 20-21
20) 키시모토 히데오, 최각현 역, 『종교학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pp.27-38.
21) 김혜순,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 만족도간의 관계」,『한국불교학』, 제46집, 2006.
pp.412-412.
22) Talcott Parsons, 1952. The Social Syste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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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끝내며
본 연구에서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들을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처한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성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편협한 고집과 답습된 학습이 아니라 보다 유아들에게 열린 시각과 깨
우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하면서 나아가 사회변화와 국가의 변화하는 교육정책까지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현장 지도자의 불교정신이나 교육신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
에서 유아, 교사, 부모의 전인격적인 지혜의 소통의 의미를 크게 인식하고, 특히 유아들과 학부
모들의 종교성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종교적 체험 제공, 종교적 설화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부모교육을 포함한 종교교육과 특색교육의 모습을 갖추어나갈 필요
가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앞으로도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방향성 탐색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담론의 장이 종교교육계와 유아교육 관련학과, 그리고 현장교육기관 등과의 활발
한 소통을 통해 폭넓게 펼쳐질 필요성을 주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영역에서의
실증적 국내연구물들과 문헌연구를 분석하여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
행연구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다소 제한점이 있
겠다. 둘째, 본 연구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불교계 유아교육기
관들의 교육방향에 대한 자체적인 또는 외부의 평가 내용이 충분치 않아 연구자의 관점에서 서
술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장과 교사 그리고 학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및 개별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이나 특색교육 운영사
례에 관한 연구들이 좀 더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을
위한 논고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
나 개별교육기관의 교육성과는 상당부분 교사교육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을 위한 내용으로 교사의 역할과 교육내용이 종합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연구적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고는 아직까지는 공교육체제의 전
면적 시행에서 벗어나 있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불교계 유아교교육기관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불교계 유아교육의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 11 -

참고문헌
권은주, 「영역활동 중심 불교 유아교육과정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명상활동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2008.
권은주, 「어린이세계와 불교의 만남」,『제 5차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샾 자료
집』,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2009.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2006.
김용표,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 어머니들을 중
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제29권, 2009.
김혜순, 「어머니의 집착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미래유아교육학회
지』, 제16권 4호, 2009.
김혜순, 「신행의 이사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 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제25권, 2007.
김혜순,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 만족도간의 관계」,『한국불교학』, 제46집,
2006.
박범석, 「종교성 함양의 교육학적 의미」,『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2002.
백경임, 「불교가정 아동의 부처님 개념 사고발달과 인지발달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윤주병,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1986.
윤호균, 「공상과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접근의 한 모형」,『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제13권 3호, 2001.
조성자, 「몬테소리의 카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활동」,『한
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키시모토 히데오, 최각현 역. 1993. 『종교학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Allport G. W. & Ross, J. M., "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67.
Conant, M. M “Teachers and parents changing roles and goals. Childhood Education, 48(3),
1971.
Fowler, Stages of faith consciousnes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991.
Harms,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 1944.
P. Bovet. Il sentimento religioso e la psichologia del fanciullo , Firenze: Nuova Italia, 1956.
Salovey, P.,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
- 12 -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E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1952.

- 13 -

Abstract

An Overview of the Education for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Kim, Hye So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ducation for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ny difficult conditions obstructing religious education exist within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Second, Buddhist early childhood institutes should study more new early
childhood curriculum, 'Nuri curriculum.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evidences that parents'
religiosity effect their psychological status and their preschoolers' development. So the contents of
children and parents' religious education in Buddhist institutes should include programs based on
Buddhist culture.

Key words: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religious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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