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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에밀리아형 접근법이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
강 영 하*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레지오 접근법이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역사 및 철학적 배경, 프로젝트 학습의 전개 과정, 프로젝트 산출물의
기록과 관리, 프로젝트 수행에서의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의 역할과 환경 구성 등을 살펴보고 초등
교육에 주는 함의를 탐색하였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2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
밀리아 지역의 유치원에서 실천된 프로젝트 수업으로 경험적 실천과정에서 Dewey, Vygotsky,
Bruner, Bronfenbrener와 Gardner 등의 이론을 통합한 교수-학습방법이다. 이 접근에서 교육과정
은 발현적 교육과정의 아이디어에 근거하며 다상징적 접근을 통하여 프로젝트 학습이 전개된다.
실제 학습은 상징화 주기에 따라 주제 정하기로부터 시작되어 아동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심화하
는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명의 교사가 교육 조정자인 페다고지스타와 아틀
리에스타와 함께 아동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접근에서는 환경을 제 3의 교사라
할 정도로 강조하며, 아뜰리에, 피아자 그리고 교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적 환경을 구
성한다.
레지오 접근은 첫째, 초등교육도 지역의 문화의 역사적인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
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초등교육은 전인적 접근, 즉 아동이 총체적 존
재로 발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아동 중심의 프로젝트와 다상
징적 접근을 통하여 아동의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레지오 접근법은 초등교육에 많은 함의를 가진 것은 분명하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 실천 방안, 장․단기적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실제
와 효과, 다상징적 접근법과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문제, 교사
재 교육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의 지원이나 여건 마련 등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
어져 할 것이다.
주제어 :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 학습, 발현적 교육과정, 다 상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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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병설 유치원 교실을 자주 기웃거린다는 말을 들
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럴까?’라
는 의문이 들었다. 이어서 ‘혹시 초등학교 생활이 유치원 생활과는 확연히 달라서 학
생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모습을 떠 올리면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통합교과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유치원과는 달리 초
등학교에서는 교과를 중심으로 정해진 과업을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할 것이 요구된
다. 대부분의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나 필요 또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교
과에서 강조되는 지식이나 기능들이 교과의 논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
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자신과는 무관하게 느끼는 것이 경우가 많다. 또
학생들은 더 하고 싶은 과제나 활동이 있어도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더 하지 못하고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것은 물론 흥미를 상실하여 수동적인 학습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런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는 물론 수업방법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역량기반과 창의․융합으로 요약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되면서 교육과
정 재구성 또는 교과서 없는 수업 등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는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교과통합이나
STEAM과 같은 융합 수업, 학생의 흥미나 요구나 실생활 문제 등을 강조하는 문제 중
심학습, 주제중심학습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이 널리 권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접근들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의 함양은 물론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교육,
더 나아가 협동학습을 촉진하는 처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한편으로는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연계성 확보에 공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접근들이 실제 수업에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이주호 외,
2016), 일부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교과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최석민,
2016). 교과의 벽을 허물어 주제나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왜곡되거나 일반화되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권장되는 접근들이 이론 중심으로 소개되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에만 치중하여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론을 반영하면서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
육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초등 수업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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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Reggio Emilia형 프로
젝트 학습1)을 들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이탈리아의 Reggio
Emilia 지역에서 Malaguzzi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출발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기 보다는 혁신적인 철학, 독특한 교육과
정과 교육방법, 행정조직, 환경 구성 등을 발전시켜 온 통합적 체제로 유아교육 기관을
통해 예술과 과학, 개인과 지역사회, 유아와 성인, 즐거움과 학습, 핵가족과 대가족 간
의 조화를 이루는 철학적 이상을 구현하려(Malaguzzi, 1993) 노력하는 과정에서 Dewey,
Piaget, Vygotsky나 Brefenbrenner와 같은 연구자들의 이론을 통합하면서 독특한 프로
젝트 학습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이 접근법은 1979년 이후 유럽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 소개되었고, 1991년에는 Newsweek지에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 체제로
선정될 정도로 전 세계 유아교육자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Edwareds, Gandini,
& Forman, 1993; Hewett, 2001; Inan, 2009; Stegelin, 2003; Hong & Trepanier-Street,
2004, Whetstone, 2013; Wood, Thall, & Parnell, 2015).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아교육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김희진. 오문자, 1996; 이연섭, 1997; 박미정, 홍순옥, 2009; 조현
실, 황윤정, 2007; 김창숙, 2009; 오문자, 1997; 오종숙; 2003; 임상도, 김은미, 2011; 조
현길, 2011; 민행난, 손희령; 2011; 조길자, 2004; 전경희, 2002; 서영숙, 1998; 김판희,
2000; 박선희, 2008)를 통하여 이 접근법을 소개하거나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초등교육 분야에서도 Reggio 접근법에 많은 관심(박동채, 2011; 방경숙, 2002; 김두련,
2002; 모기수, 2000; 임현혜, 2003; 박상현, 2002; 성용구, 2000; 2015; 허태영, 2016; 김
영아, 2002; 정귀임, 2002; 하동경, 2011; 김혜영, 2008)을 가져 왔으나 이 접근을 전체
적으로 조망하고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는 Reggio 접근법의 사상적 또는 이론적 근거, 교육과정과 수업의 모습 그리고 이를
위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레지오 접근법
1. 레지오 접근법의 배경과 특징
레지오 접근법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
시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접근
법은 특정 철학이나 이론에 근거하였기보다 실천하면서 이들을 실천과정에 통합하였다
1) 이 접근법은 Reggio Emilia접근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레지오 접근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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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한 사람이 Malaguzzi이다. 그는 이 접근법
의 창시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철학이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Malaguzzi와 동료들은 이상적인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섭렵
하였으나 특정 이론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제에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레지오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보다는 이론과의 유사점을 찾은 것(Firlik, 1994;
1996)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레지오 접근법에는 Dewey,
Piaget, Vygotsky, Bronfenbrenner 및 Gardner의 이론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김은
희, 1996; 오종숙, 2005; Barden, 1993; Malaguzzi, 1994). 즉, 이들은 학습의 중심인 유아
를 지식 구성의 주체로 인정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구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룩된 레지오 접근법은 독특한 실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
저, 레지오 접근법은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 즉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으로 운영한다(김은희, 1998; 조길자, 2004; Edwand, Gandini, & Forman,
1993; New, 1990).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프로젝트의 주제가
형성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아동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질문, 탐색, 가정하기, 조
사, 탐사, 다양한 표상활동(레지오에서는 아이들의 수많은 언어라고 말함), 전시 등의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과 활동은 모두 기록(documentation)된
다. 기록은 학습 과정과 결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의 교수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
며 교사의 간단한 메모, 일일 저널, 주간 저널, 사진, 동영상, 패널, 팜프렛, 카드, 책,
전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레지오 접근법은 효율적인 학습과 개개 유아에 대한 심층적 이해, 그리고 교사와 아동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2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며 3년 동안 같은 유아를 담당하
고 아뜰리에리스타(atelrierist:미술교사)가 이들을 지원한다(Edwarn & Forman, 1993; New,
1990). 교사들은 페다고지스타(pedagogista:교육조정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는다.
레지오 접근에서는 환경을 제 3교사로 간주할 정도로 강조한다. 학교의 모든 공간이 연결
되고 투명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에 마련된 피아자(Piazza: 광장)가 있다(Forman, Lee,
Wresley, & Langly, 1993). 공간들은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일상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유아들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인
아뜰리에(Atelier:미술교실)가 있다.
부모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시작된 레지오 접근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역동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Malaguzzi, 1993). 이 특징에는 가족

26

레지오 에밀리아형 접근법이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
을 학교와 동등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사회
의 핵인 가정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함으로 관계를 통한 인권 존중의
실현을 통해 훌륭한 시민을 키우고자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레지오 접근법은 표현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인지적 언어를 통
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총체적인 아동(whole child)’을 길러 내기 위해 아동, 교사,
부모의 삼자일체, 즉 다각적인 인간관계의 화합의 촉진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2. 레지오의 실제
레지오 접근법은 발현적 방법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다(오문자, 1997; Katz,
1996; Renaldi, 1993)). 발현적이라는 의미는 교육과정과 운영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경험을 기초로 이들의 욕구와 흥미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
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발현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는 과정이다(조길자, 2004; Rinaldi,
1993). 이러한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는 우연적 사건들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중시된다.
즉, 우연적 사건들을 일회성 탐색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상활동과 기
록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재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진전되어 의
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
발현적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학습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프로젝트 학습은 아동들이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나 집단으로 관심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를 해결하고 관련 지식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학습 방법(Chard, 1992; Katz, 1993; Katz
& Chard, 1989)을 말한다. 따라서 레지오 접근법은 아동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로 욕
구나 흥미와 관련된 관심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증대시키는 수업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레지오 접근의 실제 모습은 프로젝트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 상징적 접근과 기
록 작업을 통한 큰 그림과 프로젝트 전개에 관여하는 인적 자원인 교사와 교직원 및
학부모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인 공간 구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세밀한 그림을 그
릴 수 있을 것이다.
가. 프로젝트 학습의 전개과정
이미 말했듯이, 레지오 접근법의 핵심과정은 프로젝트이다. 레지오 접근의 프로젝트
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하위주제들을 연속적으로 탐구하여 전체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현상이나 주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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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탐색하고 재 경험함으로써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Katz & Chard, 1989;
Kilpatrick, 1918). 이를 위하여 소집단별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소집단은 학습을 극대
화하고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5명 이내로 구성되고 수행 기간은 학생
들의 관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이다(Katz, 1993).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 교사들은 사전 준비를 한다. 여기에서 사전 준비는 교사
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나 전개 순서 등을 미리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아동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의 전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제 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촉진하기, 토론과 표상하기 그리고 경험 요약하기가 상징화
주기와 결합되어 진행된다(Gandini, 1994).
프로젝트 활동은 주제 정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제는 아동의 호기심이나 문제의
식, 또는 흥미 등에서 도출되는데 교사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와 협의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아동이 관심을 가진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프로
제트 주제가 될 수 있다. 아동들에게 친숙한 주제는 보다 깊이 탐구하여 어린 과학자
가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아동에게 익숙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
은 주제인 경우는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 나간다.
주제가 결정되면 탐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아동의 탐색은 다상징적
접근을 통하여 촉진된다. 초기에는 하나의 상황이나 개념을 언어적으로 토의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상이나 복제품을 이용하여
가상의 모형을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의 초기 가설과 아이디어를 표
상하고 실제 답사를 통하여 재표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레지오 접근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전개 과정을 상징화 주기라 한다.
상징화 주기는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출, 표상하기, 시뮬레이션 또는 대체물 이용하
기, 경험하기, 재표상하기, 확장하고 심화하기로 구분된다(김은희, 1993; Forman, Lee,
Wrisley, & Langly, 1993). 언어적 표출에서는 아동들이 소집단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주
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주제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 스스
로 탐구할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한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제나 내용보다
는 아동들이 사고나 느낌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하고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중시된다.
표상하기에서는 아동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그림이나 실물로 표현한다. 이 과
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도 첨가하여 그림이나 실물로 나타내도록 격
려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들은 언어적 표현과 영상적 표현 간의 불일치를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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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된다. 표상은 개인 표상과 집단 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는 2차원 표상이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모형을 제작하는 3차원적 표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표상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하도록 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심화할 뿐 아니라 아동
의 자율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표상활동에서 학습한 내용이 실제 상황에 근접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상적 모의상황을 상정하고 예측하는 활동이다. 실물을 이용하거나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들은 축소된
모형을 통하여 실험하거나 모의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나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시
뮬레이션은 아동들이 실증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소집단 활동을 통한 분산인지 활동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하기는 말 그대로 주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아동들
은 직접 체험을 통하여 표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한 것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들은 새로운 지식을 구
성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기가 끝나면 아동들은 주제와 관련된 표상을 다시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아동들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자
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상의 활동들은 나선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주제로 시작되었지만
상징화 주기를 거치면서 관련된 주제나 내용이 첨가되어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더욱 심화되어 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주기가 반복되면서 아동의 지
식이 확장되고 다양한 관련 사실들을 하나의 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본질은 아동들이 표상을 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다
른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하거나 오개념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보다 깊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화 주기를 통하여 표상하
고 재표상하는 과정을 거쳐 아동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심화하는 것이다.
나. 기록 작업
레지오 접근법에서 주목할 만한 가장 큰 특징은 기록 작업이다. 기록 작업은 다상징
적 접근을 위한 학습도구로 다상징적 접근의 핵심이다(Hendrick, 1997). 기록 작업은 아
동들에게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기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29

교육논총 제 55집 3호, 2018
단계의 학습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수업개선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연구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김희진, 오
문자, 1997).
모든 아동에게는 노트가 제공되며, 이 노트에는 교사들의 관찰과 활동사진 그리고
부모들이 제공한 일화와 재 표상과 재 토의 과정 등과 같은 아동의 활동이 모두 기록
된다. 녹음기, 슬라이드, 사진기, 비디오 등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의 활동과정이
모두 기록되고 이는 학습도구로 활용된다. 기록 작업은 어린이의 학습을 향상 시키며
그들이 배운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
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모든 행동을 재검토하는 교사와 어린
이들이 함께 평가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기록 작업은 지속적인 계획
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부모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교사 자신의 연구와 진행 과정
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여러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기록을
통한 문서화 작업은 아동들의 활동이 매일 흥미로운 주제에 의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주어진 교육계획에 따라 일괄적인 교육내용이 진
행되는 전통적이 초등학교 수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 교직원 활동
레지오 접근에서 교육과정 운영에는 페타고지스타, 아뜰리에스타, 담임교사, 시간제
보조교사, 요리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인사들이 관여하나 아동을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
사는 페다고지스타. 아뜰리에스타와 담임교사이다(김창숙, 2009; Edward & Forman,
1993).
가. 페다고지스타(petagogista)
페다고지스타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 조정가로(Edward, 1993; Edward &
Forman, 1993)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관과 함께 모여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나 문제를 논의한다. 이들은 외부에 교육체계를 소개 하거나, 학교들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관련 인사와의 상호작용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들은 직원의 스케줄 짜기, 임
무배정, 일의 양과 시간조정, 물리적인 환경의 정비 등도 계획한다.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지원과 훈련 담당자로서 교사의 현직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이론, 교수전략,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은 물론 아동 관찰이나 경청 기술, 기록 작업 방법과 연
구수행 방법 등을 전수한다. 부모, 교사, 시민 등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공
개토론회, 공청회 개최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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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뜰리에스타(atelierista)
아뜰리에스타는 미술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며 교육과정의 운영과 기록 작업을 보조하
는 지원 교사로서 아뜰리에를 책임진다(Edward, 1993). 아뜰리에스타는 아동과 교사가
시각적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는 교사와 함께 카메라, 녹음기, 슬라이드기,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아동들의 상
징적 표상을 기록하고 학습과정을 분석한다. 또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술과의 접목, 즉 상징체계의 사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구 사용방법 등의 소
개하는 것은 물론 진행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
용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 즉, 시각적인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 교사
레지오 접근법의 교사는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교사와는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레지
오 접근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김창숙, 2009;
Edward, 1993).
첫째, 아동과 다른 교사들과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담임 연
임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사와 어린이들 사이에는 상호 신뢰와 협
동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학급 안에 두 명의 교사가 팀이 되어 함께
일하고 다른 교사나 가족들, 또는 전문가로서의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현직교육에 참여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과 부
모와의 협력을 이르는 기초를 마련한다.
둘째,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사는 아동들에 대한 바른 이해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인식한다. 또한 아동
이 스스로 배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서는 안 되며 이들 생각의 흐름을 이해
하며 지식의 끊임없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사가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
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스스로 논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
어야 한다. 교사는 심판관이 아닌 기회제공자이 역할을 하며, 아동의 탐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고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들이
서로의 관찰이나 질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행위
(co-action)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도 안 되지만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발현
적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자로서의 역할이다. 연구나 혁신 없는 교육은 흥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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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같다. 교사들 또한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하며, 모험을 취하고 실수를 각오하며,
때때로 기꺼이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동들과의 대화와 공동활동, 지식
의 공동 건설을 자극하고 촉진함으로써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적의 교수는 전문성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다양한
과업으로 여겨진다.
넷째, 아동 학습의 기록자와 자료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언어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을 관찰함으로써 사고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사진, 비디오, 녹음, 구술 받아 적기 등의 교사 활동을 통
하여 전시회로 표현되어지는 방대한 기록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많은 자료들이 교사에 의해 적절하게 배치되어
제공되거나 시범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사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
사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사들은 한 어린이와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한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다.
4. 공간 구성
레지오 접근에서 학습공간은 제 3의 교사로 불릴 정도로 중시된다(오문자, 1997). 교
실환경은 아동들이 제작한 방대한 양의 전시 작품들, 미적 감상과 세세한 것들에 대한
배려 등이 양질의 교육시설에 대한 기대를 훨씬 넘어선다. 아동들은 주변의 물리적 환
경을 자세히 조사하고 감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자체를 통해 노력과 흥미가
유발된다. 아동들은 벽 전체를 가득 매운 작품들을 통하여 그들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학습공간은 실수를 용납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개혁과 독특성을 인정하고, 많은 양
의 혼란과 소란함, 그리고 자유가 함께하는 공간이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대표적인 학
습공간은 아뜰리에(Atelier), 피아자(Piazza) 그리고 기타 공간으로 구성된다(New, 1993).
아틀리에는 칠하기, 그리기, 진흙으로 만들기 등 아동들이 상징적 기술을 완성해 가
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교사나 부모가 아동들이 표현의 자유, 인지적 자유, 상징적 자유
의 조화와 의사소동 방법을 창조하는 학습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곳에는 아동의 모든 활동이 기록·보관되며,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
한 언어 탐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 또한 동적인 공간으로 탐구를 위한 자료와 재료
제공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과 색상이 밝고 통풍도
잘 되면 심미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Diane, 1994).
여기에 준비된 자료들은 종이, 쓰기와 그리기 도구, 단추, 돌멩이, 조가비, 구슬,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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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구성과 콜라쥬 재료, 밀가루, 점토, 찰흙, 들러붙은 흙, 면도용 크림 같은 조
작 자료들이 준비되어 아동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조직하고 분류하여 정돈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이 미처 끝내지 못한 작업을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미니 아뜰
리에(mini-Atelier)도 구비되어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아동들은 순서나 계획에 구
애받지 않고 계속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New, 1990).
피아자(piazza)는 도시 중앙에 위치해 종교행사 등과 같은 시민생활에서 중요한 기능
을 하는 “Piazza Grande”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공간이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에서도 모든 공간이 이 피아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개방적인 공간이다. 각자의 관
심에 따라 각 영역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공유공간이 여기에서 공유된다.
교사와 아동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이 공간을 지나가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
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어린이, 교사, 가족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레지오 접
근법의 노력은 이외의 다양한 환경 구성에도 찾을 수 있다(오문자, 1997). 예를 들어 이
미지를 강조한 거울이나 채광, 반투명 공간 등을 마련하여 아동에게 심미안을 심어주
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생활, 심지어는 화장실의 칫솔
까지도 여러 가지 색으로 정리해 놓는다. 즉, 성인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밝고 자극이
풍부하며 탐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환경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각 교실은 유리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격리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에
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 부엌 역시 유리도 된 벽이 있어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각
가정의 특별한 요리법을 나누기도 하고 아동들이 요리에 참여하기도 한다.

Ⅳ.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2015교육과정은 초등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역
량중심교육과정으로 도입으로 전통적인 교과의 구분을 탈피하여 강조되는 역량을 중심
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
영해야 하는 큰 과제가 부과되었다. 레지오 접근법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초등
교육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사회 현상
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 한다. 대부분의 초등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존재한
다. 사회적 여건이 이론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레지오 접근법은
초등교육의 개혁은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동떨어질 수 없으며 그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레지오 접근에서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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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연대감을 갖고 어린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사회의 공동문제로 다루며 지원한다.
둘째, 새로운 교육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들의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지역사회, 부모 교사 협력관계 속에서 어린이들의 발견
과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상호관계를 교육목적으로, 다른
여러 교육 이론가들의 사상적 유사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유사점들은 오
랫동안의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레지오 접근법만의 독특한 사상을 이루어내고 있다.
셋째, 교사, 부모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
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1년에 한번정도의 평가를 위한 상담이나 보여주기
위한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모든 활동이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 인사들을
초빙하여 아동들의 학습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회 여러 방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
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부모들도 기관에 대한 자신의 선택
에 만족감과 충만감을 가지게 되며 아동을 위한 센터에서는 상호 신뢰와 협동을 이루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를 발견하고 부모에 대한 지지체제로서 발달하였다. 또한 부
모들은 자문회와 문서기록, 전시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참여한다.
넷째, 아동들이 교사에 의해 주어진 계획에 의해 좇기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시간구성과 활동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이야기나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교사에 의해 계획된 시
간 내에 과제를 끝내기 바쁘고 교사들은 규칙과 질서 잡기, 그리고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교사들이 토론을 통하여 서로에게 열려있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는 점은 교육을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성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부모 또는 다른 교사들과
나룰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계획안과 공식문서, 생활기록부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과 정부 역시 교육계
획안과 교사의 평가 자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계획안에 대한 검열보다는 아동들
의 작품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레지오 접근법의
모든 교육내용은 문서화됨으로써 다음 연구를 위한 자료로 보관된다. 즉, 일회성 학습
활동이 아닌 영구적인 유산으로서의 소중한 자료로 보관된다. 아동들의 생각과 학습과
정, 결과들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매일의 교육계획안 작성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혹은 이미 계획되어진 계획안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루하루의
발견과 실제에 대해 더욱 중요시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 활동이 실제화는 1학급 2인
교사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담임 연임제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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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제도를 통해 아동과 교사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소모되는
시간 대신에 충분히 파악된 상호 인간관계를 기초로 아동의 지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
추어 나갈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레지오 접근법의 특
성을 살펴봄으로써 초등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들
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나타난 레지오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레지오 접근법은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의 독립정신을 토대로 당시의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에 의해 부모, 헌신된 교사, 다양한 전문직을 가진 교사들의 참
여, 그리고 시 자치 기관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보여준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점에
서 초등교육도 지역의 문화의 역사적인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독특한 프
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모방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요
구와 역사에 맞는 교육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레지오 접근법의 교육목적은 아동, 부모, 교사가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표현, 의사소통, 인지적 언어를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총체적 어린이(whole
child)’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 목적은 듀이, 비고스키, 피아제, 브루너와 같은 연구자
들이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접근법은 듀이의 교육 사상이 실제화 되어 발전된 양상
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피아제나 부르
너의 이론이 이 접근에 녹아 있다. 이는 교육이 전인적 접근, 즉 아동이 총체적 존재로
발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 중심의 프로젝트와 다상징적 접근을 통하여 아동의 사고가 발현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레지오 접근법의 교수-학습방법은 장․단기 프로젝트의
실시와 다상징적 접근법이 발현적인 교육과정으로 표현된다. 이는 세밀한 배려와 문화
가 반영된 환경구성과 기록의 문서화 작업과 함께 교사들의 역할 변화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활동이 성인에 의해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는 분위기가 어린이들
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어진다.
넷째, 지역사회와 부모가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
하여야 한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운영체제의 특징은 지역사회 이사회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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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를 통한 참여에 있다. 하나의 교환 공동체로서 사회와 부모의 협력이 이루어지
는 장소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레지오 접근법은 초등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현장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 실천 방안, 장․단
기적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실제와 효과, 다상징적 접근법과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문제, 교사 재 교육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
서의 지원이나 여건 마련 등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논문접수: 2018.10.31. / 수정본 접수: 2018.12.08. / 게재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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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s of Reggio Emilia Approach for Elementary
Education

Kang, Young-Ha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Regio Emilia approach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elementary education. For this purpos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Regio Emilia approach, the process of project learning,
the record and management of the product, the role of teachers and staff, and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 were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Regio Emilia approach for elementary education were as
follows;
First, Regio Emilia approach suggested that the elementary education programme
was developed base on the local history and culture.
Second, Regio Emilia approach suggested that the elementary education had to be
whole education that contributed the happiness or subjective-wellbeing of the
children.
Third, Regio Emilia approach suggested that elementary education had to develop
child-centered or emergent curriculum based on child’s need and interest project
learning and multi-symbolic approaches for promote critical and creative thought.
For applying the Regio approach, the study about the multi-symbolic approach,
emergent curriculum, the effect of project, the change of the role of teacher, and
teacher education.
Key Words : project approach, students' learning, constructing knowledge,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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