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이해하기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모든 것”

최명희(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이야기의순서
• 잘놀아야잘자랍니다

• 잘노는것이교육과정의핵심입니다.

• 어린이집에서잘놀면서배웁니다.

• 진짜놀이, 부모님도함께합니다.



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1. 잘 놀아야 잘 자랍니다.

좋은 일<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 <하고싶은 일이 더 많은

바람직한 일< 바라는 일을 먼저 해도 되는

재미있고, 의미 있고, 몰입하는 삶





“무수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뇌의 네트워크가 발달한다.”

생후 2년 동안 초당 4000개의 시냅스

“세 살의 경험이 백 살까지 가는 이유＂



자율성

창의성인지
네트워크

정서
네트워크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지지
현재 하고 있는 노력과 시도를 알아주는 것.
아이의 경험과 배움을 말로 표현해주어서,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해 줌

“경험을 의미 있게

연결 짓고,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며 사고를
발전시켜가는 과정＂



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약 250여명의 아이들이 굴렁쇠 굴리기, 재주 넘기, 
술래잡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등 90여가지에
이르는 놀이에 열중

2. 노는 것이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배경최초의 유아교육: 놀면서 가장 잘 배운다.

프뢰벨
1782-1852



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미첼 레스닉(1956- )

교육공학 구성주의학자

스크래치(코딩)의 창시자

“Lifelong Kindergarten”



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상하고(imagine),

그 상상을 무언가로 만들고(create),

그것으로 놀고(play),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share),

생각을 수정해서 발전시키고(reflect),

다시 또 상상을 더하는(imagine)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능력이 발전한다.



• 분석적인사고, 혁신

• 능동적인학습, 학습전략배움

• 복합적인문제해결

• 비평적사고와분석

• 창의성, 독창성, 주도성

• 리더십과사회적영향력

• 테크놀로지의사용, 판단, 조정

• 테크놀로지디자인, 

프로그래밍

• 회복력, 스트레스에대한

유연성

• 논리성, 문제해결, 상상력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10가지 역량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최근 국내외 교육과정은 역량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 사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 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건강한사람

자주적인사람

창의적인사람

감성이풍부한사람

더불어사는사람



신체
운동

감각을활용하고

실내외신체활동즐

긴다.

기본

생활

의사
소통

일상생활에서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상상력

을기른다.

사회

관계

예술
경험

아름다움과예술에관심을가지

고

창의적표현을즐긴다

자연

탐구

건강하고안전하게

생활한다.

탐구하는과정을즐기
고자연과더불어살아
가는태도를갖는다.

자신을존중하고

더불어살아가는태도를가진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신체와감각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만들면서공간과
거리에대한개념

인식

친구와의견을
나누면서문제를
해결하고정신적
교류를통해더
높은수준의
사고능력
발달인식

넓이, 길이등
수학적표현을
사용하고, 새로운
어휘를놀이에
활용하면서
언어능력발달

상상한것을
실물자료로구성, 

배치하면서
미술적표현능력

발달

3. 어린이집에서 잘 놀면서 배웁니다.





“하루일과에서 충분한 놀이시간을 주는 것의 의미”



하늘반 보육일지 (5세)

날 짜 2020년 5월 9일 날씨: 맑음 담임 원장

일과(시간)
계획및실행

등원및통합보육
( 7:30~9:00)

개인 물건 정리하기, 통합보육실에서 놀이하기 지원계획

오전간식
(9:00~9:20 )

채소스틱, 치즈

당근, 오이, 치즈로 먼저 모양을 만들어보고 이야기를지어보게하고 사진으로찍어둠.즐겁게 먹음 콩으로 하는 놀이는 새로운 놀이자

료라서 유아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

졌음. 콩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넓게 펴서 놀이하고 싶어 하므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 유아들이

요청한 놀이매트를 준비해주기로 함.

천사토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식당을 상상함. 자신이 만든 음식에

이름을 붙이고 미적으로 담아서 하

여 표현함. 미적인 경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제 접시소품을 제공해

주어 새로운 표현을 기대해 보아야

겠음

활동 후에 개별적인 책보기로 이어

짐에 따라 내일 추가적인제공

티슈를 한 장씩 쓰면서 스스로 치울

수 있었음. 바닥치우기 등 점차 스

스로 정리하는영역을넓혀보고자함

오전실내놀이
(9:20~10:30)

정리정돈

팥과 흰콩 추가로 내어주기

곡식이 많아지고 하고 싶어 하는 유아들이 많아짐. 달팽이 모형까지가지고 와서 놀이하였으며 이야기를 지어

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놀이함

다양한 크기의 병뚜껑, 끈, 요거트 통으로 달팽이 만들기

실물이나 책으로 달팽이를 보고 관찰한 후 자기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달팽이를 만들어봄, 창의적인 표현이 많

이 나타남.

벽에 붙이기도하고 쌓기 놀이의 소품으로사용하여블록으로달팽이집을만들기도함

천사토로 음식을 만드는 놀이가 활발하게 진행됨. 손으로 빚어서 떡 모양을 만들고, 마커로 색을 입혀서 마카

롱을 만들기도 하였음. 재활용품 그릇이나 접시에 담아서 전시하였고 계속 만들어서 식당놀이를 해보겠다고

하였으며필요한 물건을요청함

활동
(10:30~10:50)

바깥놀이준비 이동

달팽이 책 함께 보기

달팽이 과학도서 큰 책을 읽으며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눔. 책꽂이에 내어주고 놀이시간에 자유롭게 보기

로 함

바깥놀이(대체)

(11:00~12:00)
손씻기

대근육 놀이기구에서 안전에 유의하며 놀이하기

천사토를가지고 나와서벤치에서놀이하도록허용함.

꽃잎, 나뭇가지등 자연물과함께 놀이함

점심및휴식
(12:10~13:30 )

흘린 음식 스스로 치우기(물티슈 한 장씩 쓰기)

미역국, 불고기, 가지찜, 계란조림

특별활동
(13:30~14:00)

체육활동-평균대에서 균형 잡으며 걷기

체육활동하지 않는 유아와딱지 접기 놀이 진행함

오후실내놀이
(14:00~15:00 )

오전 실내놀이와 연계하여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천사토 놀이가 지속되어 이루어짐

오후간식및휴식
(15:00~16:00)

카스테라, 우유

귀가및통합/연장보육
(16:00~19:30)

연장보육반 이동 및 특별한 사항 안내

반 운영
특이사항

신입유아 A 적응 2일째, 놀이시간에 다른 친구의 놀이에 점차 관심을 나타냈음. B와 C가 역할놀이를 함께 하자고 손을 끌자, 어색

하게 시작하였지만 놀이시간 동안 매우 친숙해짐. 어린이집이 좋다고 교사에게 표현함. 특별활동 후 14:00에 귀가하였음



자유놀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준우는 점토 가까이 다가가 앉는다. 흰색 점토를 원하는 만큼의 양을 손으로 떼어내 자신의 앞에 가져와 두 손으로

주무르기시작한다.두 손에점토를일정량나누어주무르기도하고,한 손으로점토를모아 손가락으로꾹 눌러보기도한다.

준우는 파란색 매직을 집어 들고 여러 개의 점을 콕콕 찍는다. 여러 개의 점을 찍던 준우는 점토를 주물러봤다. 그러자 흰색 점토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이후 다른 점토를가져와다른 색의매직을사용해점토의색을 바꾸는놀이를지속한다.

점토의색깔이섞이고변화하는것을 보면서미술적인요소에관심을가지고창의적인방법으로색 만들기를시도하였다.

유성펜을얼마나넓게칠했는지,콕콕찍는 점의 세기가어느 정도인지에따라색의 농도가달라지는것을여러가지방법으로탐색하였다.

준우의 의문을 잘 들어주고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겠다. 준우가 궁금해하는 것을 같이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지지해

주고자한다.준우가만든음식을담을그릇을마련해주어새로운시도를하는지관찰해보고자한다.

놀이관찰

유아의경험과배움

교사의지원계획



2. 국가수준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상자로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4. 진짜 놀이, 부모님도 함께 합니다.



2. 국가수준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24



몸
으
로

놀
기



집
안
물
건
으
로

놀
기



“부모가 먼저 즐거운 놀이”



돌멩이

빨대

이불

페트병

테이프



Pinterest 핀터레스트검색하기



선택의기회
제공하기

예측의기회
제공하기

공감해주기

경청해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