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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리더와 변화

인디언 추장 선출 과정

주어진대로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비젼을 가지고 변화를 즐기는 교사

비젼 = 변화

진정한 리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지금까지 가르치는 방법

어디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변 화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아이들에게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사

아이들이 자기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자라도록 돕는 교사



▪ 단순하다 명쾌하다 - 아이가 행복한가? 신명나는가? 

▪ 본질을 찾는다 – 아이 놀이 자연 (vs 부모 보여주기, 교사주도, 수업방식)

▪ 정체성이 있다 – 한국의 정신와 문화가 담긴 교육

▪ 철학이 있다 – 생태사상, 생명사상, 한국전통사상, 그 외

생태보육의 특징



생태보육의 구현원리 접화군생接化群生

1. 관계성 : 사람과 사람/사람과 자연/시공간 >>더불어 사는 세상

2. 순환성 : 반복과 지속적인 실천, 계절과 일년의 순환, 텃밭과 세시 >> 믿음과 안정감

3. 다양성 : 개별 아이들의 특성, 종합적(세시풍속의 이야기 먹거리 놀거리 ) >>풍요로운 즐거움

4. 영 성 : 비가시적, 결과물보다 과정 중시, 머리보다 마음의 교육, 의식의 전환 >> 마음 감동

ecology economy  가성비!!

https://blog.naver.com/aebeole?Redirect=Log&logNo=221584224118


생태보육의 방향

자연 아이다움놀이

살리는 유아교육



자연
(自然)

[명사] 1.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2.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부사] 3.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다 [형용사] 

1.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2.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3.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5c0a02f0f14eac8d49545bdb71cb0c


자연

자연의 흐름

계 절

날 씨

해와 달

자연스러운 삶

의 식 주

자연스러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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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住





자연스러운교육 -삶이곧교육

• 모든 순간이 배움이고 교육

• 먹고 자고 입고 노는 아이들 삶이 교육내용으로

예) 생명의 먹을거리 제공, 올바른 식습관 기르기, 우리의 전통음식문화 익히기 등

바른 먹을거리의 실천에서 모든 자연 생명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심성을 일깨워 나갈 수 있다.

→ 프로그램화: 먹을거리 프로그램, 세시풍속 프로그램,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자연건강 프로그램 >> 옷만들기 프로그램, 집짓기 프로그램



동영상 사례

손걸레질놀이



충분한 시간
즐겁게 놀 만한 공간



산책 바깥놀이

출처 : 이선애. 2019. 유아의 바깥놀이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조사

[ 산책, 바깥놀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 ]

실내놀이나 활동만으로 일과가 벅차기 때문 (64.5%) 

유아의 통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24.9%)

시설 공간이 없어서 (7.4%)

30분→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 이상 (오가는 시간 제외, 선책지에서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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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바깥놀이

[ 산책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39.2%) 

바깥놀이 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 (24.3%)

원장 교사의 적극적 노력 (20.6%) 

부모의 인식전환 (8.5)



동영상 사례

흙산에 터널 만들기





생태(생태학)란?   Ecology(에코) 

1866년경 독일 생물학자 E.H. 헤켈(Ernst H. Haeckel)

ecology = Oikos(집ㆍ주거지) + Logos(법칙ㆍ진리ㆍ이성ㆍ관계)

생물과 환경 / 생물 상호간 를 연구하는 학문

< 생태학의 기본법칙 - 베리 코모너(Barry Commoner) >

(1)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다(상호관계, 네트워크)

(2) 모든 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가기 마련이다(생태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없다).

(3) 자연이 가장 잘 알고 있다.

(4) 세상에 공짜는 없다(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관계(연결 통합) vs  단절(분리, 쪼개고 나누기)

1. 자신과의 관계 : 몸 마음 영혼의 통합을 위한 자율성 >> 자존감

2. 사람공동체

아이와 아이, 교사와 아이, 교사와 교사,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

3. 자연공동체

사람과 자연, 천지인

시간 공간의 통합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

연령 간 어울림

- 혼합연령 학급 구성이 가장 이상적

- 다른 반과 만나서 같이 놀기

: 교실 개방, 연령간 통합활동, 연령내 통합활동

- 통합 프로그램 : 자유놀이시간, 산책, 몸짓놀이, 요리활동, 텃밭활동

이야기 언니오빠



생태적 사고를 반영하는
아이들 그림



해가 질 때 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새들이 날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도 함께해서
나무가 더 행복해진거에요. 

계속 계속 끝이 없을 때까지 쭉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에요. 

또 여기 나무 곳곳에 촘촘히 핀 꽃들은 나무가
스스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에요



❖ 생태보육

보편성 지속성 포괄성 관계지향성 미래지향성



아이중심 놀이를 위한 교사의 변화

1. 지식전달자에서 놀이참여자로

2. 아이 놀이에 침범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

3. 교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자율권 주기

4. 놀이는 교사보다 아이가 천재임을 믿어주기

5. “위험한 것은 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하는 것이에요.”



리더의 역할 : 생태근육 키우자

생태의식 전환 키워드

1) 보여주기 교육 → 아이중심 교육의 본질

2) 교사가 계획하고 준비 → 놀이중심 생태유아교육 아동관

3) 성공해야 한다 → 실패도 좋은 공부더라 (텃밭, 메주, 곶감…) 생태유아교육 교육관

4) 많을수록 빠를수록 클수록 좋다 → 비우기 천천히 즐겁게 생태적 세계관

▪ 교사자율세미나

① 프로그램

② 생태유아교육 이론(사상, 교육이론 등) 

③ 생태적 삶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 생떼쥐베리



생태보육을 위한 책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