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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대표적 교육

이론을 분석합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그간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

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뇌기반이론(BBL) 등 사교육상품에서 홍보에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 이론들이 존재

하며, 이러한 이론들이 해당 사교육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을 확인했습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최신 교육학 이론들을 발빠르게 수용해 ‘우리 놀이학원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해 모든 영역을 균형있게 발달하게 해준다.’, ‘인간의 뇌는 5세까

지 80%이상 완성되기 때문에 이시기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하며, 우리 상품은 이러한 

자극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등의 홍보문구로 이용하며, 교육학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

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홍보문구에 매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에서 인용하는 교육학 이론이 제대로 적용된 것이 맞는지, 해당 사교육상품이 정말 

교육학 이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의 영유아대상 학원과 교재, 교구 등의 개별상

품을 대상으로 각 상품이 주장하는 교육이론을 분석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교육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및 비판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영유아사교육상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사교육시장의 작동방식을 파악하고 올바른 

상품을 분별하고 이로써 영유아사교육시장이 과열되어 영유아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

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2013.12.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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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제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대표적 교육이론 분석

박민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Ⅰ. 들어가며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그간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

업을 꾸준히 해왔다.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뇌기반이론(BBL) 등 사교육상품에서 홍보에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론들이 해당 사교육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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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최신 교육학 이론들을 발빠르게 수용해 ‘우리 놀이학원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해 모든 영역을 균형있게 발달하게 해준다.’, ‘인간의 뇌는 5세까

지 80%이상 완성되기 때문에 이시기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하며, 우리 상품은 이러한 

자극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등의 홍보문구로 이용하며, 교육학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

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홍보문구에 매력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사교육시장

에서 인용하는 교육학 이론이 제대로 적용된 것이 맞는지, 해당 사교육상품이 정말 교

육학 이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의 영유아대상 학원과 교재, 교구 등의 

개별상품을 대상으로 각 상품이 주장하는 교육이론을 분석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및 비판을 시도해보려 한다. 이는 영유아사교육시장이 과열되어 

영유아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사교육상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사교육시장의 작동방식을 파악하고 올

바른 상품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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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도만스쿨 79 (미공개)

위즈아일랜드 43 860,000(4,200)

베베궁 33 700,000(6,300)

킨더슐레 23
630,000(5,880)

680,000(6,300)

하바놀이학교 (20여개)
840,000(4,410)

940,000(5,670)

텀블랜드 18 790,000(5,670)

토토빌 15 890,0006,000)

노리안 8
890,000(5,040)

930,000(5,250)

꿈모리놀이학교 7
510,000(3,150)

680,000(4,200)

루켄 5 770,000(4,410)

총 250 여개 778,000

<표 5> 놀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Ⅱ.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영유아대상 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 분석

1. 놀이학원

가. 놀이학원 프랜차이즈 규모 및 비용1)

놀이학원은 2002년 강남에 하바놀이학교가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창의·인

성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

보’(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를 통해 비용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용은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금액임.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잘 알려진 놀이학원 프랜차이즈 분원수만 합해도 250 여개이다. 여기에 프랜차이즈는 

1) 2013.7.16. 영유아사교육포럼 3차 토론회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등 영유아학
원의 실태를 살핀다“ 자료집 42-43p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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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교육이론 가설에 따른 프로그램

위즈아일랜드

감성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

유태인 교육

-언어영역(English, 한글, 한자), 논리수학영역(Math),

공간지각영역(Wiz Artist, 가베, 델타), 신체운동영역(Gym,

Yoga), 음악영역(Wiz music), 대인관계영역(감성리더, 게임,

역사), 자기이해영역(독서 Project),

자연탐구영역(Sccience,Cooking)에 따른 교과목운영

-한글, 영어 등은 모든 연령대에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문화사(6세), 경제리더(7세), 시대사(7세),

한자(7세) 등 배치.

베베궁 다중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에서 말하는 9가지 영역에 따라 긴장해소,

창의언어, 논리게임, 공간조형, 감성음악, 표현미술,

활동신체, 탐구과학, 놀이영어의 정규 프로그램, 놀이 한글

프로그램, 놀이 수 프로그램 등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

킨더슐레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아동중심,

과정중심, 활동중심,

경험중심, 놀이중심)

- 5개 카테고리 27개 과목을 개발. KinderCastle English,

Sing Along, 한글, Active Reading, First Essay, 한자,

Thinking Design, Story Garden, Pre-Garden, Gabe, Block,

Montessory Math, Thinking Math 등

하바 생활중심 언어교육, -HABA Gym, Observation, Creative Art, Language, Special,

<표 6> 놀이학원의 교육이론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정리

아니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놀이학원이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추

정한다면, 현재 놀이학원은 최소 35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경우 조사된 분원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77만 8천원에 달하고, 하바놀이학

교 분당점의 월평균 교육비가 94만원에 해당하는 등 영어학원 못지 않게 고가임이 확인

된다. 

나. 대표적 놀이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여기서는 분원수가 비교적 많은 대규모 프랜차이즈이면서 교육이념이나 프로그램 등의 

소개가 잘 이루어져 있는 놀이학원 위즈아일랜드, 베베궁, 킨더슐레, 하바놀이학교, 텀

블랜드, 꿈모리놀이학교 6곳을 대상으로 각 놀이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

른 프로그램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다. 

대표적 놀이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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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교육

Social Relationship, Fun English, 영리더 프로그램 등 운영

-아동연령이 올라갈수록 영어 과목이 증가, 특히 7세의

경우 오전시간은 영어유치원을 방불케 하는 영어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후에는 철학교실, 실감수학, 예비국어 등

초등학교 대비를 겨냥한 듯한 과목이 배치.

텀블랜드 다중지능이론(추정)

-신체운동발달, 자기이해발달, 인간친화발달, 공간발달,

언어발달, 논리수학발달, 음악발달, 자연탐구발달 등 8가지

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

꿈모리놀이학

교
다중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에 따른 8가지 영역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다중지능검사와 다중지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한고,

유아기에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멀티미디어

두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함.

1) 위즈아일랜드

① 규모와 비용

분원수가 43개에 이르는 등 현재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

재 강남대치점의 총 교습비는 1,110,000원(교습시간 4,200분), 동대문장안점의 총 교습비

는 1,370,000원(6~7세반, 교습시간 6,300분)에 이른다. 

② 교육이론

감성을 이끌어내는 교육, 겸손함과 지혜를 불어넣는 교육,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춘 

창의력 교육,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추게 하는 교육, 긍정적 사고관을 갖게 하는 교

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 6가지 교육 이념에 근거하여, 감성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 

유태인 교육 등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다. 

감성지능이론이란, 감성교육을 통해 감성을 자리잡고 강화하게 한다는 것이고, 다중지능

이론은 8가지의 지능을 골고루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며, 유태인교육은 고기를 낚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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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즈아일랜드 교육철학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wizisland.com)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언어영역(English, 한글, 한자), 논리수학영역(Math), 공간

지각영역(Wiz Artist, 가베, 델타), 신체운동영역(Gym, Yoga), 음악영역(Wiz music),  대인

관계영역(감성리더, 게임, 역사), 자기이해영역(독서 Project), 자연탐구영역

(Sccience,Cooking)에 따른 교과목을 운영한다. 

 

<그림 3> 위즈아일랜드 교과목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wizi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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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연령별 프로그램은 다중지능에 따라 신체, 공간지각, 수학,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 관련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위즈아일랜드 5세 커리큘럼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wizisland.com)

<그림 5> 위즈아일랜드 6세 커리큘럼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wizi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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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즈아일랜드 7세 커리큘럼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wizisland.com)

정확한 시수는 알 수 없으나 한글, 영어 등은 모든 연령대에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

하며, 특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문화사(6세), 경제리더(7세), 시대사(7세), 한자(7세) 등 

유아시기에 배우기에는 다소 버거워보이는 교과도 눈에 띈다. 

2) 베베궁

① 규모와 비용

전국 33개의 분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청담점의 총 교습비가 1,150,000원(5, 6세반, 

총 교습시간 6,600분), 광진점의 총 교습비가 850,000원(7세, 총 교습시간 6,930분)이다. 

② 교육이론

홈페이지상에는 ‘깊이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발상하여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아이로 

키워주는 독일식 입체 교육시스템’ 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또한 다중지능이론에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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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명 과목 특징

Relexation

(긴장해소)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학습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서적인 안

정감과 편안함,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으로 뇌파를 알파파하여 학습효과 극대

화

Mother

Tongue(창의언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언어능력, 언어생활습관, 태도를 기르고 타인의 생각

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표현하기 위한 사고력 향상

<표 7> 베베궁 교과 소개

에 근거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감각적으로 체득하는 9가지 영역을 가르친다고 소개되

어 있다. 

<그림 7> 베베궁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bewegung.co.kr)

<그림 8> 베베궁 소개2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bewegung.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다중지능이론에서 말하는 9가지 영역에 따라 긴장해소, 창의언어, 논리게임, 공간조형, 

감성음악, 표현미술, 활동신체, 탐구과학, 놀이영어의 정규 프로그램, 놀이 한글 프로그

램, 놀이 수 프로그램 등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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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게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게임을 경험하는 놀이 자체가 교육이 되어 그룹 놀이를

통한 타협과 의사결정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인식하고 게임교구를 활용한

수리와 수학문제해결능력 향상

Gabe

(공간조형)

기하도형의 원리를 경험하고 공간 지각력을 개발하여 통합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력의 체계　향상 및 자기표현력과 적극적인 발표력, 리더쉽 향상

Orf Music

(감성음악)

창의력 개발의 원초적 자원인 음악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리듬을 표현하여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사고력 향상

Creat(표현미술)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여 적극적인 태도 향상

Movement

(활동신체)

유아들의 자유로운 신체놀이를 통해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주위

세계를 탐색하고 배워나가며 인지 및 사회, 정서 발달을 도와주어 균형있고

조화로운 신체 발달

Basic Science

(탐구과학)

유아의 생활주제를 통해 유아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 자극

Active English

(놀이영어)

낯선 영어를 친숙한 생활언어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환경을 노

출시켜주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낯선 문화를 쉽게 이

해하는 체험교육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bewegung.co.kr)

3) 킨더슐레

① 규모와 비용

전국적으로 23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초점의 총 교습비가 1,192,900원(6세반, 

총 교습시간 5,460분) 마포점의 경우 총 교습비가 690,000원(6,7세반, 6,300분)에 달한다. 

② 교육이론

아동 중심의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이에 대한 철학적 근거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철학

을 들고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창의성이 충만한 존재

이므로, 그들의 욕구를 살리면서 지적인 방면으로 이끌고, 그들 자신이 자제할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자연주의 사상이 교육철학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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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킨더슐레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kinderschule.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3세~7세 유아를 위한 정통 놀이프로그램으로 소규모 그룹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소질

과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아울러 아이들의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

상시키도록 5개 카테고리 27개 과목을 개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27개 과목으로는 

KinderCastle English, Sing Along, 한글, Active Reading, First Essay, 한자, Thinking 

Design, Story Garden, Pre-Garden, Gabe, Block, Montessory Math, Thinking Math, 

Logical Math, Science, Science sense, Cooking, Kinder Art, Eco Art, Science Art, 

Frienvimusic, KinderGym, Game Alive, Role Play, Drama, Show&Tell, Singing Together 

등이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에 비하여,  교과목 중에는 한

글, 한자, 영어 등 학습 위주의 커리큘럼이 눈에 띄며, 모든 교과목이 영어로 되어있다

는 것 역시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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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킨더슐레 교과목 예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kinderschu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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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바

① 규모와 비용

하바놀이학교는 전국 20여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교습비는 송파점의 경우 

940,000원(총 교습시간 5,670분), 강동점의 경우 930,000원(총 교습시간 5,040분)이다. 

② 교육이론2)

자연스러운 생활중심 언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아이에게는 놀이와 학습

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영어와 친숙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이 유아들이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습득하게 함으로서 

두뇌개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4> 하바(동대문원)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haba119.com)

2) 분원 별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의 교육이론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에 각 분원별로 교육철학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하바놀이학원 동대문 분

원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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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바(동대문원) 소개2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haba119.com)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3)

HABA Gym, Observation, Creative Art, Language, Special, Social Relationship, Fun 

English, 영리더 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표 예시는 다

3)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표가 하바놀이학원 분당점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되어 있어, 분당점 홈페

이지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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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그림 16> 하바(분당점) 5세 교육시간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hababundang.co.kr)

<그림 17> 하바(분당점) 6세 교육시간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hababund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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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하바(분당점) 7세 교육시간표

자료: 학원 홈페이지(http://www.hababundang.co.kr)

교육시간표를 보면, 해당 아동연령이 올라갈수록 영어 과목이 증가한다. 특히 7세의 경

우 오전시간은 영어유치원을 방불케 하는 영어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후에는 철학

교실, 실감수학, 예비국어 등 초등학교 대비를 겨냥한 듯한 과목이 배치되어 있어, 놀이

학원이라는 명칭을 무색케 한다. 

5) 텀블랜드

① 규모와 비용

18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교습비는 성동점은 790,000원(4, 5세반, 총 교습시간 

5,670분), 용산점은 860,000원(영어유치부, 총 교습시간 7,670분) 등이다. 

② 교육이론

자유로운 움직임, 신바람 나는 놀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란 구체적으

로 신체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먼저 신체의 움직임은 잘 

움직이는 아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이고, 생각의 움직임은 아동의 두뇌는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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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세 이전에 완전히 발달하므로 발달 최적기인 아동의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움직임은 즐거워야 교육효과가 높아지므로 아이 스스

로의 놀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9> 텀블랜드 교육철학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tumbland.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교육이론이 ‘자유로운 움직임, 신바람 나는 놀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철학이나 이론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신체운동발달, 

자기이해발달, 인간친화발달, 공간발달, 언어발달, 논리수학발달, 음악발달, 자연탐구발

달 등 8가지 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가드너의 다

중지능이론이 역시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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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텀블랜드 교과목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tumbland.co.kr

6) 꿈모리놀이학교

① 규모와 비용

7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교습비는 강서점은 680,000원(교구영어2, 총 교습시

간 4,200분)이다. 

② 교육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며, 개별 유아의 다중지능 영역별 관심도를 파악하고 8

개 지능 영역을 고루 자극시킬 수 있는 개인별 맞춤교육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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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꿈모리놀이학교 철학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kkummo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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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꿈모리놀이학교 철학 소개2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kkummori.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다중지능이론에 따른 8가지 영역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특이한 점으로는 

다중지능검사와 다중지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만5세까지 뇌세포의 90%가 완

성되는 유아기에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멀티미디어 두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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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다중지능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kkummori.co.kr

그림 24 다중지능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설명 예시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kkummo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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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놀이학원의 교육이론 종합

놀이학원에서 대부분 교육이론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다. 가

드너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이에 따

라 인간의 지능이 언어,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 자연, 개인내지능

이라는 독립된 8개의 지능과 1/2개의 종교적 실존지능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대

부분의 놀이학원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음악활동, 표현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놀이학원의 경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차용하거나(킨더슐레), 이중언

어교육이 아동의 두뇌발달에 좋다는 이론을 차용하거나(하바놀이학교), 유태인 교육이론

을 차용하는 등(위즈아일랜드) 다양한 교육사상을 통해 학원을 홍보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사상가나 이론 등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놀이학원은 아이가 자유롭

게, 창의적으로, 주입식이 아닌 감각적 체득을 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을 

둔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영어 교과가 영어유치원 수준으로 편성되

는 놀이학원이 존재하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분히 학습적 요구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을 ‘놀이’로 볼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4)

2. 영어학원 유치부

가.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 규모 및 비용5)

2012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25곳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

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표적인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

로, 그 분원수와 비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6)

4) 이와 관련해 영유아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도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언제 끝나고 놀아요?’라고 묻는다며, 놀이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는 또다른 

학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5) 2013.7.16. 영유아사교육포럼 3차 토론회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등 영유아학원의 실

태를 살핀다“ 자료집 18-19p

6)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분원에 따라서는 초등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치부 커리큘럼을 운

영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분원수의 총합은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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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명 분원수 비용(교습시간)

정철어학원 주니어 205 540,000(5,000)

YBM ECC 73 844,000(4,536)

서강 SLP 65 1,950,000(5,460)

원더랜드 45 840,000(5,600)

코리아폴리스쿨 41 950,000(5,460)

LCI스쿨 32 1,166,666(4,830)

헤럴드스쿨 15 710,000(4,200)

메이플베어 11 940,000(4,410)

뱜비니교육센터 9
1,410,000(6,720)

1,300,000(6,720)

CIS 5 1,350,000(5,895)

평균 비용 1,090,000

<표 9> 영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 분원수와 비용

*비용은 프랜차이즈업체당 분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용은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금액임.

*평균 비용은 조사한 분원만을 대상으로 계산했음.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　(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

YBM ECC, 서강 SLP, 원더랜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의 피복비를 제외한 교습

비, 재료비, 급식비를 합한 평균 비용은 약 109만원이고, 서강 SLP 서초점의 경우 195만

원에 달한다.

나. 대표적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여기서는 분원수가 비교적 많은 대규모 프랜차이즈이면서 교육이념이나 프로그램 등의 

소개가 잘 이루어져 있는 YBM ECC, 서강 SLP, 원더랜드, 헤럴드스쿨, 메이플베어, 밤비

니교육센터 6곳을 대상으로 각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

로그램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다.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대부분 전인교육, 활

동 중심의 자연스러운 언어교육, 이중언어 습득 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사상이

나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도 많아, 교육이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대표적 영어학원 유치부 프랜차이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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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교육이론 가설에 따른 프로그램

YBM ECC

이머전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인성, 지성,

창의성 발현을 목표로 함.

국제표준과정(IPC)에 따라, 17개의 범교과적

주제별 단원에 따른 활동을 하도록 구성함.

IPC Seminar, IPC Library 등의 IPC

관련 교과와 더불어, Phonics,

Grammar, Writing, Reading Master

등의 영어 교과와 Math, Music 등의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교과 등으로

배치.

서강 SLP

영어를 바탕으로 아동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지향

누리과정의 학습적 목표를 고려한

인성교육은 물론, 영어몰입교육과

초등연계준비.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해서는, 2년 기준

2,000시간 이상의 영어집중노출을 통해

자연스러운 몰입 학습을 하며, 이를 통한

이중언어 습득을 목표로 함.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시간표 등은 공시하지 않았음.

원더랜드
5-7세까지 어휘, 회화, 읽기, 쓰기 전

영역에 걸쳐 균형잡한 언어 발달을 지향

Vocabulary, Phonics, Conversation,

Storybook 등의 영어 과목과 Math,

Gym 등의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헤럴드스쿨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 이론에 근거해 모든

교과과정을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통합

교육(Immersion education)을 지향한다. 또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인성, 지성,

창의성, 체력 등을 함양.

English, Phonics, Story 등의

주과목과 Show&Tell, Math, Science

등의 부과목, Good Manners, Cooking

Class 등의 선택과목으로 구성.

메이플베어

캐나다 공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이머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배움.

구체적 프로그램은 명시되지 않았음.

밤비니교육

센터

영어로 모든 영역의 인지 발달은 물론

인성, 창의성 등이 조화롭게 습득됨.

영어교육이 목표가 아닌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Global Leader 양성이 목표임.

4-5세에는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의

교육철학 및 기법을 적용해 감각, 수,

언어, 문화 등을 가르치며, 6-7세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수, 한글, 문화 위주의 유아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을 통합적으로

익혀 언어 구사력을 극대화함.

<표 10> 영어학원 유치부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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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BM ECC

① 규모와 비용

전국적으로 73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교습비는 동대문점은 1,030,000원(유아

반, 총 교습시간 5,460분), 망우점은 980,000원(유아종일반, 총 교습시간 6,720분) 등이다. 

② 교육이론

이머전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인성, 지성, 창의성 발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표준과

정(IPC)에 따라, 17개의 범교과적 주제별 단원에 따른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25> YBM ECC 영어유치부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ybmecc.com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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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Seminar, IPC Library 등의 IPC 관련 교과와 더불어, Phonics, Grammar, Writing, 

Reading Master 등의 영어 교과와 Math, Music 등의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교과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26> YBM ECC 예시 시간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ybmecc.com

2) 서강 SLP 

① 규모와 비용

65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교습비는 동대문점은 1,170,000원(유치부영어, 총 교

습시간 5,880분), 중랑점은 1,128,000원(유치부영어, 총 교습시간 5,880분) 등이다. 

② 교육이론

영어를 바탕으로 아동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고 홍보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의 학습적 목표를 고려한 인성교육은 물론, 영어몰입교육과 

초등연계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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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강 SLP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slp.ac.kr

특히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해서는, 2년 기준 2,000시간 이상의 영어집중노출을 통해 자연

스러운 몰입 학습을 하며, 이를 통한 이중언어 습득을 목표로 함을 기술했다. 

<그림 28> 서강 SLP 소개2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slp.ac.kr

<그림 29> 서강 SLP 소개3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slp.ac.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시간표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 

3) 원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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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모와 비용

분원은 총 45개이며, 총 교습비는 강서점의 경우 990,000원(유치부, 총 교습시간 5,460

분), 강동점의 경우 840,000원(유치부, 총 교습시간 5,600분)이다. 

② 교육이론

아동의 언어적,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5-7세까지 어휘, 

회화, 읽기, 쓰기 전 영역에 걸쳐 균형잡한 언어 발달을 지향한다. 

<그림 30> 원더랜드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wonderland.co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Vocabulary, Phonics, Conversation, Storybook 등의 영어 과목과 Math, Gym 등의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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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원더랜드 교육시간표 예시

자료: 학원 홈페이지 www.wonderland.co

4) 헤럴드스쿨 

① 규모와 비용

총 분원수는 32개로, 총 교습비는 돈암점의 경우 920,000원(총 교습시간 9,450분)이다.

② 교육이론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 이론에 근거해 모든 교과과정을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통합 교

육(Immersion education)을 지향한다. 또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인성, 지성, 

창의성, 체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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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헤럴드스쿨 소개

자료: 학원 홈페에지 www.heraldschool.co.kr

<그림 33> 헤렐드스쿨 소개2

자료: 학원 홈페에지 www.heraldschool.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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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Phonics, Story 등의 주과목과 Show&Tell, Math, Science 등의 부과목, Good 

Manners, Cooking Class 등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 헤렐드스쿨 과목 소개

자료: 학원 홈페에지 www.heraldschool.co.kr

<그림 35> 헤럴드스쿨 교육시간표 예시

자료: 학원 홈페에지 www.herald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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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이플베어 

① 규모와 비용

총 분원수는 11개로, 총 교습비는 분당점의 경우 1,020,000원(총 교습시간 4,725분), 용산

점의 경우 1,008,000원(영어회화 유아영어, 총 교습시간 6,720분)이다. 

② 교육이론

캐나다 공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이머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

니라 영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

로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그림 36> 메이플베어 소개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maplebear.co.kr

또한 이머전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 캐나다이며, 미국 27개 주의 400개 이상의 학교에

서 이미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언급하며 이머전 교육의 학문적 바탕을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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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메이플 베어 소개2 (이머전 교육)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maplebear.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구체적 프로그램은 명시되지 않았다. 

6) 밤비니교육센터

① 규모와 비용

분원수는 총 9개이며, 서초점의 경우 1,410,000원(중급영어, 총 교습시간 6,720분), 한남

점의 경우 1,292,500원(초급영어3 유아, 총 교습시간 7,245분)이다. 

② 교육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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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밤비니 소개1

기존의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이 주입식 교육의 틀 안에서 영어를 학문적으로만 접근

하여 단기적 성과를 보기 위해 암기식 교육을 한다고 비판하며,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

로 언어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LAD(언어습득장치)의 효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bambini.co.kr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밤비니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Global Leader을 위한 통합 교육

을 하며, 단기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Structure Language Approach와 아울러 모국

어로써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Whole Language Environment)을 제공하

며, 영어로 모든 영역의 인지 발달은 물론 인성, 창의성 등이 조화롭게 습득됨을 주장한

다. 또한 영어교육이 목표가 아닌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Global Leader 양성이 목표

임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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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밤비니 소개1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bambini.co.kr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비판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연령별 목표 수준 및 Log으로 5세의 경우 ‘모국어로서 

영어를 대하는 기본 능력강화’, 6세의 경우‘미 표준 교육과정(초등 1년과정) 돌입’, 

7세의 경우 ‘미 표준 교육과정(초등 1년과정) 마스터’,‘초등 2학년 과정 돌입’, 기

초 문법의 Structure 이해 등이 제시되어, 아동의 발달단계에 비해서 과도한 목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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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밤비니 연령별 목표 수준 및 Log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bambini.co.kr

또한 모국어로 접근하는 조화로운 접근이 중요하다며, 단기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Structure Language Approach와 아울러 모국어로써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

경(Whole Language Environment)을 적절한 연령별 수업 비중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Structure Language가 문법, 읽기, 쓰기 등 영어를 학습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예

상한다면, 이가 7세에는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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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밤비니 연령별 수업 비중

자료: 학원 홈페이지 http://www.bambini.co.kr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4-5세에는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의 교육철학 및 기법을 적용

해 감각, 수, 언어, 문화 등을 가르치며, 6-7세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수, 한

글, 문화 위주의 유아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을 통

합적으로 익혀 언어 구사력을 극대화한다고 한다. 

다. 영어학원 유치부의 교육이론 종합

첫째, 대부분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이머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

로 배울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미술, 체육 등의 모든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고 

원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머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강 SLP에서는 2년에 2000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되어 유아기부터 영어몰입을 통해 

Bilingual(이중언어)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밤비니교육센터에서도 이머전 교육을 통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Global Leader를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다. 또한 메이

플베어에서는 영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배우며, 헤럴드스쿨에서는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 이론에 근거해 모든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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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통합 교육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EFL 환경7)에서는 생활환경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기에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접하는 하루 6시간 정도만으로는 지속적인 영어 노출

이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가시적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영어 

어휘, 읽기, 쓰기 등의 강도 높은 학습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해 영어전문

학원에서 12년간 강사로 활동하며 교수부장을 역임한 김채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

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시설로 학부모를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아이가 학원을 다니

는 동안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 금방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

을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 원장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

에 학원 입장에서는 학부모에게 투자 효과, 즉 학습 효과를 확실하게 가시적으

로 확인시켜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 효과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

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영어책을 줄줄 읽어 내리는 모습을 통해 효과를

보여 주려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단기간에 아이가 문자

를 해득하는 것은 어디 쉽겠는가? 그러다 보니 6살짜리 아이에게 단어 암기,

쓰기 숙제, 스펠링 시험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영어 효과를 부모

에게 입증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채찍인 셈이다. 엄마들도

자신의 아이는 이제 ‘yellow, pink'와 같은 ‘초보적’ 단어나 배우고 있는 데 옆집

누구네 아이는 6살인데 영어책을 줄줄 읽고 영어 스펠링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

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2009년 영어사교

육포럼 1차 토론회 ‘어린이 영어전문학원 바로 이해하기’ 발제문 인용)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쉽지 않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다. 

둘째, 영어학원 유치부가 단순히 영어 습득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 외에 인성, 창의성 등

7) EFL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은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가 없는 한국, 일본 등을 말하

며, ESL환경(Engish as a Second Language)은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며 일

상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가 많은 환경, 필리핀이나 인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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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을 한다는 주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서강 SLP에서는 영어를 바탕으로 아동

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며, 헤럴드스쿨에서는 영

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인성, 지성, 창의성, 체력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고 홍보하

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과목으로 Music, Speech, P.E 등(YBM ECC), 인성을 길러

준다는 과목으로 Good Manners, Show&Tell(헤럴드스쿨)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과

목들 역시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학습 내용이 의도하는 인성, 

창의성 등의 덕목 보다는 영어로 진행되는 대화, 교재 등의 이해와 학습이 더 크게 다

가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대부분의 영어학원 유치부 교

육시간표는 Music, P.E, Good manners와 같은 과목은 일부를 차지할 뿐, 대부분의 교육

시간표는 Speaking, Writing, Phonics, Grammar 등 영어 관련 과목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영어학습 뿐 아니라 인성, 창의성 등을 골고루 길러준다고 

홍보하나, 이는 유아를 유치원 대신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위로하

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커리큘럼상 인성, 창의성 등을 길러주기 위한 장치

는 찾기 어렵다. 영어학원 유치부는 그 본질상 하루에 6시간 이상 영어교습을 하기 위

한 학원에 불과하며, 서울시교육청 학원업무편람에서는 이와 관련해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 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창의력 계빨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

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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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유아 대상 교구 및 교재의 교육이론 분석

1. 교재·교구 이용 및 비용 

교구를 이용하는 그룹을 살펴보면 개인·그룹 지도 형태와 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형태

로 크게 나뉜다. 

가. 개인·그룹지도 이용에서 교구 이용 및 비용

-교구 이용률

개인·그룹 지도 이용(방문교육)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과목은 교구 프로그

램으로 62.5%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음악, 미술로 각각 18~20% 수준이며 영어, 체육, 

한글이 10% 정도이다. 그런데 이 역시 아동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영아는 교구와 

한글 프로그램 비율이 높고 유아는 체육, 발레, 음악 미술의 비율이 높다.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2)

-교재교구비 비용

또한 개인 및 그룹지도에 의한 교재교구비는 30.9%가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지불하는 경우에 월 평균 48,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그룹지도 교육

비와 교재교구비를 합한 액수이다.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대표적 교육이론 분석.(이슬기)

- 41 -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2)

- 교재교구비 지출 비용 분포

또한 개인 및 그룹 지도의 교재교구비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9.1%이며 아이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  0세에서 3세까지 지출하지 않

는 비율이 높다가 4세에 증가했다 다시 5세에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교재교구비를 지

출하는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0세가 가장 교재 교구비 지출 비용이 높고 4세가 다음

으로 높다. 영아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지출 비용이 줄다가 유아 시기에 다소 느는 추세

로 볼 수 있다. 

개인·그룹지도에서 교재교구비 지출 비용 분포

교재교구 지출이용

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연령 58.3 33.3 22.2 13.3 36.8 26.7 30.9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가공

나. 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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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별로 살펴볼 때 특별활동에서 교재교구비를 이용하는 지불 아동은 유치원은 

21.8%, 어린이집은 9.9%, 시간제 교육기관은 14.8%를 나타낸다. 반일제 학원의 경우 교

재 교구비 이용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반일제 학원

이 교재 및 교구 이용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 교구 이용률을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보육시설별 교재 교구비 이용 비율

아동연령

보육시설별 지불아동의 특별활동에서 교재 교구비 이용 비율 (%)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제

전체 21.8 9.9 14.8

0세 - 1.1 39.5

1세 - 5.7 23.1

2세 - 9.5 21.1

3세 18.4 13.7 3.0

4세 21.1 14.3 13.4

5세 25.5 16.1 7.4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가공

보육시설별로 교재 교구비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23,900원, 어린이집은 

18,200원 시간제 교육기관은 21,500원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별 교재 교구비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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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상품명 교육이론

프뢰벨 영아를 위한 다중지능 토털시스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한국몬테소리

베이비몬테소리

Ⅰ 뇌기반 학습이론

(BBL)

몬테소리의 아동관과 과학관
Ⅱ

리틀 몬테소리 몬테소리 교육이론

토이방 길포드의 확산적인 사고

메르토이 가베 프뢰벨

기탄 기탄 토들러 몬테소리
몬테소리,

뇌기반 학습이론

아동연령

보육시설별 지불아동의 특별활동에서 교재 교구비 이용 비율 (원)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제

전체 23,900 18,200 21,500

0세 - 13,300 26,300

1세 - 15,400 14,900

2세 - 15,800 13,200

3세 27,600 19,900 12,400

4세 20,700 19,600 23,700

5세 23,900 19,800 24,200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가공

2. 교재·교구 교육상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가. 대표적 교재·교구 상품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교재교구 상품들은 인지도 높은 상품들과 교육이념이나 교육이론이 잘 드러난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각 상품의 교육이론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은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다. 

대표적 교재교구 상품의 교육이론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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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

웅진싱크빅

노리콩

대단한 오브레인 통합프로그램
뇌기반 학습이론

(BBL)
오감놀이상 스마트콩

플레이뮤즈

오르다 BELP WordWorld
몰프 기법

(Morph)

잉글리시 에그

Step1

결정적 시기

다중지능계발

비고츠키 이론

panda Books

Step2

Beaver Books

Step3

Monkey Books

CJ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팝 -

한솔 잉글리시빌리지 영어노출

헤르만헤세 뉴다중지능리틀북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1) 프뢰벨

① 영아를 위한 다중지능 토털시스템

이 상품의 이용 연령대는 0~2세 이며 표준보육과정 기반 통합발달을 위한 토털시스템, 

두뇌 발달, 감성발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가격은 교재는 59만원이고 교구는 88만원으

로 교구교재 가격은 147만원이다.

② 교육 가설 :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인간은 다양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능력은 보다 일찍 자극을 받을수록 다

양한 능력이 개발된다는 MI 이론에 근거해 유아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자 한다

고 밝히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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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 홈페이지

생의 초기에 적절한 자극으로 지능 발달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경험을 제

공해 줌으로써 타고난 지능 이외에 유아의 모든 지능이 고루 발달할 수 있게 프로그램

화 했다고 밝힌다. 즉, 기존의 5개 발달 영역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던 방식에

서 진일보한 모형으로서 8가지의 지능(언어, 논리/수학, 시각/공간, 대인관계, 개인이해, 

음악, 자연탐구, 창의력 문 열기)으로 구분하고 각 지능별로 하위 지능의 내용을 수집한

다고 밝힌다. 각 프로그램은 주 지능을 중심으로 2-3개의 하위지능을 통합적으로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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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유아의 8가지 지능을 고르게 자극해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몬테소리

■ 몬테소리 베이비

① 몬테소리 베이비

상품의 이용 연령대는 0~3세로 가격은 119만원이다. 

② 교육이론: 뇌기반 학습이론

무의식적 흡수기인 0~3세의 신생아기와 영아기에 5감각을 자극하여 영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통해 통합 발달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5가지 감각을 자극하여 영아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경
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한 인지 발달과 인격 형성을 완성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상, 감각, 언어, 수, 우주 5개 영역의 교구과 교재를 유기적
으로 연결하여 통합 발달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 베이비 몬테소리

① 베이비 몬테소리

연령대는 0~3세이며 아기의 통합적 발달을 도와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가격은 베이비몬

테소리Ⅰ은 58만원, Ⅱ는 62만7천원으로 120만 7천원이다. 

② 교육 가설 :  몬테소리의 아동관과 과학관, 뇌 기반 학습이론

몬테소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성장 발달 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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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영유아에게는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한다.

뇌 기반 학습이론에 따라 영유아기는 뇌의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출생후 20개월까지 성인 뇌의 70%가 발달되며, 7세까지 90%, 그리고 18세까지 100%가 

완성되고 그 이후 퇴화한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는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인사을 무의식적으로 잠재 의식 속에 저장하면서 두뇌를 발달시켜 나간다고 이야기 한

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몬테소리는 아기를 피동적인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베이비 

몬테소리에는 이러한 교육 철학이 녹아져 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과 기능

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기에게는 하나하나의 기관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단련하고 완성

해 가는 것이 발달 과제이다. 따라서 각 부분의 활동을 독립시켜 아기의 성장 발달 단

계에 맞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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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환경에서 받은 모든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영아기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의식적

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좋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입

니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흡수한 기본 능력을 통합시켜 세련되게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극

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아기가 타고난 내적 생명력을 믿으며, 아기

스스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 리틀 몬테소리

① 리틀 몬테소리

연령대는 3~6세이며 베이비 몬테소리 다음 연령대 프로그램으로 가격은 86만원이다. 

② 교육 가설 : 몬테소리

몬테소리는 3~6세를 '의식적 흡수 정신의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영아기에 

흡수한 기본 능력을 통합시켜 세련되게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극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품에서 소개하고 있다. 

몬테소리 상품소개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전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몬테소리 교육을 한국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접목

해서 '한국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몬테소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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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방

① 토이방

연령대는 0~6세이며 가격은 124만원으로 창의력 발달을 위한 상품으로 이야기 하고 있

다.

② 교육 가설 : 길포드의 확산적인 사고

확산적인 사고란 사고를 제한시키지 않고 또 개인적인 과거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완전

히 자유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력이 발달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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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발달되어 한다고 밝힌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서 블록놀이는 하는 프로그램

■ 메르토이 가베

① 메르토이 가베

연령대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한 창의성 개발 프로그

램으로 가격은 55만원이다.

② 교육 가설 : 프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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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은 일찍이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 유아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과 접촉하며 사물과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탐색하려

는 호기심이 강하고, 자발성과 창의성이 뛰어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아는 놀이를 할 

때 한 가지 놀이에 오랫동안 몰두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반복하였다. 프뢰벨은 유아의 이러한 특성에 맞는 놀잇감은 기본적인 형

태를 지닌 아주 단순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베'를 고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유아의 학습 원리에 맞춰 구성하였고, 유아의 변별력과 논리, 수학적 사고력을 발달시켜 

주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자발적인 활동 충동, 표현 충동, 창조 충동을 만족

시켜 주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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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탄 교육

① 기탄 토들러 몬테소리

연령대는 0~3세이며 방문판매없이 엄마의 몬테소리 교수법에 맞춰 교육하는 프로그램으

로 말하고 있으며 가격은 52만원이다.

② 교육 가설 : 몬테소리, 뇌기반 학습이론 (BBL)

1천 억 개 뇌세포, 36개월까지가 좌우, 뉴런이라는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는 한 뉴

런 당 1,000~100,000개 정도 되는데 36개월까지 150~200%를 만든 다음 사용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냅스는 가지치기 하여 정교한 뇌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몬테소리 정신과 이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며,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

는 감각 교육을 통해 두뇌를 골고루 자극하여 각 영역이 고르게 발달될 수 있도록 구성

된 가장 과학적인 감각 교구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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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웅진싱크빅 노리콩

① 노리콩

웅진싱크빅에서 몇몇 교재교구 상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연령대는 0~7세까지 연령대별로 

구성하여 상품을 출시했다. 가격은 오브레인 통합 프로그램은 15만9천원, 스마트콩은 69

만3천원, 플레이뮤즈는 54만원이다.

② 교육 가설 : 뇌기반 학습놀이

생후 3년간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 하며, 4두엽이 골고루 발달하고 대부분

의 시냅스가 형성되어 뇌 전반에 걸친 기초공사가 이루어진다. 오감을 통해 전달된 감

각은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달되면서 발달한다고 설명한다. 뇌에는 3개의 층

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뇌 발달에는 가소성과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시냅



프뢰벨, 가드너 등의 영유아 사교육 상품 교육 이론을 분석한다.

- 56 -

스의 연결구조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두뇌 발

달을 돕는 놀이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학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전자교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놀이하듯 활동하

며 적극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유도, 다양한 형태와 영역의 컨텐츠와 결합하고 놀이수업

과 연계되도록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집에서 하는 놀이학원 프로그램이라

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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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르다

① BELP WorldWorld

연령대는 4~8세이며 Early Emergent Literacy Enhance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한 

Balanced English Literacy Program(BELP)이다.

② 교육 철학  : 몰프(Morph) 기법

몰프는 이미지에 집중하는 우뇌발달 시기에 영. 유아들이 글자들이 모여 사물로 변하는 

시각적인 노출과정을 통해 글자=단어=사물을 통문자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 개발된 

독특한 영어학습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문해능력을 키워주는 7 Literacy Skills과 미국 6개 대학의 연구기관에 의해 검증되었다

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아동기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게임, 노래 챈트로 구성된 

씨디로 아동이 흥미를 갖고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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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잉글리시 에그

①잉글리시 에그

연령대는 0~6세이며 영유아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스토리텔링 영어 프로그

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격은 302만 2천원이고 월별 수업을 받을 경우 매달 8~12만원

씩을 낸다.

② 교육 가설 :  결정적 시기, 다중지능이론, 비고츠키 이론

‘언어가 사고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며, 서로의 발달을 촉진 시킨다"는 말처럼 비

고츠키는 아이의 사고형성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고츠키의 교육이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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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또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강조하고 있고 언어를 배우는데 결정적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영유아기의 성장발달과 일상생활을 고려하여 영어를 친숙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단

계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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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J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팝

① 잉글리시팝

연령대는 만 3세~5세이며 엄마표 영어 학습이 되도록 상품화 했으며 가격은 59만 5천원

이다.

② 프로그램

특별한 교육이론을 내어놓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 어린이 도서관용 출판사인 Capstone과 

영유아 라인의 독보적인 출판사인 Blue Apple의 도서로 구성된 영어교재를 사용하여 상

품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한 소재로 영어에 익숙해지고 발화에 흥

미를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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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솔 잉글리시빌리지

① 잉글리시 빌리지

연령대는 만 2세~4세이며  Rozanne Lanczak Williams의 스타작가 및 Kevin Waldron의 

볼로냐상을 수상한 그림작가로 구성한 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은 74만 

7천원이다.

② 교육 가설 : 영어 노출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을 가지려면 최소한 2,500시간 영어에 노출이 되어야한다고 이

야기하며 18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유아에게 영어를 일찍부터 꾸준하게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매일매일 하루종일 영어노출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교구와 교재 등을 활용하여 영어 놀

이 수업을 통해 표현력을 기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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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르만헤세 뉴다중 지능 리틀북스

① 뉴다중지능 리틀북스

교재와 교구의 연계 학습으로 우리아이를 영재로 만들어주는 영유아 통합발달 교육프로

그램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교육 가설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인간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력을 8가지 지능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하여서 자극과 계발을 통해 8가지 영역의 

지능을 고르게 발달시키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교육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인간 두뇌의 80퍼센트는 5세 때까지 완성된다고 교육이론을 설명하며 두뇌가 빠르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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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영유아기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극을 제공해주어야 전인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교재교구의 교육이론 종합 : 다중지능이론, 뇌 기반 학습이론, 몬테소리, 프

뢰벨 교육 이론 중심이며 지능 발달을 위한 교재교구 상품들이 많이 출시

영유아 교재교구 상품을 살펴보면 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나 뇌 기반 학습이론, 

몬테소리 및 프뢰벨의 교육 이론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영유아 시기에 연령별, 월령별 발달 단계에 따라 지능 및 감성 계발이 필요하다

고 설명을 하고 있다. 교재 교구 상품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지능과 감성 계발 모두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능 위주, 뇌발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기교육

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 영어교육 상품도 다양한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태블릿 PC)와 멀티 학습기기(대표적 예: 비디오펜)를 통해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기

기 보급을 통해 학습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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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교구 상품 이론 홍보에 있어서 주된 전략은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

습 위주를 통해 지능 발달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영역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과

학적 근거 및 교육 이론에 기반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업계에서 출시한 상품들이 유아교육전문기관이나 대학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재 교구만을 통해서 다양한 영

역의 감성과 지능을 계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다중지능이론에 있어서 신체운동지능, 개인이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연탐구 지능 

계발이 과연 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점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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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교육이론 정리 및 비판

1. 영어학원 유치부의 교육이론 : “어릴수록 자연스럽게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 

가. 교육이론 정리

나이가 어리면 외국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주로 

Chomsky, Penfield, Lenneberg 등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Chomsky에 따르면, 인간에게

는 생득적으로 언어습득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어 선천적으로 언

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며, LAD는 1~6세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므로 이 시기에 

아동이 언어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만 하면 몇 개의 언어라도 모국어와 같이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Penfield(1959)는 어린 시기의 뇌조직은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나 사춘기 이후에는 대뇌의 언어 영역이 경직되기 때문에 언

어 습득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Lennegerg(1967)은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어, 인간의 두뇌가 성장하면서 특정 기능이 뇌의 특정 부분에 할당되는 현

상인 두뇌의 편중화 현상(또는 편기, lateralization)은 2세경이 시작되고, 언어와 관련된 

편중화 현상은 사춘기에 완성되므로 대체적으로 만 10세 이전에 제2언어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신동주, 2007))

또한 Mackey(1965), Oliva(1969), Rosansky(1975) 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다음 제2언

어를 시작하면 기능 습득에 앞서 언어 자체를 분석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말하는 것

을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릴수록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쉽게 모방

하고 재현할 수 있으며, 자아의식의 형성이 아직 미약하므로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하게 

제2언어를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덜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

고 한다. (신동주, 2007)

나. 교육이론 적용의 비판

그러나 위와 같이 조기언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영어를 외국어

로서 배우는 환경(EFL)이 아니라 영어가 지역사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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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우는 조건(ESL)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입장들이 조기영어교육을 촉발하는데 자극제가 되었

으나, 이는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며 실험적 연구에 의해서는 거의 지지되지 않

고 있다.(전예화, 2003) Olson과 Samuels(1973), Stern(1983)의 경우 ESL과 같이 자연스러

운 환경이 아닌 학교의 교실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나이가 어리면 불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Cummins(1979)에 의하면 

ESL환경과 EFL환경에서의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ESL

환경에서의 제2언어는 언어형태에 의식적인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지적인 것이 덜 

요구되는 언어이나 EFL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한다.(신동주, 2007)

특히 영어몰입교육의 원조로 자주 인용되는 캐나다에서 조기 불어 몰입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들에게 불어 몰입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시기가 어린 시기(유치원~1학년)인 집단과 늦게 시작하는(7학년) 집단 

간의 제 2언어로서의 불어 능력을 비교하였는데,(Harley, 1986) 연구 결과 어린 시기에 

시작한 어린이들이 약간 우수했지만 전반적 언어 능력 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

니었다. 조기 몰입 학생은 청각/구술 측정에서 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해와 

관련된 과업에서는 더 잘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몰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연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전예화, 2003)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영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남희, 서유헌, 강영은(2002)은 만 

4세와 7세의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였을 때 두 집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7세가 월등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인 학습분위기에서, 학습이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주의집중을 하는 7세아들에게 교사가 훨씬 많은 것을 가

르칠 수 있었고, 산만한 4세아들에게는 영어수업 자체보다도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

고 산만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귀옥, 우남희(2008)의 연구에서는 모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는 결론을 도출했다. 유치원 만 5세반 유아 113명과 부모 87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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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를 분석했는데, 유아의 전체적인 모국

어 수준과 영어 수준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 

수준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남희(2007)는 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영어유아학원 각 1개원으로부터 선정된 57

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능, 창의성 발달 정도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영어교육 경

험이 많은 영어유아학원의 유아들이 언어창의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영

유아 영어사교육으로 인해, 지적 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언어창의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연령대가 높고 모국어 수준이 높은 아동이 영어교

육효과를 보이며, 영어학원 유치부에서의 영어교육 경험이 언어창의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즉, 영어학원 유치부 등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EFL환경에서는 결정적 시기, 생득적 언어

습득장치 등의 이론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들며, 조기외국어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부

정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가설이 사회 전반에 유포되어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2. 놀이학원의 교육이론: “놀이학원 프로그램은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여러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켜준다.”

가. 교육이론 정리

다중지능이론.(MultipleIntelligencesTheory)은 Gardner가 1983년‘Frames of Mind'에서 제

창한이론이다. 다중지능이론은 서구사회의 가치관과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에서 출

발하고 있다. Gardner(1983,1993)는 IQ검사가 인간의 능력을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며, 인

위적 과제를 극히 짧은 시간에 필답고사형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제대

로 측정해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능력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

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을 주로 언어적 논리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필답검사 형

태로 측정하는데, 이는 단지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는 편협한평가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균형잡힌 지적교육은 물론 조화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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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Gardner는 비판한다. (이승희, 2012)

그리하여 Gardner는 모든 인간의 아홉가지의 독특한 지능을 소유한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의 지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인간능력에 대한사고를 확장시킬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능들은 비교적 서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영

역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지능이 높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없고, 따라서 

전통적 심리학자들이 지능을 단일한 실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육자들이 학생들

을 똑똑한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 

영역에서 천재도 다른 영역에서는 열등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희, 2012)

이에 따라 Gardner(1993)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서로 독립적인 아홉가지 분야로 구분지

어 각 분야에 대응하는 지능으로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

능, 신체운동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지능, 자연주의적지능, 그리고 실존지능을 제

시하고 있다. 

나. 교육이론 적용의 비판

다중지능이론은 특정 지적 능력에만 국한해 인간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한국 교육현장

에 많은 시사점을 주며,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학교교실 현장에 

적용한 여러 연구들(김성봉, 2004; 박희숙, 2004 등)이 긍정적 교육효과를 발표한 바 있

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대상 놀이학원에서 차용하고 있는 다중지능이론은 그 구현방식

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IMF이후 교구시장의 침체로 교

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던 것이 놀이학원의 초창기 모습이며, 이것이 발

전한 것이 놀이학원이라고 한다. 놀이학원의 태생 자체가 교구판매를 위한 상업적 의도

로 시작되었으며, 사교육기관이기에 근본적으로 앞서나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놀이학원에서 6, 7세아의 영어학원 유치부 이탈

을 막기 위해서 영어유치원 수준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중지능이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을 지닌 학

습자 개인이 존중되며 개별 수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나, 대부분의 놀이학원은 프로그

램 중심의 집단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사색하고 싶은 아이에게

는 사색의 시간을,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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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수업 중심의 구조에서 이러한 자

율성은 불가능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과목별 분류 

없이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모든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이 우선임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놀이학원은 아동 관리, 학

부모 요구 등으로 인해 꽉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다분히 학습적 의도가 있는 프

로그램으로 진행되기에 정작 아동에게 ‘놀이’로 인식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3. 교재·교구 상품의 교육이론: “프뢰벨, 몬테소리의 교육철학을 차용

했다.”

가. 교육이론 정리

19세기 이후에는 프뢰벨(1782-1852)은 세계최초로 유치원을 창설자이며 교재·교구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면에서 최초의 

교재·교구인 은물을 고안하였다. 또한 몬테소리(1870-1952)는 장애우가 정상아이들처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구를 만든 것이 시초이며 감각교육을 매우 중요시하

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 교육이론 적용의 비판

현재 프뢰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교육상품은 교육자 이름을 내세워서 상품을 개발한 

것이지 프뢰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한 프뢰벨의 <자연관찰>

이라는 전집을 통해 한국에 보급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물 시리즈가 만들어진 것

이다. 프뢰벨의 이름을 빌려 상품이 제작된 것이고 다른 영유아 교육상품에도 프뢰벨의 

교육 철학을 붙여서 상품이 개발된 경우이지 프뢰벨과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다.

몬테소리의 경우 당초에 몬테소리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교육임에도 현재 한국에서 몬테소리 교육법은 영재교육을 위한 교

재교구로 변질되고 학부모들도 영재교육 혹은 조기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전집에서 프뢰벨과 몬테소리 여사의 이름이 안 들어 간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익숙한 교육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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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년간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출생후 1천 억 개 뇌세포, 36개월까

은 출판사와 교재 교구사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뢰벨과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교육 상품 소개 예시

4. 교재·교구 상품의 교육이론: 뇌기반 이론(BBL)“영유아시기에 뇌가 

완성되므로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한다.”

가. 교육이론 정리

현재 국내 영유아 교육 상품에 제시하는 뇌기반 이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대체적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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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좌우, 뉴런이라는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는 한 뉴런 당 1,000~100,000개

정도 되는데 36개월까지 150~200%를 만든 다음 사용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

는 시냅스는 가지치기 하여 정교한 뇌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이 시기에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뇌세포가 완성되는 시기에 따른 것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대부분이 영아 시기에 뇌
세포가 대부분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뇌기반 이론에 근거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뇌 기반 교육은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교육학과 뇌 과학 두 학문간의 

융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신경과학으로도 불리운다(Jensen 2007).  뇌기반 교

육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교육학 분야에서 Wolfe, Sousa,Kovalik, Jensen 등에 의해 생

겨났다. 이들은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두뇌의 인지적 기능을 교육 현장에 적용

하기 위한 최선의 실제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뇌 기반 교육은 뇌 발달의 결정적 측면과 가소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영유아기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가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밝히며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이 인생 전반의 발달에까지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헨슈 다카오, 2008; 

Andersen,Tomada,Vincow,Valente,Polcari, &Teicher,2010; Chungani,1997; Diamong 

&Hopson,1998;Eliot,2000; Fox & Rutter, 2010; Gopnik, 2001; Gunnar, 1996; Hannaford, 

1995; Lidza& Staudt, 2008; Markowitch & Siefer, 2007; Nelson, 1999; Ratery,2001; Shore, 

1997; Short, Lubach, Karasin, Olsen, Styner,Knickmeyer,Gilmore, & Coe, 2010).

나. 교육이론 적용의 비판

하지만 교육학 분야에서 뇌 과학 연구에 기초한 교육의 원리나 방법이 논의되는 것이 

초창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뇌의 학습 기제에 역행하는 교육활동의 예

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김성일, 2006a;신종호, 조영환, 이규민, 이현주, 2006). 즉, 현장

에 제공되고 있는 뇌 연구를 기반으로 한 양육서나 프로그램들은 뇌 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과잉 일반화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

종 일어나고 있다(Goswami, 2004). 많은 부모들로 하여금 3세 이전 시기가 시냅스 형성

에 결정적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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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영아기부터의 조기교육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이다. 또한 우뇌형, 좌

뇌형 학습자 등의 오(誤)개념이 만연하게 되었고(김성일, 2006a), 아동의 언어발달을 자극

하는 기술, 초기 지적 발달을 극대화하는 기술, 편협한 조기자극 등 근시안적 교육상품

이 검증 없이 부모들을 현혹하게 만들었다(박병희, 2000).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 제공

된 뇌 기반 교육이 아이의 뇌 발달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

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똑똑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만 

여겨지게 된 것이다.

잘못된 뇌 기반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김성일은 지금까지 뇌 과

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 Bruer(1999) 또한 교육학이 뇌 과학 연구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을 단순히 발췌하는 

수준으로만 사용해왔다고 지적하였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적 제안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해, 뇌 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깊은 

이해나 통찰 없이 잘못 해석되고, 성급한 적용이 오히려 뇌 발달에 역행하는 교육활동

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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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발제문에서는 학원, 교재, 교구 등 대표적 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을 분석하고, 주로 

인용되고 있는 교육이론을 결정적 시기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몬테소리와 프뢰벨

의 교육철학, 뇌기반학습이론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교육시장에서는 속독 이론 등의 교육이론이 휩쓸

고 지나간 적이 있다. 교육학 이론들이 연구되어 매스컴에서 알려지면, 사교육시장에서 

이를 상품으로 적용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는 것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것이 사교육시

장의 매커니즘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시장은 수익화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창출되지 않는 환경

은 사교육시장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이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상품에 투자한다면, 다양한 사교육상품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단기적 효과

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학 이

론의 왜곡는 쉽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다중지능이론은 지적 능력만을 측정하는 IQ검사와 교육현실을 비판하며 생겨

났지만, 놀이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중지능이론은 ‘모든 영역을 잘

하는 아이’를 위해서 프로그램화된 수업을 집단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몬

테소리와 프뢰벨의 교육철학 역시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교재나 교구로 길러질 수 없는 

가치와 철학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가치와 철학은 사교육시장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뇌

기반학습의 경우 영유아의 뇌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과 

조급증이 그 자리를 대체해 버렸다. 또한 결정적 시기 이론 등은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

이 많은 부분이며, EFL환경에서 가능하다고 검증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에서 볼 때, 무

조건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교육시장에서 주장하는 교육이론은 실제 프로그램화된 

사교육상품에서는 구현되기 쉽지 않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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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듯한 이론으로 포장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조급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해당 교육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교육이론과 관련된 상품

홍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영유아 시기가 잠재력이 크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주어야 한다는 불안에 빠

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개선

되어야 하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 사교육상품이 해당 상품과 관련없는 교육이론을 상품 홍보를 위해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과장광

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유아교육학

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적 발언을 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과대과장광고 여부가 밝혀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당

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학 가설의 올바른 적용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정보 공유 운동이 필요

하다. 사교육시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가정과 일상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몬테소

리와 프뢰벨의 교육철학 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식이 무엇일지,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

춘 정보가 확산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가 잠재력이 무한한 시기라는 것이 사교육시장이 디딜 발판이 되지 않도록, 

영유아시기를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영유아기 중요성

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영유아기의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계성의 부각은, 부

모들에게 영유아기에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전달되기 쉽다. 이러한 맹점을 상

업성이 이용하여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발달 연구를 인용하며 영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부모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수단

으로 이용해 왔다. (이명순, 2007) 그러나 살아가는 매 순간이 중요하며 영유아기를 잘 

보내는 것은 그 시기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며 삶에 있어 어느 시기를 위해서 잘 보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경험은 무엇을 위한 준비로 바

라보지 말고 그 자체로서의 영유아 자신의 역동성의 발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인

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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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상품에 나타난 유아교육 담론 해체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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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 가드너 등의 영유아 사교육 상품 교육 이론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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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 분석에 대한 논찬(박재원)

- 83 -

제1논찬

영유아 사교육 상품의 교육이론 

분석에 대한 논찬

박재원 (행복한 공부 연구소 소장)



프뢰벨, 가드너 등의 영유아 사교육 상품 교육 이론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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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상품의 교육이론 분석에 대한 논찬(김수진)

- 85 -

제2논찬

영유아 사교육 상품의 교육이론 

분석에 대한 논찬

김수진 (학부모)



프뢰벨, 가드너 등의 영유아 사교육 상품 교육 이론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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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6차 토론회

9/24(화) 오후 3시

유치원 등 누리과정, 

특별활동의 ‘수학’ 

내용의 초등 교육 선행 

여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논찬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논찬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정연숙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논찬

7차 토론회

10/1(화) 오후3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사립초등학교의  과잉 

영어 교육의 실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논찬

장주미 (초등학교 교사) 논찬

이진화(교육부 영여교육팀 사무관) 논찬

8차 토론회

10/29(화)

오후2시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지원 현황 분석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 발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논찬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논찬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논찬

왕현자 (어린이집 원장) 논찬

9차 토론회

11/13(수)

저녁7시

‘정신과적 영향 

차원’에서 살펴본 

영유아 사교육 학습 

효과 및 문제점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발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부미 (경기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논찬

박진균 (소아정신과 전문의) 논찬

10차 토론회

11/26(화)

오후2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언론매체별 영유아 

사교육 유발 현황 및 

실태분석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전홍주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염지숙 (건국대 글로컬캠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심정아 (학부모) 논찬

11차토론회

12/10(화)

오후2시

사교육 상품의 주요 

교육 가설 타당성 분석 

점검 (프뢰벨, 

몬테소리,가드너 등)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발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박재원(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 논찬

김수진(학부모) 논찬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조사연구 11회 연속토론회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