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entation Summary 

프레젠테이션 요약 

 

Title/TOPIC 

전체 주제 

“Italian Preschool’s Emergent Curriculum” 

이탈리아 유아교육 기관의 발현적 교육과정 

Summary 

내용 요약 

 

In this session a particular expression of the Emergent Curriculum will be 

presented, put into practice in a network of schools in the territory of the 

Bassa Reggiana district, in the Province of Reggio Emilia.  

The fifty-year history of these preschools takes inspiration from 

excellences such as the experience of the preschools in Reggio Emilia but 

continuously dealing with contemporary educational issues. 

A particular sensitivity the territory of the Bassa Reggiana has develop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have characterized the evolution of this 

preschool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with diffe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alities.  

Bassa Reggiana preschools’ former director is now consulting IBE-UNESCO 

on the development of prototypes of polic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urricula.  

 

레지오 에밀리아 지방의 바싸레쟈나 지역 학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여지는 발현적 교육과정의 특별함이 다루어집니다.  



50 년간의 역사를 가진 이 유치원들은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치원의 경험과 

같은 우수성에서 영감을 얻지만 현대적인 교육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싸레쟈나의 지역적 특성은 다양한 국가 및 다양한 국제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서 유치원 시스템의 진화되며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바싸레쟈나 유치원의 전 이사는 현재 영·유아 교육 및 커리큘럼을 위한 

정책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IBE- UNESCO 에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Title 

세션1 주제 

 

“Project Work Approach for Social Constructive Knowledge.” 

지식의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 접근 

 

 

Summary 

내용 요약 

 

Learning processes are strongly connect to the context where we live our 

experiences and the more significant they are the more we learn.  

A significant experience happens when we are involved, when our curiosity 

is actively stimulate, when we live pleasant moment.  

These kind of experiences bring richer, deeper, faster, long-lasting 

learning.  



Emergent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a way of planning 

curriculum that focuses on being responsive to children’s interests but it is 

also connects to adults ideas and focuses of research.  

This circular way of listening and developing project path is a powerful 

dynamic for holistic learning.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way to developing an annual project path 

that involves the whole work team of the preschool and the environment 

itself.  

Starting from the observation of the first moments of pla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spaces and materials up to the proposals 

and learning contexts prepared by educators and teachers to foster the 

knowledge-building experiences through comparison, research, questions 

and family involvement. 

 

학습 과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의미가 

있을 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있는 경험은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호기심이 활발하게 자극 될 때, 우리가 즐거운 순간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풍부하고 깊으며 더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학습을 가져옵니다. 

영·유아 교육에서의 발현적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흥미에 반응하는 데 

중점을 둔 커리큘럼의 방식이지만 성인들의 아이디어와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경청과 개발의 순환방식은 총체적 학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발표 내용은 환경 및 유치원의 전체 작업팀이 포함된 연간 프로젝트 

과정이 발전되어가는 방법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놀이의 첫 순간의 관찰로부터 시작되어 어린이, 공간 그리고 자료의 

관계부터 비교, 연구, 질문 및 가족 참여를 통해 지식 구축 경험을 기르기 

위해 교육자와 교사들에 의해 준비된 제안 및 학습상황에 이르기 까지를 

말합니다. 

 

Title 

세션2 주제 

“Preschool as a Relational System: Spaces and Material that Support 

Learning Processes” 

관계적 시스템으로서의 유치원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공간과 머티리얼 

 

Summary 

내용 요약 

 

The school is a relational system in which wellness is strongly related with quality 

of relationship among parts of the system.  

The preschool is composed by different subject: children, teachers, parents, spaces 

and materials.  

All these subjec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aily learning experiences.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hat school’s spaces and materials are flexible, open 

to the changes that children and the times they live in can bring, that can be 

modified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path. 

The presentation will illustrate the qualities and uses of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From recycled materials to digital tools. From constructive toys to natural materials. 

Great attention is paid to those materials that can be defined as “open materials” 

because they can be transformed, they stimulate children's thinking and creativity.  

학교에서 웰빙(잘 지내는 것)은 시스템의 부분들간의 관계의 질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에 학교는 관계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 교사, 부모, 공간 및 자료와 같은 다양한 주체로 구성됩

니다. 

이 모든 주체들은 매일의 학습 경험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의 공간과 자료는 유연 해야 하며, 어린이와 그들의 생

활 시간의 변화에 개방적이며 프로젝트 과정의 발전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료의 질과 사용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

다.  

재활용 재료에서 디지털 도구까지. 쌓기 장난감에서 천연 재료까지.  

"오픈 머티리얼" 로 정의 될 수 있는 재료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인데, 

이러한 재료들은 변형 될 수 있고 어린이의 사고와 창의력을 자극하기 때

문입니다.  

 

Title 

세션3 주제 

“Project Examples from Infant Toddler Center and Preschool.” 

프로젝트 사례: 영·유아 센터와 유치원의 프로젝트 사례 



 

 

Summary 

내용 요약 

 

Two project from an infant toddler center and a preschool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through the documentation created.  

The documentation of the experiences developed by the children is a work 

strategy that supports the learning processes, allows children to review the 

experiences and to remember them.  

Teachers and educators can draw important reflections through the 

documentation. Moreover, the documentation is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for the families as it allow them a focused and aware 

participation. 

 

영·유아 센터와 유치원의 두 프로젝트가 작성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발표되고 논의됩니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전된 경험의 다큐멘테이션은 어린이들이 경험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학습 과정을 지원할 작업 

전략입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큐멘테이션은 가족이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의사 소통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