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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보육교사들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영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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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Young-Tae Kim1*

1Dept. of Childc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과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

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I시에 소재한 비보육교사 239명을 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 하여 첫째,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교육신념은 성숙주의가, 보육헌신에서는 교육애가, 교사효능감은 교
수 략과 학생참여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유아교사들의 교육신념과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보육교사의 역할과 요성을 인식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하여 교사효늠감이 형성될 수 있는 보육교사교육과 문성인식에 한 내실화를 마련하는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desires to examine the factors of educational beliefs and child-care commitment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To achieve such study purpose, a questionnaire was used targeting 239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I City. For response results, first,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ppreciated a belief 
for maturity in educational beliefs, educational love in child-care commitment, and teaching strategy and students’ 
participation in teacher efficacy the most. Second, there is a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in educational beliefs,
child-care commitment,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hird, educational beliefs and child-care
commitment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eacher efficacy. Through such study results,
it is thought that role and importance of child-care teachers are appreciated, and various studies should be proceed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for professionalism awareness of child-care teachers for improvement of fine child-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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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첨단과학의 발달에 따른 속한 사회변화는 다양한 

가족구조를 양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를 가속화 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 으로 가정에서 책임지던 

자녀양육과 교육을 국가와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환하

게 되었고, 양질의 유아교육기 에 한 요구가 차 높

아지게 되었다[1].
국가통계포털[2]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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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의 어린이집은 43.742개소이다. 이는 10년 인 
2005년 28,367개소 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집이 증가된 
수치이다. 어린이집의 증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
아와 보육교사의 양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양 인 증가는 보육시설의 양  증가는 

사회  요구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에서 바람직

한 방향이나 보육 인력의 문성, 보육과정의 내실화, 보
육 시설의 기  강화와 같은 질 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보육의 질  수 에 한 리가 요한 

문제로 제기되고[3], 더불어 유아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
스에 학부모들은 보다 많은 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

는 실이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보육교사의 문성을 일 되게 강조하

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육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역할이 

요하기 때문이다[4-6].
유아들은 하루 시간의 부분을 보육기 에서 보육

교사와 지내기 때문에 질 인 보육을 해서는 보육교사

의 역할과 태도가 더욱 요하며[7], 이처럼 교사의 교직
에 한 태도 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효율 으로 가르

칠 수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에 한 신념이 바로 교

사효능감이다[8].
보육의 질을 알아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육교사 효능

감은 교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유아에게 최고의 교
육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유아에
게 최상의 정 인 보육 효과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확

신하는 요인이다[9].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
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한 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 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1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11-14].
보육교사는 교육에 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요한 

인 환경으로서 유아들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

할 때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으며[15], 보육교사들의 실
제 인 역할수행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요한 향

을 미치며, 이는 보육의 질  수 을 보장하는 요한 요

인이며[16-1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성과가 향상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와 조직에 더욱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한, 교수효능감은 기
되는 상황 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

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한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해 가치

를 느끼고 유아의 학습에 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

육목표 달성을 해 노력한다[11].
한, 교사의 행동에 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 자신에

게 있으며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기술보다는 교사

가 가진 신념체계와 같은 질  변인이 교육실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며[20], 이러한 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태도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

며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요한 향을 미

친다[21].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행 는 유아가 어떻

게 학습하고 발달하는가에 한 교사의 신념을 반 하

여, 실제 교수행 의 개선을 하여서도 교사의 신념을 

악하는 것이 효과 이다[22].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요한 요인은 

인  구성원인 보육교사로서[23], 보육의 질은 교사로서
의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교사의 문성과 직결된

다고 하 다[24]. 이러한 문성을 보유한 보육교사는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일체감, 애착심, 애
정, 심, 충성도를 갖게 되며 이는 보육교사로 하여  

헌신으로 연결되게 된다[25].
보육교사에게 보여 지는 보육헌신은 보육교사로 하여

 가르치는 일에 한 문 인 의식과 가르치는 일 자

체에 한 사명감을 갖게 하고, 유아 개개인을 인격체
로 우하며 그들의 성장을 해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갖고 근무시간을 월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의 정 인 순

환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23].
보육교사와 함께 하루일과를 보내는 유아는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 가치 , 태도, 인생 에서부터 행동, 
정서 등을 배우며, 유아의 정서발달과 성격형성에 지

한 향력을 미친다[26]. 따라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를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시 에서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과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이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장차 보육교사로서 보육 장에서 결정  역할을 담당

할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의 
인식수 을 악하고, 이와 더불어 교육신념과 보육헌신
이 교사효능감과의 련성을 알아 으로써 보육교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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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연구목 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육교사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

감에 한 인식수 은 어떠한가?
둘째, 비보육교사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

감은 어떠한 계가 있는가?
셋째, 비보육교사의 교육신념, 보육헌신이 교사효

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I시에 소재한 학에서 보육을 공
하는 비보육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하

고 조를 얻어 조사 상자들에게 조사내용에 해 설명

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미리 작성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
4년 10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응답자 250명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11부를 제외한 
239부가 분석 상이 되었다.
연구 상 비보육교사들의 사회 인구학  특성을 살

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25 10.5

Female 214 89.5

Grade
Grade 1 58 24.3
Grade 2 87 36.4
Grade 3 94 39.3

All 239 100

2.2 연구도구

2.2.1 교육신념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을 알아보기 하여 Verm
a[27], Peters[28]가 제시한 교육신념 질문지를 참고하여 
Kwon[29]이 개발한 설문지를 Oh[30]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Lee[31]가 보육교사들에게 한 문

항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교육신념은 교육에 
한 신념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행동주의, 상호작용

주의, 성숙주의 3개의 하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문항은 5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 요

인별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교육신념 정도가 요함을 

의미한다[Table 2].

2.2.2 보육헌신

비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을 측정하기 하여 Ro [32]
가 개발한 ‘교직 헌신 질문지(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 CTQ)를 Kim[23]이 보육 장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 다. Kim[23]이 사용한 보육헌신 척도
를 Kim[33]이 보육교사의 보육헌신 척도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보육교사의 보육에 한 헌신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문성, 교육애, 열정으로 3개의 
하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  Like
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 요인별 문항의 수가 높

을수록 보육헌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2].

2.2.3  교사효능감

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해서 Tsch
annen-Moran과 Woolfolk Hoy[34]에 의해서 개발된 축
소  교사효능감 척도(sence of teacher-efficacy)를 Kim
[35]이 한국 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Park[36]이 
비유아교사와 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맞추어 수정하

으며, 문항수정은 유아교육 문가 2인과 장 문가 7
인과의 내용타당도를 의하여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교사효능감 척도는 학생참여, 교수 략, 학 리

로 3개의 하 요인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 요인별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교직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Table 2].

Table 2. Question composition and credibility
Spec. N Cronbach's α

Educational 
beliefs

Behaviorism 5 .84
Interactionism 5 .86

A belief for maturity 5 .90
All 15 .92

Child-care 
commitment

Professionalism 5 .78
Educational love 5 .89

Passion 5 .83
All 15 .92

Teacher 
efficacy

Students’ participation 4 .82
Teaching strategy 3 .79

Classroom Management 4 .83
All 1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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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하 고, 변인별의 인식수
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한, 
신뢰도 검증을 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 고, 보육
헌신, 교육신념, 교사효능감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각 하 요인별 계를 알아보는 률상 계수를 구하

다. 그리고 보육헌신, 교육신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의 인식수준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에 
한 인식수 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첫째, 교육신념
에서는 하 요인  ‘성숙주의’가 가장 높은 4.0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호작용주의’가 3.91로 나
타났다. 둘째, 보육헌신의 하 요인에서 ‘교육애’가 4.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문성’은 3.96, 
‘열정’은 3.83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효능감의 하 요

인에서는 ‘교수 략’이 3.8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학생참여’가 3.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하는 교

육신념에서는 성숙주의, 보육헌신은 교육애가, 교사효능
감에서는 교수 략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보육교사들은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
능감에 해 보통 이상의 수 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보여진다.

Table 3. Cognition level for each factor
Spec. M SD

Educational 
beliefs

Behaviorism 3.44 .70
Interactionism 3.91 .61

A belief for maturity 4.03 .65
All 3.79 .57

Child-care 
commitment

Professionalism 3.96 .59
Educational love 4.06 .60

Passion 3.83 .58
All 3.95 .53

Teacher 
efficacy

Students’ participation 3.81 .61
Teaching strategy 3.83 .65

Classroom Management 3.63 .75
All 3.76 .60

3.2 상관관계 검증

비유아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과
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교육신념의 하 요인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 성숙주의와 보육헌신의 하 요

인별 문성, 교육애, 열정은 교사효능감의 하 요인 학

생참여, 교수 략, 학 리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비유아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
효능감의 각 하 요인별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s for each factor

Spec
.

Educational beliefs Child-care 
commitment Teacher effica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599(**) 　 　 　 　 　 　 　 　

③ .526(**) .763(**) 　 　 　 　 　 　 　

④ .412(**) .541(**) .560(**) 　 　 　 　 　 　

⑤ .410(**) .668(**) .715(**) .687(**) 　 　 　 　 　

⑥ .512(**) .728(**) .664(**) .640(**) .758(**) 　 　 　 　

⑦ .553(**) .763(**) .739(**) .595(**) .654(**) .679(**) 　 　 　

⑧ .510(**) .806(**) .741(**) .537(**) .590(**) .635(**) .771(**) 　 　

⑨ .723(**) .715(**) .614(**) .493(**) .518(**) .649(**) .613(**) .614(**) 　

* p<.05   ** p<.01    (N=239)
①Behaviorism ②Interactionism ③A belief for maturity ④
Professionalism  ⑤Educational love  ⑥Passion   ⑦Students’ 
participation ⑧Teaching strategy   ⑨Classroom Management

3.3 교육신념과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3.3.1 교육신념이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이 보육헌신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문성에 미치는 변인은 성숙주

의(t=4.307, p<.001), 상호작용주의(t=3.347, p<.001)이
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문성에 하여 33.9%의 설명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애에 미치는 변인
은 성숙주의(t=7.229, p<.001), 상호작용주의(t=4.325, p
<.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교육애에 하여 54.3%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열정에 미치
는 변인은 상호작용주의(t=7.896, p<.001), 성숙주의(t=
3.88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열정에 하여 5
5.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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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ducational beliefs factors affecting child-care 
commitment

Spec. model B SE β t p

Professionalis
m

(Constant) 1.649 .211 7.804 .000
A belief for 

maturity .320 .074 .351 4.307 .000

Interactionism .263 .079 .273 3.347 .001
Adj R2=.339  F=62.008  p<.001

Educational 
love

(Constant) 1.099 .180 6.120 .000
A belief for 

maturity .456 .063 .490 7.229 .000

Interactionism .289 .067 .293 4.325 .000
Adj R2=.543  F=142.182  p<.001

Passion

(Constant) .925 .171 5.398 .000
Interactionism .503 .064 .529 7.896 .000
A belief for 

maturity .234 .060 .260 3.882 .000

Adj R2=.554  F=148.794  p<.001

3.3.2 교육신념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은 Table 6과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학생참여에 미치는 변인은 상호

작용주의(t=6.631, p<.001), 성숙주의(t=5.901, p<.001), 
행동주의(t=2.295,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생
참여에 하여 64.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교수 략에 미치는 변인은 상호작용주의(t=10.
200, p<.001), 성숙주의(t=5.370,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교수 략에 하여 68.5%의 설명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 리에 미치는 변인은 행동

주의(t=9.510, p<.001), 상호작용주의(t=9.093, p<.001)
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 리에 하여 64.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ducational beliefs facto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Spec. model B SE β t p

Students’ 
participation

(Constant) .462 .163 2.838 .005
Interactionism .424 .064 .425 6.631 .000
A belief for 

maturity .336 .057 .356 5.901 .000

Behaviorism .098 .043 .112 2.295 .023
Adj R2=.645  F=142.012  p<.001

Teaching 
strategy

(Constant) .204 .063 1.249 .213
Interactionism .618 .061 .575 10.200 .000
A belief for 

maturity .307 .057 .303 5.370 .000

Adj R2=.685  F=259.318  p<.001

Classroom 
Management

(Constant) .167 192 .868 .387
Behaviorism .494 .052 .460 9.510 .000

Interactionism .537 .059 .438 9.093 .000

Adj R2=.643  F=215.565  p<.001

3.3.3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의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학생참여에 미치는 변인은 열정(t

=5.299, p<.001), 교육애(t=3.146, p<.01), 문성(t=2.97
5, p<.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생참여에 하여 5
1.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
략에 미치는 변인은 열정(t=5.163, p<.001), 문성(t=2.
317, p<.05), 교육애(t=2.187,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
들은 교수 략에 하여 4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 리에 미치는 변인은 열정(t=8.83
4, p<.001), 문성(t=2.066,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
들은 학 리에 하여 42.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hild-care commitment facto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Spec. model B SE β t p

Students’ 
participation

(Constant) .533 .208 2.557 .011
Passion .396 .075 .377 5.299 .000

Educational 
love .240 .076 .237 3.146 .002

Professionalism .197 .066 .190 2.975 .003
Adj R2=.518  F=86.397  p<.001

Teaching 
strategy

(Constant) .635 .243 2.616 .009
Passion .450 .087 .398 5.163 .000

Professionalism .179 .077 .160 2.317 .021
Educational 

love .195 .089 .178 2.187 .030

Adj R2=.437  F=62.527  p<.001

Classroom 
Management

(Constant) .190 .273 .695 .488
Passion .726 .082 .564 8.834 .000

Professionalism .168 .081 .132 2.066 .040
Adj R2=.427  F=89.573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보육교사들

을 상으로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의 인식수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

와 교육신념과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교사효능감의 요성을 인식하고 교사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  유아교육 활

동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 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결론  논의를 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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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에 한 인식수 을 살펴 본 결과, 교육신념
은 성숙주의가, 보육헌신에서는 교육애가, 교사효능감은 
교수 략과 학생참여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의 교육신념에서 성숙주의가 높게 나
타난 것은, 교육신념을 가진 교사역할은 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고 따르며 학습을 통해 성숙될 때까지 학습제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요한[29,30]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헌신에서 교육애가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

난 것은 선행연구[23,33] 결과를 지지해주며, 이는 유
아들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우하며 그들의 성취를 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육애[32]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한, 교사효능감에서 교수 략과 학생참여가 

높은 결과는 [3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비교사 양성에서부터 높은 수 의 교사효능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

능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 보육헌신, 교사효능감의 각 하 요인별로 

정 인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신념의 하 요인이 보육헌신의 하 요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신
념의의 하 요인 즉, ‘성숙주의’, ‘상호작용주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헌신의 하 요인 ‘ 문성’, ‘교육애’, ‘열정’ 모두 교
육신념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교수활동, 심분야, 교수기법과 경험

에서 다양한 신념과 나름 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3
0], 이러한 신념들은 실질 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신

만의 체제를 갖추게 되며, 개인의 신념이 보육 장에서 

그 로 용되기에 교육신념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확고한 교육신념이 형성될 때 보육헌신은 자연스러운 

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신념은 보육헌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비보육교사들의 교육신념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교육신념의 하 요인 ‘상
호작용주의’, ‘성숙주의’, ‘행동주의’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효능
감의 하 요인 ‘학생참여’, ‘교수 략’, ‘학 리’ 모두 

교육신념이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교육신념의 하 요인  특히, 상호작
용주의는 교사효능감 하 요인 모두 향은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효과 인 교사의 신념은 상호작용주의 교

육신념을 가진 교사이며, 상호작용주의 교육신념이 높을
수록 보육의 질이 높았다고 한 연구[3.29]를 반 해 주

고 있으며, 교사 개개인의 교수행 에 한 믿음이 보육

의 질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를 지지해 주며, 
모든 회귀식에서 교육신념이 교사효능감을 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보육교사들의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보육헌신의 하 요인 

‘열정’, ‘교육애’, ‘ 문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효능감의 하
요인 ‘학생참여’, ‘교수 략’, ‘학 리’ 모두 보육헌신
이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보육교사들의 보육헌신의 하 요인이 교

사효능감의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에서 교육헌신의 하 요인  열

정과 문성은 교사효능감의 하 요인 모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있어 교사의 문성은 교육의 최상의 결

과에 있어 매우 요한 요인이며, 교사들이 시간에 계
없이 학생교육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자세의 열정[23,3
2]들은 높은 교사효능감을 측할 수 있는 요한 요인
으로 보여 진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자신이 학생들
의 학습에 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하는[36] 것은 
보육헌신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회귀식에서 교육헌신이 교사효능감을 
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교육신념과 보육헌신이 교

사효능감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비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하는 실제 장에서 자신들

이 하게 역할을 수행하거나 유아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교육신념과 보육 장에서 보육교

사의 역할이 요함이 강조되는 보육헌신[23,29,30,33]
은 교사효능감에 상당한 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비교사 시기부터 여러 변인들

의 복잡한 작용의 결과로 형성되기에 교사효능감 형성의 



예비보육교사들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5149

기 가 마련되는 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높은 수

의 교사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

하다는 것이다[37]. 한, 비보육교사들이 보다 문

화된 보육교사 로그램의 개발과 보육교사의 역할과 

요성을 인식하고 문 인 보육교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교사에 한 사회  요구와 인식의 조화로운 

의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3
5].
그리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유아들에게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자신의 확

고한 교육신념과 유아들이 바람직한 교육  가치 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보육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정 인 교사효능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비보육교사들

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에 한 책무

를 다할 수 있는 문성에 한 인식과 사회 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비보육교사들의 효능감은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지며, 비 보육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투

철한 교직 이 분명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효율

인 보육 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등 부단한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은 I시에 소재한 비보육교사들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지역 으로 특정한 곳에 편

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무선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

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
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비보육교사들을 상으

로 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보육교사들이 보다 체계 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보육교사의 역할  요성을 인식하고 질 높

은 보육서비스를 하여 보다 문 인 보육교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극 인 교육정책과 보육교사에 한 사

회 인 인식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의 진 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소 많
은 질문지의 문항수로 인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했느

냐를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한, 질문

지에 의한 통계에만 의존하 기에 구체 이고 다양한 내

용을 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

문에 본 척도를 사용할 때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

며, 다른 측정치들의 결과와 함께 종합 으로 사용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찰이나 면담 등

의 질 인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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