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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편성·운영 실태

김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Recogni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f Teachers of 0 to 2-year-olds and 3 to 

5-year-olds In Child Care Centrer

Kim Hyun Ju
 K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re Teacher's Education Center

요  약  본 연구는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아반  유아반 교사들의 인식  편성·운  실태를 분석하여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 용과 운 의 실제 변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아반  유아반 교사들의 인식, 편성·운  실태는 어떠한지

와 역별 실행정도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다. 연구방법은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  편성․

운  실태에 한 질문지를 구성하고 경상남도의 보육교사들을 연구 상으로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67부를 선정
하여 분석하 다. 수집된 연구자료는 t 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
들은 체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들은 체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을 히 편성  운 하고 있었다. 셋째, 아반 교사와 유아반 모두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

을 역별로 실행하고 있었지만 역별 실행도는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help improve day care qualitatively to offer base data for applying the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improve th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teacher's recogni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n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this, we examined teacher's recogni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n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determined how much a teacher of an infant class and 
a teacher of a young children class conduct for every sector.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to study the recogni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n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the selected study subjects were educare 
teachers in G-do.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with the collected research dat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re teachers mostly recognized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Second, 
they were properly organizing and managing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Third, all the teachers of an infant 
class and a young children class were conducting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every sector.

Keywords :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teacher’s recogni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 국가의 보육과정은 그 나라 보육의 방향을 규정하

고,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능력 있는 민주시민 양성의 
석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국가수 의 보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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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선에 꾸 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15]. 이에 우
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조와 련하여 표 보육과정을 개발, 고시한 바 있으
며 2013년 1월 21일에는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

정」이 고시되었다. 특히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

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리과정의 연

령확 로 인해 유아의 인  발달과 우리 문화에 

합한 내용을 일 성 있고 연계 으로 실천하며, 궁극
으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 하고 국 어린이

집의 질  수 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고시되었다

[13].
우리나라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은 0∼5세 유아를 
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운 해야 할 보편  보육내용

을 문서로 제시한 것으로, 유아의 연령  발달수 에 

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유아의 보육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국가수 의 보육과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수 의 보육과정에 의거하

여 각 어린이집의 실정, 유아의 실태, 유아의 환경, 
보육교직원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편성․운 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는 각 어린이집의 보
육과정에 기 하여 교사 수 의 보육과정을 편성․운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 에 있어

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교사의 보육계획  운
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즉, 교사는 
보육과정을 최종 으로 그리고 가장 유아 가까이 실천

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20, 26, 재인용] 국가수 의 보육과정의 문

서상 이해정도가 실제 보육과정 편성․운 에 많은 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6]는 국가수 의 보육과

정이 장에 용되기 해서는 보육과정 실행의 주체자

인 교사들이 문서상의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보

육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어린이집 보

육과정이 교실 수업에 실제 용 시 교사들이 어떻게 활

용하느냐에 따라 보육과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다[7 재인용]. 한 [18]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
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문성을 갖
추기 해서는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결
국 교사는 국가수 의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가장 추  

요인으로서 이들의 국가수  보육과정의 이해  인식여

부에 따라 보육과정 편성·운 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더욱이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은 

리과정의 상연령 확  등으로 짧은 기간 내에 개정

이 이루어졌으므로 0∼2세를 담당하는 아반 교사와 3
∼5세 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아반 교사들의 정확한 인
식과 편성·운 실태를 악하여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 

개선과 운 을 한 기  자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보육과정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보육과정에 기 한 보육 로그램에 한 연구[4,  5, 

11, 25, 33], 표 보육과정에 기 한 찰척도 개발에 

한 연구[1], 표 보육과정에 따른 아보육과정 편성에 

한 연구[8], 표 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과의 비교 

연구[2, 23], 표 보육과정에 한 교사의 인식  운

실태에 한 연구[9, 10, 12, 17, 19, 22, 24, 27, 28, 29, 
31, 32, 33, 34] 등으로 2007년도 표 보육과정 고시를 

기 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들은 제1차
와 제2차 표 보육과정에 을 둔 것으로 최근 고시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인

식  운 실태에 한 연구로는 [12]의 연구, [31]의 연
구, [3]의 연구로 단 3편 뿐이다. 이들 연구는 담당학
의 연령에 계없이 보육교사  원장을 상으로 수행

되어지거나 아반 교사만을 상으로 수행되어 졌다. 
더욱이 변인으로써 담당학 연령을 0-2세 아반과 3-5
세 유아반 교사로 나 어 비교 분석한 연구는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재 실시되고 있는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은 「제2차 표 보육과정」과 

달리 3-5세 보육과정인 리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 
장에서는 교사들을 상으로 표 보육과정과 리과

정 연수를 따로 실시하고 있는 을 미루어 볼 때 연수

참여정도에 따른 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인식  편성·
운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요하다고 하

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반과 유아반 교

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  

편성·운 실태를 알아보고, 교사의 변인(경력, 학력, 교
육참여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을 둔다.
이와 같은 목 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 다.
첫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의「제3차 어

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은 어떠하며, 변인
(경력, 학력, 교육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의「제3차 어

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편성·운  실태는 어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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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인(경력, 학력, 교육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

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역별 실행정도는 어떠

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어린이집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  편성·운 실태를 악하기 한 본 연구의 

상은 경남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67명의 교사들
이다. 경남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을 상으로 한 하계 보
육교직원 보수교육 강의를 시작하기 에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에서 유효한 응답인 총 285
부를 회수하 다. 그러나 복 표기로 인해서 연구 자료
로 활용할 수 없는 질문지 28부를 제외하여서 실제 분석
에서 최종자료로 활용한 질문지는 총 267부이다. 연구
상의 일반 인 배경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Compliance Content N(%)

Career of 
teachers

Less than 3 years 68(25.4)
Between 3 years and 6 years 142(53.3)
Between 6 years and 10 years 33(12.4)
Over 10 years 24(8.9)

Academic of 
teachers

High school graduation 28(10.7)
College graduation 159(59.8)
More than graduating from Universting 80(29.5)

Qualification of 
teacher

Educare teacher’s certificate 2․3 199(74.5)
Educare teacher’s certificate 1 68(25.5)

Responsible age
Infant class teachers(0-2) 202(75.6)
Preschool class teachers(3-5) 65(24.4)

Whether it is 
involved in the 
Accreditation

Participating 237(88.8)

Not participating 30(11.2)

Access 
education

Participating 81(30.3)
Not participating 186(69.7)

Total 267(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제3차 어린이집표
보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인식  편성·운 실태를 알

아보기 한 질문지로서 연구목 에 따라 크게 ‘교사의 
일반 인 배경’,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보육교사의 인식’,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편

성  운 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문항 내용은 

2013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총론」,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를 기
로 하 으며,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보

육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는 [19]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두 차례의 비조사와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구성하 다. 질문지 문항은 다지 선
다형, 배열형, 개방형으로 구성하 다. 질문지의 구성은 
총 58문항으로 이  6문항은 교사의 배경을 알아보기 
한 것이고, 16문항은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한 것이며, 나머지 36문항은 교
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편성  운 실태

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질문지 내용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Subcategory Contents(Item Number) Item 
Number

Distributed 
background

․Career of teachers(1)
․Academic of teachers(1)
․Qualification of teacher(1)
․Responsible age(1)
․Whether it is involved in the 

Accreditation(1)
․Access education(1) 

   6 

Recognition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Preliminary experience(6)
․Interest and understanding(10) 16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management(30)
․Practice degree of area(5-6)  36

Total 58

Table 2. The contents of the survey by category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용(ver. 18.0)을 사용
하고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Scheffe 사후검정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3.1.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사전

경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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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fant class teachers Preschool class teachers

N M SD t/F(p) N M SD t/F(p)

Career of 
teachers

Less than 3 years 52 2.807 .778

1.256(.291)

16 3.104 .666

.945(.425)
Between 3 years and 6 years 108 2.757 .719 34 3.044 .688
Between 6 years and 10 years 27 2.963 .710 6 3.277 1.020
Over 10 years 15 3.077 .552 9 2.722 .311

Total 202 2.821 .725 65 3.035 .679

Academic 
of teachers

High school graduation 26 2.596 .826

1.839(.162)

2 2.833 .000

3.697*(.030)
College graduation 119 2.822 .652 40 2.875 .668
More than graduating from Uviversting 57 2.924 .807 23 3.333 .639

Total 202 2.821 .725 65 3.035 .679

Access 
education

Participating 132 3.064 .626
-7.336*(.00

0)

54 3.243 .522
-7.420*(.000

)Not participating 70 2.364 .679 11 2.015 .360
Total 202 2.714 .652 65 2.629 .441

*p<.05

Table 4. Teachers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N M SD t(p)
Infant class 

teachers 202 2.822 .725
-2.101*

(.037)Preschool class 
teachers 65 3.035 .680

*p<.05

Table 3. Preliminary experience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사 경험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의 Table 3 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연구 상 아반  유아반 교사들의 인

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01, p<.05).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사 경험정도에 있어 아반 교사는 평균 2.822인 반면 
유아반 교사는 평균 3.035로 유아반 교사가 사 경험정

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변인에 따른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사 경험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의 
Table 4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반 교사경력, 교사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육

참여유무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즉, 교육참여를 한 아반 교사의 
사 경험정도가 교육참여를 하지 않은 아반 교사보다 

사 경험정도가 좀 더 높았다.
한편, 유아반 교사학력과 교육참여유무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즉, 유아반 교사학력에 있어서는 4년제 학교 
이상 졸업교사가 평균 3.113으로 가장 높은 사 경험정

도를 보 다. 사후분석결과에서도 문 학 졸업교사와 

4년제 학교 이상 졸업교사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  유아반 교사 

교육참여유무에 있어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1.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심과 이해정

도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의 Table 5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상 아반  유아반 교사

들의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2.180, p<.05).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

에 한 심과 이해정도에 있어 아반 교사는 평균 

2.978인 반면 유아반 교사는 평균 3.086으로 유아반 교
사가 심과 이해정도가 근소하지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 M SD t(p)
Infant class 

teachers 202 2.978 .492
-2.180*

(.030)Preschool class 
teachers 65 3.086 .282

*p<.05

Table 5.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교사변인에 따른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심과 이해정도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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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fant class teachers Preschool class teachers

N M SD t/F(p) N M SD t/F(p)

Career of 
teachers

Less than 3 years 52 2.807 .778

1.256(.291)

16 3.104 .666

.945(.425)
Between 3 years and 6 years 108 2.757 .719 34 3.044 .688
Between 6 years and 10 years 27 2.963 .710 6 3.277 1.020
Over 10 years 15 3.077 .552 9 2.722 .311

Total 202 2.821 .725 65 3.035 .679

Academic 
of teachers

High school graduation 26 2.596 .826

1.839(.162)

2 2.833 .000

3.697*(.030)
College graduation 119 2.822 .652 40 2.875 .668
More than graduating from Uviversting 57 2.924 .807 23 3.333 .639

Total 202 2.821 .725 65 3.035 .679

Access 
education

Participating 132 3.064 .626
-7.336*(.000)

54 3.243 .522
-7.420*(.000)Not participating 70 2.364 .679 11 2.015 .360

Total 202 2.714 .652 65 2.629 .441
*p<.05

Table 6. Teachers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Content
Infant class teachers Preschool class teachers

N M SD t/F(p) N M SD t/F(p)

Career of 
teachers

Less than 3 years 52 3.089 .572

.314(.815)

16 3.299 .528

1.168(.329)
Between 3 years and 6 years 108 3.090 .507 34 3.205 .318
Between 6 years and 10 years 27 3.064 .572 6 3.419 .303
Over 10 years 15 3.220 .447 9 3.053 .543

Total 202 3.096 .527 65 3.226 .412

Academic 
of teachers

High school graduation 26 2.872 .708

2.957(.054)

2 3.060 .262

7.282*(.001)
College graduation 119 3.151 .509 40 3.100 .359
More than graduating from Uviversting 57 3.070 .456 23 3.469 .415

Total 202 3.096 .527 65 3.226 .412

Access 
education

Participating 132 3.117 .511
-.787(.432)

54 3.257 .422
-1.351(.181)Not participating 70 3.055 .559 11 3.074 .335

Total 202 2.946 .488 65 2.990 .328
*p<.05

Table 8. Teachers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lum

과, 의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반과 유아
반 교사 모두 교사경력, 교사학력에 따라서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육참여유무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교육참여유무에 따라서는 아반과 유아반 교사 

모두 교육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높은 심과 이해정

도를 보 고, 교육참여경험이 있는 아반 교사 평균 

3.046, 유아반 교사 3.135로 유아반 교사가 근소하지만 
좀 더 높은 심과 이해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통

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3.2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편성·

운영 실태

3.2.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편성·

운영 실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편성·운  실태

를 살펴본 결과, 의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
구 상 아반  유아반 교사들의 편성·운  실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80, 
p<.05).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편성·운  

실태에 있어 아반 교사는 평균 3.096인 반면 유아반 
교사는 평균 3.226으로 유아반 교사의 편성·운  실태가 

높게 나타났다.

N M SD t(p)

Infant class 
teachers 202 3.096 .527

-2.080*

(.039)Preschool class 
teachers 65 3.226 .412

*p<.05

Table 7.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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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변인에 따른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편성·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의 Table 8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아반 교사는 교사경력, 교사학력, 교육
참여유무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반 교사는 교사경력과 교육참여유무에 따라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사학력에 따라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교사학력에 한 유아반 교사의 사후분석결과 
문 학 졸업교사와 4년제 학교 이상 졸업교사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3.3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영역별 

실행정도

3.3.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영아반 

교사의 영역별 실행정도

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역

별 실행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행정도는 평균 3.37으로 체로 높게 나타
났다. 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생활 역의 경우는 평균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활동 역은 평균 

3.48, 의사소통 역은 평균 3.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탐구 역의 경우는 3.20으로 상 으로 낮게 나타

났다.

area M SD
Basic life 3.53 .54

Physical exercise 3.48 .61
Social relations 3.38 .64
Communication 3.40 .59
Natural research 3.20 .68
Art experience 3.24 .60
Practice degree 3.37 .52

Table 9. Practice degree of area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f Infant class teachers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역

별 실행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 Table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들의 역별 실행정도는 의사소통 역의 

경우는 평균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운동․
건강 역은 평균 3.36, 사회 계 역은 평균 3.35 순으
로 나타났다. 자연탐구 역의 경우에는 평균 3.21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area M SD
Physical exercise․health 3.36 .56

Social relations 3.35 .52
Communication 3.48 .50
Natural research 3.21 .54
Art experience 3.32 .55
Practice degree 3.34 .42

Table 10. Practice degree of area of the Thi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f preshool class 
teachers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지역 어린이집 아반과 유아반 교사

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인식  편

성·운 실태를 알아보고, 교사의 변인(경력, 학력, 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는 제3차 어린

이집 표 보육과정에 해 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1], [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제
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사 경험정도에 있

어서는 아반  유아반 교사들이 제3차 표 보육과정

에 해 들어 본 은 있으나 교육참여정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보육과정에 한 교

육․연수가 제 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2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국가수 의 보육과정의 

교육  연수의 확  실시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한 것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의 국가수
 보육과정 인식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편성  운 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
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 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의 보육과정 인식 결과가 자라나는 유아에게 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의 인재양성 석에도 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수  보육과정 연수를 한 정책 인 해결방

안 모색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어린이집 아반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

이집 표 보육과정에 한 편성·운  실태는 히 편

성·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 [14], 
[2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편성·운  실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아반 교사에 비

해 유아반 교사가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편성·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편성·운영 실태

395

운  실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
반 교사 못지않게 아반 교사는 제3차 어린이집 표 보

육과정을 연령집단별로 수 별로 용하게 되어있는 

을 미루어 볼 때 아반 교사의 역할  문성을 재고

하게 한다. 그러므로 [19]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필요한 아반 교사의 문성을 

갖추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교사변인(경력, 학력, 교육참여유무)에 따라서는 

아반 교사는 경력, 학력, 교육참여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유아반 교사는 경력, 교육참여유무에 따라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4년제 학교 이상’에서 높은 편성·운  

실태를 보 다. 이는 [14]의 연구에서 유아반 교사의 경
력과 학력에 따라 표 보육과정 편성·운  실태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서 

유아반 교사의 경력보다는 학력이 표 보육과정 편성·운
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역별 실행정도는 두 집단 모두 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역별 실행도는 차이가 있었다. 아

반 교사는 기본생활 역 실행도가 매우 높았고, 자연탐
구 역의 실행도는 상 으로 낮았다. 반면, 유아반 교
사는 의사소통 역의 실행도가 높았고, 자연탐구 역의 

실행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각 역에 한 충분한 인지와 실

행으로 한 역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보육이 실함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 보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보육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으므로 장 찰 등 

질  연구를 통한 다양한 근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의 

역별 실행정도에 있어서 연령별 하 내용범주를 다루지 

못하 다. 따라서 표 보육과정 각 연령집단별 하 내용

범주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  운 실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한정된 지역만을 상으

로 하 으므로 제3차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 인식  편

성․운 실태에 한 체 실태에 일반 으로 용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국 어린이집을 상으로 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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