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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에 는 비 아 사  경  수 과 아 감 및 수효능감  상 계  살펴보고, 경  수

과 수효능감  계에  아 감  매개효과에 해 알아보고  하 다. 연 상  천시에 재한 2개 

학  아 과 학생 457  수집  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사용하여 상 과 다회귀  실

시하 다. 연 결과 주 변수들 간에  상  었  경  수 과 개  수효능감  계에  아

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 결과, 주 변수들 간에  상  었  경  수 과 개  수효

능감  계에  아 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경  수 과 반  수효능감  계에 는 아 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  통해 비 아 사  아 감과 수효능감에 한 경  수  향

력  파악하고  고려하여 비 아 사  수효능감 신  한 과  개발과 지도가 필 함  시사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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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first, and then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teach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7 students who 

attend two collages in Incheon and all of them were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Window program.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e there were correlation among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Also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personal 

teaching efficacy. As a whol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were more influenced by self-esteem than by economic level.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 

were discussed with the necessity of curriculum development to improve the student’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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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유아교사는 유아의 응 교우 계에 요한 향

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이며 인 발달 학습을 자극

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 인 수 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1]으로 교사의 단과 의사결정은 매우 구체 인 교수-

학습의 상황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2]. 특히 무한경

쟁시 에 교육의 수월성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요시되

는 교육 실에서 교사의 자질과 문성 확보에 한 논

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3].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

유아교사 단계의 교육은 요한 의미가 있는데, 문성

과 자질을 갖춘 유아교사로서의 비는 유아교사를 양성

하는 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2]. 비유아

교사는 향후 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성향, 태도 등을 교사양성교육

단계에서부터 총체 으로 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4].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업성취를 포함하여 교육의

효과에 한 심이 증가하 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 변인으로 최근 교수효능감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자신을 어

떻게 평가하는가하는 사고과정이다. 더 구체 으로 설명

하면, 교사가 교육장면에서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한 믿음

[6]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교사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 신념[7]을 말한다.

교사의 교수효능감 수 은 교수행 를 측할 수 있

는 가장 요한 변인이다. 교수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 동기 수 , 학습 략 등 교육 장에서 실제 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교직생활 반에 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8,9].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기술, 략 등을

습득하는 것이 문성 확보에 필수 이기는 하지만 교사

의 신념체계로서 교수효능감은 가르치는 상황에서 기울

이는 노력과 장애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인내수 에

향을 주며[10] 보다 목 지향 이고 신 으로 교육실

제에 근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8,11]. 교사는 교육

장에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해 끊임없이

돌아보고 평가하여 지속 으로 배우고 자기 발 을 해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 되어 교사로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한 믿음이 개선됨으로써[12] 교

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교수효능감에는 일반 교수효능감과 개인 교수효

능감이있다. 교수-학습 계에 한 좀 더 일반화된 신념

으로서 교사가 학생에게 향을 미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념이 일반 교수효능감이다. 개인 교수효능

감은 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13]. 즉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한 개인 단으로서 ‘자신

의 효능에 한 기 ’를 의미한다. 반면, 일반 교수효

능감은 학생의 학습과 같은 ‘결과에 한 기 ’를 의미한

다[8,14].

교수효능감에 한 연구는 교사교육의 정도, 교직경

력, 직무만족도, 개인차 인성 등과 같은 내 변인

[12,15,16,17]과 학교조직의 구조나 특성, 역할담당과 갈

등, 학생들의 학업 자기효능감 등의 환경 변인

[6,16,18]과 련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한 연구는 주로 내 변인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 인 변인과 련한 연구로는 교육

로그램 훈련에 의한 효과 연구[19,20]와 환경 변인에

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21]가 있다. 교사를 상으로

하는 연구와 비교해볼 때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연

구는 환경 변인을 심으로 하는 연구가 단히 제한

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술한 선행연구 , 환경 변인에 의한 차이 연구는

단 한편으로 경제 수 에 따라 비유아교사의 교수효

능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21]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

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 ’은 학습자로 하여 다른 교

육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정의 역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22,23]을 간과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이동을 한 사다리 역할을 더 이상 하

지 못하는 사회 상황이므로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그 향력은 더욱 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

다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는 연구 자체가 축되어 있는 분

기가 있어 련된 실증연구를 하기 힘든 상황[24]이

므로 경제 변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수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 기 한 개념

이다. 자기효능감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해 필

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

념’으로 정의되며 이것을 그 로 교직에 용한 것이 교

수효능감[10]이다. 즉 교수효능감은 교직이라는 맥락-특

수 인 형태의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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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자기효능감과 경제 수 과의 상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25,26,27,28]이며 이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환경

변인, 특히 가정의 경제 수 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오혜진[26]은 부모의 직업수 과 소득수

이 고등학교 재학 인 여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측하 으며 연구를 통해 경제 수

과 자기효능감 간의 정 상 이 있음을 검증하 다.

다른 고등학생 상 연구[28]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

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정 상 이 있었으며 이는 학습

자의 학습 몰입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외에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9]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수 의 간 효

과를 미치고 있음으로 보고하 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학습자가 사회경제 어려움에 더 취약[22]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는 비

유아교사의 교사로서의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측변

인으로서 경제 수 을 주목할 수 있으며 그 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 감은 자신에 해 느끼는 감정과 자신

에 한 평가 측면[30]으로 자신에 한 가치감 혹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한 믿음 등

으로 정의된다. 자아존 감은 개인의 자아실 성취

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며[16,31] 공을

불문하고 진로결정과 비를 한 실천 노력수 을 높

이는 기본바탕이 된다[32]. 여러 연구[15,16,33,34,35,36]에

서 비교사와 직교사들의 자아존 감은 교수효능감

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교사에

게 자아존 감은 인성과 문성을 갖춘 교사로서의 자질

가장 요하게 부각되는 심리 특성이다. 자아존

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의식 혹은 무의식 으로

내리는 결정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5]. 한, 자아존

감은 과제에 도 할 수 있는 힘과 성공의 경험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한 효능감을 높인다

[37,38]. 이와 유사하게,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9]에

서 그들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에는 정 상 이 나

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 할 때, 비유아교사의

자아존 감은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

으로 기능할 것으로 측된다.

한 자아존 감은 개인이 처한 경제 수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련된다. 자아존 감 발달에서 경제

수 은 청소년기 이후 연령에 더욱 큰 향을 미친다

[39]. 청소년이 지각한 경제수 은 자아존 감과 정 상

이 있었으며[4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이후 연령에

한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학생의 자아존

감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정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특히, 성인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41]

는 경제 수 이 자아존 감에 부분 으로 정 상 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사회경제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과 행복 수 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따

라서,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은 자아존 감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측할 수 있다.

지 까지 자아존 감과 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 감을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의 계를 매

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존 감

은 교수효능감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경제 수

은 자아존 감을 매개로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측된다.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경제 수 이나 자아존 감에 한 실증

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교수효능감과 경제 수 , 그리고 자아존 감

의 종합 계를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교수

효능감은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비 유아교사 단계에서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사가 가지는 신념, 태도나 인식 등의 내 요

인들은 그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의 역할 수행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42] 그들의 내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학에

서 교사양성을 한 교육과정 구성과 지도에 시사 을

것이라 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자아존 감

교수효능감의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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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efficacy in teaching

2. 연 방법

2.1 연 상

본 연구는 인천시에 치하고 있는 학 두 곳의 유아

교육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설문에 참가한 학

생은 종 487명이었다. 그 회수된설문지가 469부(97%)

으며, 이 에 불성실한 답변, 복수 응답, 답변이 락

되는 등 분석할 수 없는 설문지 12부를제외하고총457부

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 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6

년 5월 23일부터 2016년 6월 4일까지이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비유아교사의 일반 인 배경은 <Table 1>과 같

다.

2.2 연 도

2.2.1 아 감

비유아교사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는 검사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 감 척도를 조 선[43]이 번

안한 것을 사용하 다. 자아존 감 척도는 총 10문항이

다. 채 은 5 평정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완 히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 감 문항 2,5,6,8,9번은 역채

하 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0이다.

2.2.2 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해서는 Enochos와 Riggs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경이 보완한 후 장미정[44]이 재사용

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는 일

반 교수효능감과 개인 교수효능감 2개의 범주로 구

성되어있다. 채 은 5 평정척도로 ‘ 그 지 않다’ 1

variable section frequency(%) total

grade

1grade 223(48.8)
457

(100)
2grade 115(25.2)

3grade 119(26.0)

occupational

cluster of father

specialized job 120(26.3)

457

(100)

office job 88(19.3)

self-proprietor 107(23.4)

homemaker 1(0.2)

blue color job and

transport
53(11.6)

student 0(0)

temporary employee 2(0.4)

others 64(14.0)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occupational

cluster of

mother

specialized job 85(18.6)

457

(100)

office job 46(10.1)

self-proprietor 62(13.6)

sales and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57(12.5)

homemaker 145(31.7)

blue color job and

transport
26(5.7)

student 3(0.7)

temporary employee 2(0.4)

others 31(6.8)

economic level

less 1 million won 9(2.0)

457

(100)

over 1 million won

less 2 million won
84(18.4)

over 2 million won

less 3 million won
295(64.6)

over 3 million won

less 4 million won
66(14.4)

over 4 million won 3(0.7)

fath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graduates 11(2.4)

457

(100)

middle school

graduates
20(4.4)

high school graduates 242(53.0)

college graduates 48(10.5)

university graduates 116(25.4)

over graduate school 20(4.4)

motht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graduates 6(1.3)

457

(100)

middle school

graduates
21(4.6)

high school graduates 290(63.5)

college graduates 55(12.0)

university graduates 73(16.0)

over graduate school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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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 히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교수효

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교수효능감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1이며 개인 교수

효능감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4이

다. 이 척도의 하 역의 구체 인 내용은 <Table 2>과

같다. 역채 은 *로 표시하 다.

sub factor content N question number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xpectations for the

results such as

student's achievement

12
1,2,3*,4,5*,6,7*,8,9,10,

11*,12*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xpectations for the act

of teachers teaching
13

13,14*,15,16*,17*,18,1

9*,20,21*,22*,23*,24,2

5*

total 25

<Table 2> subfactor efficacy in teaching

2.3 료 

자료 분석을 해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분석

을 하 다. 연구도구의 문항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 다. 경제상황과 교수효능감

간의 계에 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우선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다

음 Baron과 Kenny[45]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효과 검증

차에 따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결과를 가

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다회귀분석 이 에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

Durbin-Watson 계수를 검토하여 회귀분석의 문제가 없

는 것을 확인하 다.

3. 연 결과

3.1 경  수 , 아 감 및 수효능감  

    상 계

경제 수 , 자아존 감 교수효능감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듯

이 첫째, 경제 수 과 자아존 감은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r=.17, p<.001). 따라서 경제 수 이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의 계에서도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r=.19, p<.001). 하 역별로 보면 일

반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정 상 을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 교수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r=.23, p<.001). 따라서 경제 수 이 높을수록 교수효

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셋째, 자아존 감과 교수효능감의 계에서도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r=.418, p<.001). 하 역을 보면 일

반 교수효능감(r=.25, p<.001)과 개인 교수효능감

(r=.44,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상 을 보여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다고 하겠다.

section
economic

level

self-

esteem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1

self-esteem .17*** 1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07 .25*** 1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23*** .44*** .46***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of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efficacy in teaching

3.2 경  수 과 수효능감 간  계에  

    아 감  매개  효과

3.2.1 경  수 과 반  수효능감 간  

      계에  아 감  매개  효과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해 Baron과 Kenny[45]의

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 다. 먼 경제상황, 자아

존 감 교수효능감의 상 계를 확인한 후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향을 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마지

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다음 그

효과를 분석하 다. 다음의 <Table 4>는 경제상황을 독

립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보듯이 경제 수 은 일반 교수효

능감에는 향(β=.03. p>.05)을 미치지 않고 자아존 감

만 향(β=.1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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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유아 유아교사들의 일반 교수효능감을 높여주

는데경제 수 은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있

다.

step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2

1 self-esteem
economic

level
.17*** 13.38*** .03

2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conomic

level
.07 .12 .01

3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economic

level
.03

15.55*** .06
self-

esteem
.24***

*p<.05, **p<.01 ***p<.001

<Table 4>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section economic level self-esteem

self-esteem 0.17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0.04 0.25

<Table 5> effect calculation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general teaching

3.2.2 경  수 과 개  수효능감 간  

계에  아 감  매개  효과 

Baron과 Kenny[45]의 3단계 차에 따라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개인 교수효능감의 계에 한 자

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Table 6>은 경제상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 1단계와 2단계에서 경제 수 은 자아존 감(β

=.17. p<.001)과 개인 효능감(β=.23 p<.001)에 3%와

6%의 설명력을 보여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경제 수 과 자아존 감

을 통시에 투입한 결과 경제 수 과 자아존 감은 개인

교수효능감에서 22%의 설명력을 보여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 이

개인 교수효능감에 직 효과도 미치지만 경제 수

이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함으로써 개인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계수

를 살펴보면. 경제 수 이 개인 교수효능감에 미치

는 체 향력은 0.31로 자아존 감(0.4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유아교사들의 경제

수 이 개인 교수효능감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매개역할을 하는 자아존 감을 거쳐 간 향을 미

치기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과정에서 비

유아교사의 자아존 감이 경제 수 보다 개인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데 더 많은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ep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2

1 self-esteem economic level .17*** 13.38*** .03

2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23*** 27.98*** .06

3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economic level .17***

67.63*** .22
self-esteem .41***

*p<.05, **p<.01 ***p<.001

<Table 6>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section economic level self-esteem

self-esteem 0.17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0.31 0.44

<Table 7> effect calculation of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economic level and 

efficacy in personal teaching

4.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는 모두 유의하 다. 즉,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자아존 감에서 정 상 이 나타났고,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에서도 정 상 , 자아존 감과 교수효

능감에서도 정 상 이 나타났다. 이 계를 순서 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수 과 자아존 감의 상 계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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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수 이 자아존 감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0,40,46]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 수 은 학생의

자아존 감에도 정 인 상 이 있다는 연구[29]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에 유의

한 정 상 이 나타났다. 그러나 하 역별로 보면 일

반 교수효능감과는 유의한 상 이 없었으며 개인 교

수효능감과는 정 상 이 있었다. 이 결과는 유아교육

공 학생의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에는 상 이

없다고 밝힌 연구[21]와는 부분 으로 다른 결과이다. 박

은미의 연구[21]에서는 연구 상자의 학에서의 교육과

정을 통한 경험이 각 개인의 사회경제 지 를 극복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지 를

심으로 한 연구들이 연구 상자의 연령별, 학습자별, 지

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하

고 있는 [4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박

은미의 연구[21] 이후 10여년 지난 시 에서 두 배이상

많은 연구 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더 검증의 여지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경제 수 과

자기효능감이 정 인 상 이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27]

와는 일치하고 있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

동의 정 인 결과에 한 믿음으로 교사, 진로, 성취 등

각 상황에 따라 용되어 생된 개념이 교수효능감이다.

최근 이러한 효능감의 정의를 밝히는 연구[9]에서는 개

인 인 효능감과 교수효능감 사이에 차이를 분명하게

밝 내지 못하고 효능감 간 내향 / 외향 특성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 수 이 비유아교사의 보다 내향

인 측면의 자기효능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개인 교

수효능감과의 계에서 정 인 상 이 나타났다고 논의

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 감과 교수효능감의 계에서도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고하는 연구들[15,16,33,34,35,37]이 있다. 그런데,

술한 연구 일부[15,33,34,35]는 자아존 감이 교수효

능감의 하 변인인 개인 교수효능감과 일반 교수효

능감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본 연

구는 자아존 감이 개인 교수효능감에서만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비교사의 개인 교

수효능감과 자아존 감이 높은 상 이 있음을 밝힌

Huang과 Liu의 연구[37]결과와 일치한다. Huang과 Liu

의 연구[37]에서는 비교사의 일반 교수효능감과 자

아존 감의 계가 무상 이라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일반 교수효능감을 변인에서 제외하 다. 한 자아존

감은 정 자기평가 혹은 자아수용에 해당하는 자아

개념이라는 정의에 근거해서 보면, 비유아교사의 자아

개념과 교수효능감 간 계를 밝힌 연구[17]의 결과와 일

치한다. 김민정의 연구[17]에서는 자아개념을 5개 하

역으로 구분하여 교수효능감 간 계를 검증한 결과, ‘자

기수용’요인과 ‘유아 ’ 역은 개인 교수효능감과 상

이 있으며 그 외 ‘일상 자아’ ‘타인수용’ ‘직업・신분

자아’ 역은 일반 교수효능감과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행동에 한 결과기 보다는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한 효능기 에 더 집 [8]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단

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경제 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으며 이

는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다. 교수효능감의 하 역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면, 경제 수 은 개인 교수효능감에는 직

인 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존 감을 매개로 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수 이 높

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으며 아울러 비유아교사의 개

인 교수효능감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

수 이 일반 교수효능감에는 직 인 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아존 감이 비유아교사의 일

반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변임임

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 감은 일반 교수효

능감에 직 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 수 은 일

반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아존 감

이 일반 교수효능감 향상에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학생을 상으로 하여 경제

지 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29]

에서 자기효능감과 직・간 으로 련된 변인들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존 감임을 밝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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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자아존 감은 스트 스 우

울과 부 상 의 변인[48]으로서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 이나 윤리의식 형성에 단

히 요한 측요인[49,50]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변인으로서 자아존 감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언

5.1 결론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자아존 감의 계를 설문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

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자아존 감, 경

제 수 과 교수효능감, 그리고 자아존 감과 교수효능

감 간에는 모두 정 상 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 유아교

육을 공하는 학생의 경제 수 이 그들의 자아존

감 뿐만 아니라 공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경제 수 과 교수효능감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은 단히 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비유아교사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킴으로

써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각 학의 유아교육과에

서 그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방향을 설

정하고 표면 ・잠재 교육과정에 반 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를 들면 비유아교사에 한상담 강화, 의사

소통 기법 훈련 등 세부 인 로그램의 투입뿐만 아니

라 상호작용 인 학과활동 강화 등 교육과정 개발을 모

색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수 을 고려하여 비유아교

사들에 한 자아존 감 강화 활동에의 모색은 교수효

능감 등 그들의 교육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5.2 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학의 학생으로 연구

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

비유아교사에 한 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이루어진 경제

수 변인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차후에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객 인 비교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학년별 구

분은 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그들의 심리 특성에 변

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공 지식과 훈련의 축 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수효능감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아존 감과 교수효능감 등

의 변인들의 계를 학년별로 비교하여 검증하기를 기

한다. 한 자아존 감 강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 의 효

과를 검증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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