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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영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연구

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A study on the infant daycare center teacher practicing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daycare center’s daily work

Jin-Ju You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Ho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아권리존 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하여, J도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1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공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체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
사보다 문 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재우는 시간에는 50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  연령교사가 아의 권리를 
보다 존 하는 보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연령과 공에 따라서 체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 역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 존 , 개별성 존 , 정보 제공에서 50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  
연령교사가, 교사의 공에 따라서는 자율성 존 , 개별성 존 에서 유아교육 계열 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의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련변인의 계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아
권리존 보육을 많이 할수록 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질 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아의 권리존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occur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10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theday-care
center classrooms located in [G] city of [J] provi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that first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verifying the extent to which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experience, age, and education major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confirmed that when analyzing for arrival time for infant classroom childcare instruction at
the day-care center and for the time spent taking the infant to and from the bathroom,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had graduated from 2 year colleges showed more respect for infant rights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had graduated from 4 year universities, and for the arrival time for infant classroom
childcare instruction at the day-care center and nap times,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above 
50 years of age showed more respect for infant rights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in their 30s and 40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both the age and education major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en examining each of the 
sub-factor, the age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respect for the infant's opinion,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for information provision,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older than 50 years of age were shown to exercise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the infant according to the rule of prioritizing the infant compared to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in their 30s and 40s, and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majored in infant 
education-related majors exercised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the infant for respecting freedom and autonomy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majored in welfare and childcare-related field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variables.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 more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the more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occurred according to the rule of prioritizing the infant.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establis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 excellent and balanced respect for infa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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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  근  시스템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 다. 이는 아동학  방과 조기발견을 동

시에 할 수 있는 포 인 시스템을 제도 으로 마련하

여 학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과정
에 한 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 것이다[1]. 정부는 아동학  사건으로 발생

하는 사회  문제를 반 하여 법제 정비와 국가 행정력

을 동원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 학 를 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할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범정부 아동학 책추진 의회를 설치하여 아

동학  책 추진 상황을 검하고 사회 계장 회의 등

에 보고 에 있으며,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 피해

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지원이 종결된 후에

도 사후 리 강화, 아동학  사건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담 경찰․검사 배치, 권리교육  부모교육 활
성화와 범정부 홍보 책을 수립하여 학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결정 으로는 법 인 근거를 마

련한 것인데, 2016년 3월 2일「아동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학  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한 지자체의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2]. 한
편,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  사건으로 인하여「아

동학 범죄처벌 등에 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학 범죄의 처벌  그 차에 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한 보호 차  아동학  행 자에 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

고 있다[3].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

하고 안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명시

하고 있다[4]. 이에 안 하고 정당한 보육과 교육을 받아

야 하는 아들의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는 사건이 연속

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사회 으로 공분을 사고 있

다. 이러한 아학 의 발생은 아가 우리 사회에서 권

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음에 한 반증

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
∼’19)의 비 인 ‘행복한 아동, 존 받는 아동’의 실 에 

필요한 가장 기 인 아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주기에서 아기가 가

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역에서 
아의 권리가 온 하게 실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간
혹, ‘작고 미약한’, ‘아직 말을 제 로 하지 못하는’, ‘
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비해 힘으로 리는’ 존
재로 인식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려야 할 권리의 주

체로 불인정되기도 한다. 즉, 아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
하지 않거나 성인과 분리된 존재로 구분하지 못하여 부

한 훈육을 하기도 한다[5].
아동은 보호 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 인 권리를 가진 주체 인 존재이다. 아동권리
(child rights)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 인 권

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

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6]. 가장 일반 이

고 범용으로 용되고 있는 아동권리의 정의  내용은 

UN아동권리 약에 제시되어 있는 4-3-1 개념이다. 4개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고, 3개의 원
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며, 1개의 과정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 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6].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sects of the child)은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동이

어야 하며, 아동에 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첫 번째 
원칙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UN아동권리 약에 정의하고 있는 아동은  세계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의  개
념이 범 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의 개
념을 취학  연령 단계, 그 에서도 어린이집에 재원하
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아들로 공간과 연령을 제한하
다. 즉, UN아동권리 약에서 제시한 4-3-1 개념에 
하되,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미만 아의 하루일과를 
심으로 보육교사들이 실행하는 아권리존  보육의 수

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나 가족이 아의 보육, 교육, 신변 등에 해 모

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아들

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를 보호해야 할 도덕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어서 보육교사는 아가 안 하게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아의 권리 존 을 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는 생애 기의 사회  환경이므로[8], 아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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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활하는 것을 일차 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9].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아의 안 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10][11].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유아의 연령을 기 으로 만 

3세 미만의 아반과 만 3세 이상의 유아반으로 편성·운
된다. 만 3세 미만의 아기는 생애 발달에 견주어 봤
을 때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민감하고 결정 인 시기로, 
발달상으로도 진 인 변화가 뒤따른다[12]. 이에 보육
교사는 아의 발달 차이를 숙지하고 해당 연령 에 

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13]가 

발표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아 

스스로 학 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 교육이 충실히 이

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학 를 인

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어린 연령일수록 보육
교사의 철 한 보호와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하루의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아의 
경우, 보육교사는 아가 자유로이 생각과 행동을 처리
할 수 있는 정당한 힘과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들
이 이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 행 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학  사건들은 그 동안 우리

가 소홀히 했던 아권리의 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육교사들이 국가와 사회의 제도  압박에서 

벗어나 실제 아의 인발달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차원

에서 권리존  보육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보
육교사들은 아권리를 실 으로 단할 수 있는 당사

자인 동시에 아권리존  보육을 실천해야 하는 실  

실행자이다. 아권리를 올바르고 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보육교사는 장에서 아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아의 순수한 권리 보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을 맞추어 가면서 아의 발달 수 과 

학습 특성에 맞게 하루 일과를 편성․운 할 것이다. 
이미 지 않은 연구들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 

‘어린이’의 권리에 한 교사의 인식  실천에 한 결
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교육 장에서도 우선 고려되

어야 부문은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사이며, 아의 
권리를 존 하는 보육의 실행 역시 보육교사의 올바른 

자각 없이는 아의 정상 인 하루 일과를 보장하기 어

렵다. 즉,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아권리 요도에 한 
깊이와 이해의 폭에 따라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아권리를 존 하는 보육 실행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하달식 정책에 따라 어
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운 하는 것보다는 보육교사가 어

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아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

장하는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해 진단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 본인이 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아의 기본 인 권리

를 보장하는 보육 실행에 일조를 할 것이다. 
Seo와 Youn[14]은 2000년 이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20곳에서 출간한 유아 인권 련 논문 
50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2000∼2005년에는 3편, 
2006∼2010년에는 16편, 2011∼2015년에는 29편으로 
연구물이 되기 시작하 으며, 2006년에서 2010년에
는 유아의 여러 제 상황이 고려된 인권 로그램 개발 

 용 연구와 교수방법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상으로 선정한 만 3세 
미만의 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
히, 그들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아권리존  보육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루틴한 하루일과 속에서 아권리존  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반 
담임교사만을 상으로 하 다는 과 어린이집 하루일

과 속에서 아의 권리존  보육의 실행 정도를 살펴보

았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
질 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아의 권리존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은 어떠한가?
둘째, 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의 실행 수 은 어떠한가?
셋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과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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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J도 G시에서 소재한 어린이집 241
곳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

육교사 210명으로, 실제 반을 맡으면서 아와 하루일과
를 함께 하는 담임교사만을 표집하 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일반 인 배경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daycare teacher
Sub-factors Respondents Percentage

Academic
College graduation 156 74.3

University
graduation 54 25.7

Carrier

1~3 years 70 33.3

4~6 years 64 30.5

more 7 years 76 36.2

Age

20s 24 11.4

30s 71 33.8

40s 94 44.8

more 50s 21 10.0

Major
Childcare·Welfare 116 55.2

Early childhood 
education 94 44.8

Total 210 100.0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학력은 문
졸 156명(74.3%), 4년제졸 이상 54명(25.7%)이었다. 
경력은 1∼3년 70명(33.3%), 4∼6년 64명(30.5%), 7년 
이상 76명(36.2%)이었다. 연령은 20  24명(11.4%), 30
 71명(33.8%), 40  94명(44.8%), 50  이상 21명

(10.0%)이었다. 공은 보육복지계열 116명(55.2%), 교
육계열 94명(44.8%)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

육 측정도구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 수

을 측정하기 하여 Kim[15]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
용하 다. 이 질문지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심으로 
등원 1문항, 정리 2문항, 화장실 다녀오기 2문항, 소집단
활동 3문항, 자유선택활동 4문항, 심 3문항, 낮잠 2문
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방법은 Likert 
5  척도로 수화되며 ‘  그 지 않다’의 1 에서 

‘항상 그 다’의 5 으로, 해당 역의 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 에서 

아의 권리를 존 하는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체 .89이었다. 질문지의 구체 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suring instrument tools questionnaire

Sub-factors Main questions

Go to the  daycare 
center

․“I welcome with the baby's eye contact when 
she walks.”

arrangement ․“I inform the infant that it is time to clean up 
before finishing the play or activity.”

Go to the restroom ․“I always allow infants to go to the restroom 
freely.”

Small group 
activities ․“I can tell the infant's opinions at any time.”

Free choice 
activities

․“I allow infants to move freely during 
free-choice activities.”

lunch ․“I do not force food that the infant does not 
want to eat.”

Nap ․“I do not wake up and wake up excessively for 
a given nap time.”

2.2.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영아권리

존중보육 측정도구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아권리존 보육 

실행 수 을 측정하기 하여 Kim[15]의 질문지를 사용
하 다. 이 질문지는 UN아동권리 약에 제시된 4  아

동권리 기본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

여 개발된 것으로 자율성존  4문항, 의사존  6문항, 
개별성존  7문항, 정보제공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방법은 Likert 5  척도로 수화되

며 ‘  그 지 않다’의 1 에서 ‘항상 그 다’의 5 으

로, 해당 역의 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의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 에서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아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체 .86이었다. 질문
지의 구체 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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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ing instrument tools questionnaire

Sub-factors Main questions

Respect for 
autonomy

․“I do not force children to have activities that they 
do not want to do.”

Respect for 
opinion

․“I respond appropriately to infant needs and 
questions.”

Respect for 
Individuality

․“I do not treat girl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gender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Provide 
information ․“I inform the infant of daily work.”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비조사는 2016년 7월 12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J
도 I시에 소재한 유아교육 공 학원에 재학 인 석·
박사 과정 보육교직원 7명을 상으로 질문지의 내용  
체계의 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 등을 검하 다. 
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체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
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지의 내용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상이 만 3세 미만의 아반 보육교사임을 
고려하여 원도구에 있었던 “특별활동” 항목을 삭제하
다. 이는 행 표 보육과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

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아들에게 특별활동을 할 수 없
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원도구는 아와 유
아를 상으로 하 으나 본 연구는 아반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 유아”를 “ 아”로 수정하 다. 질문 
내용의 정확한 달을 해서는 “나는 유아가 하고 싶
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문장은 “나는 
아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 있다면 강요하지 않는

다.”로 수정하 다. 한, “나는 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단하기 에 고 시간을 여러 번 꼭 알려 다.”와 같
이 “여러 번”, “꼭”과 같은 단정 이고 연구자의 주 이 

개입된 문장은 “나는 아가 놀이나 활동을 마무리하기 
에 정리할 시간임을 사 에 알려 다.”로 수정하 다. 
비조사 결과 수정․보완된 질문 내용은 유아교육 문

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 으며, 체 으로 타

당하다고 검받아 본조사용 질문지로 확정하 다.

2.3.1 본조사

본조사는 2016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 J도 G
시에 소재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으로 

실시하 다. G시에 소재한 27개 읍․면․동의 행정구역
을 기 으로 동일 비율로 연구 상 어린이집을 선정하

고, 동일 비율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총 270부가 회수되었다. 이  응답이 락
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21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의 일반 인 배경은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 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계
수를 산출하 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서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계분석을 해서는 Pearson
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라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아

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인에 따

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

른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

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학력(t=1.21, p>.05), 
경력(F=.48, p>.05), 연령(F=1.43, p>.05), 공(t=-.29, 
p>.05)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하 역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학력은 
등원시간(t=2.19, p<.05)과 화장실 다녀오기(t=1.9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문 졸 학력교사가 권리

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은 등원(F=2.20, p<.05)과 낮잠(F=3.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  이상 연령교사보

다 30∼40  연령교사가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등원시
간에는 문 졸 학력교사와 30∼40  연령교사가, 화
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문 졸 학력교사가, 낮잠시간
에는 30∼40  연령교사가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

게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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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s

Academic Carrier Age Major

College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1∼3 
years

4∼6 
years

more 7 
years 20s 30s 40s more 

50s 
Childcare·
Welf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Go to the  
daycare center

4.78
(.56)

4.58
(.63)

4.71
(.56)

4.68
(.77)

4.80
(.40)

4.62
(.49)ab

4.65
(.59)b

4.85
(.41)b

4.61
(1.11)a

4.73
(.66)

4.74
(.48)

t=2.19* F=.70 F=2.20* t=-.11

arrangement
4.41
(.62)

4.33
(.61)

4.35
(.58)

4.36
(.75)

4.44
(.51)

4.29
(.52)

4.42
(.50)

4.38
(.59)

4.40
(1.06)

4.37
(.68)

4.41
(.52)

t=.81 F=.38 F=.26 t=-.50

Go to the 
restroom

4.69
(.59)

4.45
(.57)

4.70
(.52)

4.59
(.79)

4.63
(.45)

4.58
(.54)

4.60
(.50)

4.73
(.46)

4.45
(1.17)

4.64
(.67)

4.64
(.46)

t=1.94* F=.22 F=1.62 t=.02

Small group 
activities

4.45
(.59)

4.48
(.54)

4.50
(.53)

4.46
(.72)

4.43
(.48)

4.43
(.44)

4.40
(.49)

4.52
(.49)

4.44
(1.11)

4.44
(.63)

4.49
(.50)

t=-.27 F=.44 F=.70 t=-.64

Free choice 
activities

4.56
(.57)

4.47
(.57)

4.55
(.55)

4.48
(.72)

4.57
(.43)

4.48
(.46)

4.54
(.51)

4.56
(.47)

4.45
(1.09)

4.53
(.64)

4.55
(.48)

t=.99 F=1.90 F=.29 t=-.26

lunch
4.43
(.63)

4.36
(.62)

4.47
(.59)

4.29
(.76)

4.47
(.52)

4.30
(.62)

4.37
(.58)

4.49
(.51)

4.36
(1.11)

4.41
(.69)

4.43
(.54)

t=.73 F=.36 F=.91 t=-.21

Nap
4.49
(.68)

4.42
(.68)

4.48
(.67)

4.42
(.78)

4.52
(.58)

4.29
(.69)ab

4.52
(.52)b

4.57
(.57)b

4.11
(1.25)a

4.47
(.72)

4.48
(.62)

t=.69 F=1.42 F=3.40* t=.00

 Total
4.54
(.50)

4.44
(.52)

4.54
(.48)

4.47
(.67)

4.55
(.33)

4.42
(.37)

4.49
(.42)

4.59
(.38)

4.40
(1.07)

4.51
(.58)

4.53
(.39)

t=1.21 F=.48 F=1.43 t=-.29
*p<.05.

Table 4. The difference of execution level of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according to daycare center's daily work

3.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

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육교사가 실행하

는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

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 이익 최우선의 원

칙에 따라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F=2.62, 
p<.05)과 공(t=-1.71, p<.05)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로 살펴

보아도 보육교사의 연령은 의사존 (F=2.74, p<.05), 개
별성존 (F=2.93, p<.05), 정보제공(F=2.5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50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  

연령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 보

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
사의 공에서는 자율성존 (t=1.46, p<.05), 개별성존

(t=2.7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아교육 계열 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공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 보

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
사의 학력은 정보제공(t=1.56, p<.05)에서 4년제졸업이
상 학력교사보다 문 졸 학력교사가, 보육교사의 경력
은 의사존 (t=2.01, p<.05)에서 1∼6년 경력교사보다 7
년 이상 경력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

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율성존 은 보육복지 계열 공

교사가, 의사존 에서는 7년 이상의 경력교사와 20∼40
 연령교사가, 개별성존 은 20∼40  연령교사와 보

육복지 계열 공교사가, 정보제공은 4년제졸업이상 학
력교사와 20∼40  연령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

칙에 따라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계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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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s

Academic Carrier Age Major

College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1∼3 
years

4∼6 
years

more 7 
years 20s 30s 40s more 

50s 
Childcare·
Welf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pect for 
autonomy

4.24
(.69)

4.15
(.69)

4.32
(.64)

4.12
(.81)

4.20
(.60)

4.16
(.64)

4.24
(.61)

4.24
(.61)

4.05
(1.18)

4.28
(.73)

4.13
(.63)

t=.81 F=1.42 F=.49 t=1.46*

Respect for 
opinion

4.25
(.85)

4.26
(.62)

4.36
(.79)b

4.09
(.89)b

4.29
(.69)a

4.25
(.52)b

4.30
(.57)b

4.32
(.69)b

3.79
(1.64)a

4.33
(.68)

4.16
(.91)

t=-.12 F=2.01 F=2.74* t=1.54

Respect for 
Individuality

4.19
(.87)

4.16
(.63)

4.31
(.78)

4.08
(.89)

4.15
(.77)

4.20
(.53)b

4.24
(.58)b

4.25
(.73)b

3.69
(1.62)a

4.30
(.67)

4.04
(.94)

t=.24 F=1.30 F=2.93* t=2.70*

Provide 
information

3.93
(.91)

4.15
(.65)

4.02
(.87)

3.90
(.92)

4.03
(.79)

3.95
(.70)b

4.10
(.59)b

4.02
(.81)b

3.52
(1.59)a

4.03
(.78)

3.93
(.94)

t=-1.56* F=.51 F=2.58* t=.82

체

4.15
(.73)

4.18
(.59)

4.25
(.68)

4.05
(.78)

4.17
(.62)

4.14
(.49)b

4.22
(.50)b

4.20
(.61)b

3.76
(1.40)a

4.23
(.64)

4.07
(.75)

t=-.22 F=1.40 F=2.62* t=1.71*

*p<.05.

Table 5. The difference of execution level of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according to infant overriding principle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련성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relationship of execution level in daycare 
center's daily work and infant overriding 
principle

Sub-factors Respect for 
autonomy

Respect for 
opinion

Respect for 
Individuality

Provide 
information  Total

Go to the  
daycare 
center

.48** .49** .48** .37** .51**

arrangement .54** .51** .47** .48** .57**

Go to the 
restroom .56** .44** .41** .31** .48**

Small group 
activities .65** .52** .48** .43** .58**

Free choice 
activities .71** .54** .52** .46** .63**

lunch .705* .52** .55** .43** .61**

Nap .67** .51** .54** .44** .60**

 Total .73** .60** .59** .50** .68**

**p<.01.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
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과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은 통계 으

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8, 
p<.01). 하 역별로 살펴보면, 등원시간(r=.37∼.49, 
p<.01), 정리시간(r=.47∼.54, p<.01), 화장실다녀오기
(r=.31∼.56, p<.01), 소집단활동(r=.43∼.65, p<.01), 자
유선택활동시간(r=.46∼.71, p<.01), 심시간(r=.43

∼.70, p<.01), 낮잠시간(r=.44∼.67, p<.01)은 아 이
익 최우선의 원칙 하 역인 자율성존 , 의사존 , 개
별성존 , 정보제공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실행
하는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과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에는 정 으로 

한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3.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
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공은 체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 역별로 살펴보면, 등원시
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
사보다 문 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재우는 
시간에는 50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  연령교사가 

아의 권리를 보다 존 하는 보육을 실행하 다. 즉, 30
 이상이면서 문 를 졸업한 보육교사가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 아권리존 보육을 보다 충실

히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 유형에 따라 학

습하는 지식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인식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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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한 Kim과 Shin[16], Youn과 Kim[17]의 연구결
과와 일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다른 연령
의 교사들보다 30  이상 연령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성이나 지식 등이 높았다는 Katz[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고 할 수 있다. 30세 이상의 교
사들은 교직 생활의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연령

의 교사들은 그 동안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유아를 

담당했던 경험과 정보가 축 되어 낮은 연령 의 교사들

보다 상 으로 수업과 학습자들을 다루는 능력이 우수

한 편이다[19]. 따라서 높은 연령 의 교사들은 그 동안 

자신이 익힌 지식과 연마하 던 기술들을 아들과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상이 아라는 과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에 소재한 

비보육교사 양성 학의 특성  졸업 후 취업 노선과 

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J도 G시는 
인구 28만의 소도시이지만 2개의 문 학과 1개의 4
년제 학에서 지 않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
역에 소재한 2개 문 의 유아교육․보육복지 학과에

서는 주간반과 야간반을 여러 개 운 하고 있으며, 야간
반에서는 부분 만 30세 이상의 만학도들을 보육교사
로 배출하고 있다. 이들이 졸업을 한 후, 만 3세 이상의 
유아반 담임교사보다는 만 3세 미만의 아반 담임교사
로 취직됨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 일반
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반 담임교사를 구인할 때 당

해 연도에 졸업을 한 일명 ‘아가씨 선생님’보다 나이가 
당히 있고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엄마 선생님’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보육교사의 결혼 여부
와 자녀 양육의 경험이 아와 하루일과를 보내는데 필

요조건은 아닐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것이다. 어린이집
의 입장에서는 아의 발달 특성상 엄마처럼 품을 내어

 수 있는 연령 의 교사를 원하고 있음이기 때문일 것

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의 상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미만 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만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기혼이면서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30∼40 의 ‘엄마 선생님’의 비 이 높

은 편이었다.
결과 으로 30  이상의 문  출신 보육교사들이 

아가 등원하는 시간과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기본

인 욕구를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집처럼 안락하고 포근
하게 낮잠을 재우는 시간에 아의 권리를 존 하는 보

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아
의 하루일과를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요성이 차 요

해 지고 있는 시 에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이미지로 

아를 보육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권리 존엄성 측면을 

고려하여 아의 권리에 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존

할 수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습  등

이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

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권리존 보육의 

실행 수 을 보육교사의 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과 공에 따라서 체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 역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연령
에 따라서는 의사존 , 개별성존 , 정보제공에서 50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  연령교사가, 교사의 공
에 따라서는 자율성존 , 개별성존 에서 유아교육 계열 

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 다. 
한편, 보육교사의 학력과 경력에서는 체 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하 역인 정보제공에서는 문 졸 학력교

사보다 4년제졸이상 학력교사가, 의사존 에서는 7년 
이상 경력교사보다 1∼6년 경력교사가 아 이익 최우
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

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 수 은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문제 1에서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아권리존 보육을 실행한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 2에 해 논의를 첨언하
자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권리존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를 

함께 보내는 교사와 아 간의 실제 인 측면에 련된 

것으로, 교사의 실천  행동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높은 연령 의 교사들은 문서화된 수업계획안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기 보다는 실제 활동을 하면서 아와 긴

한 상호작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Kim과 Youn[20]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특히, 아반은 그들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왕성하여 분주하게 계속 움직이
고 혼자 하려고 애쓰는 시기로 성인의 완벽한 보호와 감

독은 필수이다[21][22]. 이러한 상황은 임 교사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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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공에 따라서도 아 이익 최우선의 원

칙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 수 은 보육교사의 

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 계열 공보다 보육
복지 계열 출신 보육교사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의 권리를 존 하는 보육을 보다 능숙하게 실

행하 다. 세부 으로는 보육복지 계열을 공한 보육교

사들이 아의 자율성, 개별성을 보다 존 하고 있었다.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공은 본인이 직에 종사할 때 

인지 ·실천  측면을 변화시키는 요인  하나로, 해당 
교육 기간 동안 교사가 어떤 상에 특별한 심을 가질 

기회를 많게 하는 강력한 변인이다[23]. 10여 년  국가
수 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유아기

에 국가의 막 한 산이 투자되기 시작하 고, 이에 어
린이집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목할만한 성장을 이루

었다. 이에 보육의 수요자들은 보다 우수한 공 지를 찾

아다니기 시작하 고 보육의 공 처인 어린이집에서는 

우수 보육교사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보
육교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사양성기 에서는 보육

과 교육에 련된 학과들이 다수 개설되기에 이르 으

며, 기야는 유아교육 공 보육교사보다 보육과 복지 

공 보육교사들이 직에 종사하게 된 결과가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3.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계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 실행 수

과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아권리존 보육의 

하 역인 등원시간, 정리시간, 화장실 다녀오기, 소집
단활동, 자유선택활동시간, 심시간, 낮잠시간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 역인 자율성존 , 의사존 , 
개별성존 , 정보제공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어린
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아권리존 보육을 

많이 할수록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아권리

존 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와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아의 

권리존 보육을 성공 으로 수행하고 갈등 상황 발생 시 

하게 행동하는데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는 

Lee[24]의 견해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아권리존
보육과 최우선의 원칙의 계로 유추해 볼 때, 보육교
사는 자기 성장을 통해 역할 수행의 질  수 을 향상시

켜야 하며, 교사의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문성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성공 인 보육을 지원해 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교수 능력에 해 보다 정 인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25]. 보육교사의 능력을 지원하는 내·외 인 

환경이 풍부하면 자신의 교수에 해 자신감을 갖게 되

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26]. 보육교사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발달은 물
론 아를 보다 잘 가르치려는 열의를 갖게 되므로 궁극

으로는 아들을 발 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이다. 보육교사들은 매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27], 교사 자신이 실시하는 교육과 보육 수
행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유아교육기 은 

타 교육기 과 달리 교육 환경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

므로 보육교사가 지닌 능력에 따라 교실 장은 변화하

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교수하는데 실질 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직 교육과 직교육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28]. 아의 권리존 보육 수행력이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해서는 련 내용을 교사 교육 내용

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사의 신념에 따라 보육의 목표나 
방법을 자율 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와 자율성 한 확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심으로 아

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아권리존 보육 실행 정도와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보육 실행 정도를 살

펴보았다. 최근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에 한 사회  

심이 집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온

히 실 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조성에 
많은 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J도 G시 
한 아동의 높이에 맞춘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6년 
유니세 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곳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해 수

많은 민  문가들이 력하고 있으며, 궁극 으로는 

아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 옹호를 해 다각 으로 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2017

416

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

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재 아동권리에 한 부분의 연구는 UN아

동권리 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  권리의 정의  개

념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UN아동권리 약

에서 제시하고 있는 4  권리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을 상으로 하므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아에게 직 으로 용하기에는 그 내용과 

연령의 폭이 크고 넓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
호의 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아를 연구 상으로 선

정하 다는 것과 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실천하

는 아권리존 보육 실천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UN아동권리 약의 4  

권리에 하여 아동권리에 한 인식과 실행력을 차이 

검증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의 하루일과를 심으로 보육교사들이 실행하는 아권

리존 보육 실천력  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련변인을 상정하

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안정 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인

과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합하게 공 변인을 새롭

게 선택하 다. 아반이라는 특성을 반 하여 유아교육 

계열과 보육복지 계열로 구분하 다. 후속연구에서는 연
구의 주제와 내용, 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 합
한 련변인을 꾸 히 발견해 내어, 이를 용하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마다 아동보호 문기 , 어린이집안 공제회 

등을 통해 유아의 아동학  방  유아의 권리보

장을 한 표 화된 교육이 국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과운 의 황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실제 교사

와 아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들이 장에 보 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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