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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시 에 유치원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

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재직 인 교사 174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하고 연구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교사

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언어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과 신분상의 권리는 정 인 향을 미쳤고, 정서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 인 향을 미쳤다. 그리고 행동  상호작용에서는 노동의권리가 부 인 향을 미쳤다.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언어  상호작용과 정서  상호작용에서는 신분상의 의무는 정 인 향

을 미쳤고,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제어 : 융복합시 , 유치원교사, 권리, 의무, 상호작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indergarten teachers' rights and obligations on 
teacher -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74 teachers in kindergarten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igh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ights of 
education and status in linguistic interaction, which is a sub-domain of teaching-infant interaction. And in behavioral 
interactions, the rights of labor have had a negative impact. In the linguistic interaction and emotional interaction, 
which are subdivisions of teacher-infant interaction, teacher's du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uties 
of status, while teacher's duty was the sub-domain of inter- Duties of integrity and duty and duty of status did not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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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 융복합시 에 살고 

있다. 시 의 변화로 인해 다양성이 제기되며 한 이러

한 시 를 응하기 한 노력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융복합시 에 응하기 한 노력 에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 가장 기본 인 장이 교육의 장이며, 그리고 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유아교육이다[1,2]. 왜냐하면 여성

들이 사회․경제  활동 증가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에 련된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의 증가는 교

육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유아교육의 질은 다양한 요인

에 의해서 결정된다. 를 들면, 유아교육 시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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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등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러나 유아교육 시설  환경, 교육 로그램 잘 갖추어져 

있어도 유아에게 교육서비스를 달해 주는 도구는 교사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사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

는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3].

유아교사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

으며 유아교사들은 때때로 교사로서 존 받지 못하거나 

돌 노동자 정도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스트 스 가운데 근무해야 하는 유치원교사에게 교사에 

한 권리와 의무에 한 정 인 생각을 통해 교사-유

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4]. 유아기 상

호작용의 질이 요한 것은 유아기에 경험한 사회  

계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  계에 한 기 감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5].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역량에 

기 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요

성에 한 인식은 유아 보육의 질과 련이 있으며 이

에 따른 유아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유치원교사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교사-

유아 상호작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으로

써 유치원교사의 직무역량강화를 한 교육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함이다. 

1.2 연구문제

첫째, 교사의 권리, 의무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의 권리는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의 의무는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배경

2.1 유치원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리에 한 견해는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교사의 권리를 그 범 에 따라 의 , 의 , 최 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  측면에서 교사의 권리

는 ‘교사의 권 ’로 이해할 수 있다[7]. 교사의 권리를 제

도  권리, 지  권리, 기술  권리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8]. 둘째, 의  측면에서 교사의 권리는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으로서 일차 으로 교

육행 에 한 수업권과 이에 따른 제 권한을 의미한다

[7].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교사가 직

으로 학습자들을 상으로 교육할 권리․권한을 가지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사의 기본 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 의의 측면에서 교사의 권리는 ‘교사의 

반 인 권리’를 의미한다[7]. 최 의의 교권은 두 가지 측

면 모두 포함하면서 교사의 사회 ․경제  권리를 포함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교사의 권리는 

교육을 한 권리, 교사로서의 신분보장, 사회 ․경제  

지 에 한 권리,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확

장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유치원 교사의 의무

일반 으로 교사의 의무는 교사의 사회  책임을 의

미한다[9]. 교육법에 의하면 교사의 책임과 의무는 교사

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사 역시 교사

로서 사회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 유아교사의 의무

에 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의 의무는 「국

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의무규정이 용된다. 그러나 보

육교사는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에 용되는 의무 내용을 기 하

여 유치원교사의 의무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

구의 유치원교사의 의무에 한 내용 에서 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아교사의무는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9,10]. 

2.3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개념은 교육의 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

아 간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

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며, 유아의 발달

과 유아의 래 계와도 친 한 련성이 있다[11]. 유아

가 교사와 안정된 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

면서 이후 생활에 보다 뛰어나게 응하기 해서는 유

아교육시설(유치원)  기  내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을 담당하는 유아교사가 교사가치에 한 요성을 인지

하고 바람직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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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이다. 특히, 유

아교사가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유아의 학습

과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4]. 선행연구에서 유

아가 매일 매일 자주 경험하는 질이 인지 , 정서 , 사회

 균형 잡힌 발달을 돕고 진시킬 수 있으며 유아교육

기 과 시설에 와서 유아들이 받는 양질의 경험은 교사-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4]. 

2.4 교사의 권리, 의무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일반 으로 태도(Attitude)는 경험을 통해 조직화하는 

것으로 태도의 상과 상황에 한 개인의 반응에 역동

이거나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정신  비상태를 

의미한다[12]. 태도는 크게 인지  과 정의 을 

포함한다[13]. 인지  태도의 은 특정 행동에 한 

생각, 신념, 객  사실 즉, 지식수 과 계된다. 를 

들면 어떠한 한 사건이나 상황, 는 인물 등의 상에 

해 알고 있는지에 한 인지  수 을 의미한다. 유아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한 인지  태도는 교사로서 교

사의 권리와 의무에 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립하고 

있는지, 만약 안다면 그 수 은 어느 정도인지와 련된

다고 볼 수 있다[13].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서울, 경

기, 인천지역에서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 200명을 상

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174명을 회수하 다. 표본추출방법은 비

확률 인 표본추출 방법인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 다. 

3.2 측정도구

3.2.1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리는 송순옥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

용하 다[14]. 교사의 권리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3

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첫 번째 하

역은 6개의 문항으로 교육의 권리이며, 두 번째 하 역

은 2개의 문항으로 노동의 권리이고, 세 번째 하 역은 

7개의 문항으로 신분상의 권리이다. 척도구성은 Likert의 

5  척도이며, 신뢰도 Cronbach's α은 교육의 권리 .61, 

노동의 권리 .70, 신분상의 권리 .66으로 나타났다.

3.2.2 교사의 의무

교사의 의무 척도는 송순옥이 개발한 것을 이 연구에

서 활용하 다[14]. 교사의 의무척도는 총 11문항으로 2

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 역은 5

개의 문항으로 성실과 직무상의 의무라고 하 으며, 두 

번째 하 역은 6개의 문항으로 신분상의 의무라고 되

어있다. 이 척도구성은 Likert의 5  척도이며, 신뢰도 

Cronbach's α은 성실과 직무상의 의무가 .65, 신분상의 

의무는 .89로 나타났다.  

3.2.3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척도는 이정숙이 수정  보완

한 척도를 사용하 다[15]. 총 30문항으로 3가지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역은 언어  상호작용

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역은 정서

 상호작용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세 번째 역

은 행동  상호작용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의 5  척도이며, 신뢰도 Cronbach's α은 

언어  상호작용은 .921, 정서  상호작용은 .918, 행동  

상호작용은 923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유치원교사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 %

Final 
education

2-3 year college graduate 
(professional)

108 62.1

4 year university graduate 66 37.9

Sum 174 100.0

Rank

2nd grade 168 96.6

Original 6 3.4

Sum 174 100.0

Care 
experi-enc

e

Over 1 million won～
less than 2 million won

30 17.2

More than 2 million won～ 3 
million won 144 82.8

Sum 174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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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사의 권리, 의무와 교사-유아상호작용간의 

상관관계

교사의 권리, 의무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계를 

Table 2와 같이 살펴보면, 먼  교사의 권리 하 역인 

교육권리, 노동권리, 신분상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

용의 하 역인 언어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노동

권리(.123)에서만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권리(.411), 신분

상의 권리(.481)간의 계에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교사의 권리 하 역인 교육권

리, 노동권리, 신분상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서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교육권리

(.180, p<.05)에서만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노동권

리(-.071), 신분상의 권리(-.051)는 유의한 상 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권리 하 역인 교육권리, 

노동권리, 신분상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노동권리(-.154, 

p<.05)만 부 인 계로 나타났고 교육권리(-.028), 신분

상의 권리(-.004)는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eacher's Rights Teacher's duty
Teacher-infant 
interaction

Educa
tion 

Rights

Labor 
rights

Status 
right

Faithful 
duty

Statutory 
obliga
tion

Linguist
ic 

interac
tion

Emotio
nal 

interac
tion

Behavior
al 

interac
tion

Education 
Rights 1

Labor 
rights .546

**
1

Status 
right .546** .573** 1

Faithful 
duty .455** .165* .308** 1

Statutory 
obligation .427** .150* .224** .402** 1

Linguistic 
interaction .411** .123 .461** .262** .358** 1

Emotional 
interaction .160

*
-.071 -.051 .144 .300

**
.466

**
1

Behavioral 
interaction -.028 -.154

*
-.004 .170

*
.164

*
.468

**
.17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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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eacher's rights and 

duties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무상의 의무, 신

분상의 의무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언어

 상호작용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성실  직무상

의 의무(.262), 신분상의 의무(.358)는 정 인 상 계로 

나타났다(p<.01).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

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서  상호작용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성

실  직무상의 의무(.144)는 상 계가 없으며, 신분상

의 의무(.300)는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p<.01).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무

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성실 

 직무상의 의무(.170), 신분상의 의무(.164)는 정 인 

상 계로 나타났다(p<.01).

4.3 교사의 권리가 언어적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권리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 언

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사의 권리의 

하 역인 교육권리(β=.355, p<.001), 신분상의 권리(β

=.466, p<.001)에서 언어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권리(β=-.327, p<.001)는 

언어  상호작용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Constant 1.922 .331 　 5.807***

Education 
Rights

.342 .082 .335 4.144
***

Labor rights -.254 .064 -.327 -3.966***

Status right .491 .087 .466 5.646
***

R2= .312, adj R2= .300 
F=2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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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Effects of Teachers' Rights on Interaction

4.4 교사의 권리가 정서적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권리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 정

서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사의 권리의 

하 역인 교육권리(β=.326, p<.001)에서 정 인 향

을 미쳤으며, 노동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역에서는 정

서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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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Constant 4.446 .337 　 13.198
***

Education 
Rights

.291 .084 .326 3.471
***

Labor rights -.119 .065 -.176 -1.831

Status right -.118 .089 -.128 -1.336

R2= .071, adj R2= .055 
F=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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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Effects of Teachers' Rights on Emotional

Interaction

4.5 교사의 권리가 행동적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권리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 행

동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교사의 권리의 

하 역인 노동권리(β=-.240, p<.05)에서 부 인 향

을 미쳤으며, 교육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역에서는 행

동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 SE β t

Constant 4.426 .413 　 10.704***

Education Rights .046 .103 .043 .448

Labor rights -.196 .080 -.240 -2.458
*

Status right .122 .109 .110 1.122

R2= .035, adj R2= .018
F=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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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Effect of Teacher's Rights on Behavioral

Interaction

4.6 교사의 의무가 언어적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 언

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무상의 의무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분상의 의무(β=.302, p<.001)에서 언어  상

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 SE β t

Constant 2.885 .376 　 7.672
***

Faithful duty .171 .094 .141 1.819

Statutory 
obligation

.231 .059 .302 3.906***

R2= .145, adj R2= .135
F=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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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s of Teacher's Duties on Verbal 

Interaction

4.7 교사의 의무가 정서적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

서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무상의 의무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분상의 의무(β=.288, p<.001)에서 정서  상

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 SE β t

Constant 3.736 .340 　 11.000***

Faithful duty .030 .085 .028 .353

Statutory 
obligation

.194 .053 .288 3.618
***

R
2
= .090, adj R

2
= .080

F=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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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Effect of Teacher's Duties on Emotional

Interaction

4.8 교사의 의무가 행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 행

동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교사의 의무의 

하 역인 성실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에서

는 행동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B SE β t

Constant 3.326 .420 　 7.916***

Faithful duty .159 .105 .124 1.510

Statutory 
obligation

.093 .066 .115 1.401

R
2
= .040, adj R

2
= .029

F=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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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 of Teacher's Duties on Behavioral

Interaction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한 목 으로 교사의 권리

와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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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

인 언어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노동권리에서만 유

의하지 않았고, 교육권리, 신분상의 권리간의 계에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권리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서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 인 상 계가 나타났

고, 노동권리, 신분상의 권리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간의 계에서는 노동권리

만 부 인 계로 나타났고 교육권리, 신분상의 권리는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사의 의무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

인 언어  상호작용간의 상 계에서는 성실  직무상

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는 정 인 상 계로 나타났다. 

교사의 의무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서

 상호작용간의 상 계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

는 상 계가 없으며, 신분상의 의무는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교사의 의무와 교수-유

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간의 상

계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는 정

인 상 계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

인 언어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과 신분상의 권리는 정

인 향을 미쳤고 노동권리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

서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 인 향을 미

치고 노동의권리, 신분상의 권리는 향을 미치지 않았

다. 그리고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에서는 노동의권리가 부 인 향

을 미쳤으며, 교육권리, 신분상의 권리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

인 언어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분상의 의무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정서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분상의 의

무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

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 역인 행동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

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통해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권리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계에

서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조 효과에 련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 한다. 

둘째, 교사의 의무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계에

서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조 효과에 련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 한다. 

셋째, 교사의 권리, 의무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계를 통해  다른 인과 계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사의 직무역량이 강화

되고 질 좋은 교육의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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