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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urrent working conditions such as welfare and wages,

working hours, ECEC center’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community engagement o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Method: A total of 988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nationwide onlin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ECEC

teachers’ working conditions on teacher professionalism.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teacher efficacy and well-being on teacher

professionalism.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teachers’

working conditions on their professionalism, via efficacy and well-being,

linking the impact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Conclusion/Im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ructural model imply that policy

input for teacher welfare, wage increases, and the enhancement of teachers’

well-being and efficacy are valid and significant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ECEC teachers. These results provide the data-driven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welfare and socio-cognitive approaches for

teachers.

❙key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teacher, professionalism,

well-being, efficacy, working conditions

Ⅰ. 서 론

정부는 2012-2013년 유아기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취학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교사의 누리과정 수행과 전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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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해 교사 연수와 기관/교원 평가 및 컨설팅, 교사 양성/자격 요건의 강화 등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보육의 질 제고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

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 준수와 휴게시간의 보장을 위한 보육지원체계의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조교사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의 확대 등 교사의 복지와 전문

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교육부, 2018).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의 근로복지의 개선과 급여의 증가,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보육진

흥원, 2018), 교사에게 제공되는 보상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미치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최윤경, 박진아, 이솔미, 조현수, 2017).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교사의 복지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자료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교사의 근로시간이 줄고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급여가

증가하고 기관환경이 개선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효능감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수행과 전

문성이 증진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증거 기반의 답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간 유아교사의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

는 크게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인과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는

데, 한편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성을 반영하는 보육․교육의 질 및 성과에 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먼저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그리고 김문정

(2009)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지식, 영유아를 돌보

고 보살필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신념, 태도, 다양한 현장 경험과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직무 능력,

아동의 부모와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보육교직원 자격제도와 양성과정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예: 보육교

사 양성과정 이수학점 51학점, 교사 승급 경력연한 상향 조정). 미국교사교육협의회에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유아교사를 위한 표준에 의하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유아를 관찰․평가하고 실제

와 연계할 줄 알고, 동료와의 협력 및 반성적․비판적 태도를 갖추고 있다(박은혜, 박선혜, 2017).

Early 등(2006, 2007)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 관련 요인을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

과, 부분적으로 교사의 자격증 여부가 아동의 성취 결과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교사

의 학력과 전공과 같은 자격요건의 상승이 교육의 질과 아동의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질적연구를 통해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교사의 급여와 고용조

건, 자격의 상승이 교사에게 갖는 경험적 의미를 탐색한 결과, 유능한 교사를 진입, 유지시키기 위해

서는 자격증과 자격체계를 통한 지위 상승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무환경의 개선과 급여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Boyd, 2013). 교사 자격체계의 마련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하지만 교사의 전공과 학력을 제고하는 교사의 양성 및 자격에 관한 정책이 교육의 질과 아동의 발달

성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이보다 교사의 태도와 같은 교수학습의 질

적․내용적 측면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Palardy & Rumber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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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책이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필수요건(학력, 자격, 경력, 연수, 평가 등)의 구비

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사의 페다고지와 전문성은 학력 및 자격요건과 같은 고정 요인이 제대로 작동

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인지하고 체감하는 정서적․심리적 요소들의 매개를 필요로 하며, 교사로서

갖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지하는 광의의 웰빙 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행복과

직무만족도,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all-Kenyon, Bullough, MacKay, & Marshall, 2013).

OECD의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교사의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학교장 리더십, 교사 전문성 개발, 교원 평가와 피드백, 교사

의 교수활동 및 직무환경,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제시하였다(허주, 최수진, 김이경, 김갑성,

김용현, 2015). 이를 통해 교사의 직무환경과 교사가 체감하는 효능감과 만족도가 교수학습 실행을 설

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교사의 지식과 자율성, 동료간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의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용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OECD, 2016).

또한 교사의 전문성은 커리큘럼의 실행 및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교사의

전문성 논의에서 누리과정의 내용을 유아에게 전달하는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

데, 영유아의 성과와 관련하여 교사와 영유아가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할

때, 그리고 교사가 아동에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상호작용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됨이

보고되었다(김영실, 정영실, 2016, 박희숙, 2014). 교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는 교사

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 습득과 학업적,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며(Burchinal et al., 2008a),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해서는 교사-아동 간의 친밀한 관계와 빈번하고 민감한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가 제공

하는 높은 수준의 수업(instruction)과 교사의 효과적인 유아행동관리가 필요하다(Burchinal, Hyson, &

Zaslow, 2008b).

교사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이 논의됨에 따라,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효능감이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강조되었다. 효능감 연구에서 한국 교사의 자기효능감 프로파일

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한국 유아교사의 효능감은 다차원적인데(교수학습

효능감, 정서적 효능감 등), 각 차원은 고유한 선행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분위기와 문

화적 요소가 교사의 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효능감이 사회적 맥락과 부

모의 참여, 의사결정 등의 영역과 관련되어있다고 보았다(Kim & Kim, 2010). 또한 교사의 효능감은

동료교사의 협력과 교실내 아동 참여와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uo, Justice,

Sawyer, & Tompkins, 2011), 교사의 개인적 심리 특성과 학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교사의 교실 운영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llock, Coplan, & Bosacki, 2015). 즉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교사의 웰빙과 효능감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설명하는 변인 간의 상호

연관성과 직간접의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의 전문

성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이 교사의 웰빙

과 효능감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교사의 전문성에 이르기까지의 직간접의 경로가 어떻게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부족하다.

그 간 교사의 근로여건에 대한 실태 자료를 살펴보면(예: 전국보육실태조사, 전국유아교육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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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초중등학교의 교사과 달리 취학전 영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은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규모와 운영시간 등 다양한 인프라 특성으로

인해 영유아 교사들 간의 근로복지와 전문성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사의 근로여건과 임

금 수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전반적인 복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들어 교사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교사의 행복감과 웰빙의 중요성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근

로여건의 하나로 기관의 물리적 공간 환경과 인적 환경,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및 참여도(예: 열린어

린이집, 부모위원회),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같은 기관의 환경특성도 교사의 근로여건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여건의 의미와 범주가 근로시간과 같은 제도적 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물적․인적 환경과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원 등으로 확대, 근로환경의 질과

네트워크 특성(OECD, 2016)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의 근로복지와 웰빙을 증진하고자 하

는 노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에서의 실행력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규명

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교사의 전문성과 수행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교사효능감 외에 교사가 체감하

는 행복감과 웰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사에 대한 2000~2017년 국내연구 동

향분석 결과,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교사소진, 교사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최근들어 교사의 행복, 우울,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신지혜, 김남희, 김규태, 2019). 교사의 행복감이 유아교사의 직무수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양한 직간접의 관계로 보고되고 있으며(이희은, 2017), 최근에는 교사의 역량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

념의 잠재변인 분석을 통해(예: 임파워먼트) 이러한 변인이 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역

으로 행복감이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미진, 김병만, 2017; 조숙영,

이용주, 2016).

고정 요인으로서의 교사 자격과 학력 등이 나타내는 축적된 지식과 기술, 태도로서의 전문성 개념

이, 커리큘럼의 수행과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실에서의 실제(예: 유아행동관리)와 같은 페다고지로

발전한 바 있으며, 이제 교사의 효능감, 웰빙과 같은 인지적․심리적 요소가 교사의 역량과 실행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사 근로여건의 개선 효과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

지, 즉 효능감과 웰빙과 같은 교사의 개인적인 인지와 체감이 근로여건의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

의 변화가 교사의 전문성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직간접의 영향력을 갖는지 그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의 개선이 정책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의 신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

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대상의 힐링과

인성교육, 행복감과 효능감의 증진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접근이 갖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 교사의 근무시간 및 임금보상체계와 같은 근로복지와 기관이 갖는 물리

적․인적 환경과 부모지역사회 관계 등의 기관환경이 교사가 경험하는 제반 근로여건으로서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직간접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교사의 웰빙과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교사의 전문성(누리과정 계획과 수행, 유아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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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 대한 행동관리)의 실행력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이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과 누리과정 수행 및 교실내 상호작용에 관한 주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3-5세 유아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988명의 유효한 응답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사 조사를 위해 주요 변인별(기관유

형, 기관규모, 지역)로 유의할당을 하여 표집였으며, 기관유형별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거

의 동수로 표집되도록 하였다. 공-사립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기관 분포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교사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약 2배 규모로 참여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의 유아교사가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의 교사보다 좀 더 많이 표집되었다. 기관규모별로 고르게 표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24.6%, 인천/경기 20.9%, 충청/강원 14.8%, 경상 27.5%, 전라 12.2%의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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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참여한 전국 유아교사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수) 구분
%(수)/

만원 평균(표준편차)

기관유형1 교사연령

유치원 50.1(495) 20대 47.6(470)

어린이집 49.9(493) 30대 28.9(286)

기관유형2 40대 이상 23.5(232)

공립유치원 16.5(163) 교사학력

사립유치원 33.6(332) 고졸 2.6( 26)

국공립/법인등어린이집 23.0(227) 3년제 대졸 39.3(388)

민간어린이집 26.9(266) 학사 46.8(462)

기관규모(현원) 석사 이상 10.8(107)

50명 미만 30.3(299) 교사경력

50~99명 36.5(361) 5년 미만 43.9(434)

100명 이상 33.2(328) 5~10년 미만 31.7(313)

지역규모 10~15년 미만 13.1(129)

대도시 56.1(554) 15년 이상 11.3(112)

중소도시 25.3(250)
월 급여 224.24(61.73)

읍면지역 18.6(184)

합계 100.0(988)

표 1. 조사 참여자 특성 (N=988)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 연령은 20대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8.9%, 40대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학력은 4년제 대졸이 46.8%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3년제이하 대졸 39.3%, 석사이상 10.8%로 나타났다. 고졸학력 교사는 전체 2.6%가 참

여하였다. 교사 경력에 의하면 5년미만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의 경력교사가 31.7%,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24.4%가 참여하였다.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24만2천원(표준편차

61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표준편차 8.7시간)으로, 이를

1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1일 9.9시간(표준편차 1.7시간)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가 재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현원 기준으로 기관규

모가 50명 미만 30.3%, 50∼99명 36.5%, 100명 이상 33.2%로 규모별로 표집되었다.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서 현원 100명 이상의 큰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관유형별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집에 비해 사립/민간 기관의 현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56.1%로

과반 이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25.3%, 읍면지역 소재 기관이 18.6%로 나타났다.

2. 조사변인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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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으로 교사의 학력, 경력, 월 급여, 기관유형(더미변수)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표 1, 2 참조),

독립변인으로 기관의 근로여건 및 환경 전반에 관한 것으로 기관의 근로복지와 보상 체계(13문항),

교사의 근로시간(1문항), 기관의 물리적 환경(5문항), 인적환경(6문항),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4문항)

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리커트식 4점척도(매우나쁨 1점∼매우좋음4점)로 질문하였다. 기관의 근로

복지와 보상체계에 대한 문항은 이종각과 문수백(2011) 연구에서 사용한 보상 문항을 참조하여 10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기관의 물리적․인적 환경과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전국보육실태조사 문

항(이미화 등, 2016)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교사의 효능감(10문항)과 교사의 웰빙 잠재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웰빙 잠재변인의 경우 교사가 체감하는 행복감(2문항)과 긍정적 정서(5문항), 부정적

정서(5문항)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효능감은 교사효능감 척도(TES)(Hoy & Woolfolk, 1990)에서 소개

한 개인적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에 관한 문항을 참조하여 유아의 교실 환경에 맞게 10개 항목을 구성

하였으며, 교사 웰빙은 웰빙에 관한 자기보고 척도에서 PANAS(Watson, Clark, & Telegen, 1988)가 사

용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 중 10개 정서 항목을 사용하고 교사행복감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누리과정의 계획과 실행(각 5문항, 총 10문항), 교

사-유아간 상호작용(10문항), 유아행동관리(10문항)로 구성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상호작용 문항

은 Hamre 등(2013)의 척도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유아행동관리는

Danielson(2013)의 교수학습에 관한 틀의 지표 중 교실환경 영역의 학생 행동 관리 항목을 유아에 맞

게 번안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한 주요 변인의 항목 구성은 표 2와 같다.

변인 항목(항목수)

통제변인 교사 학력, 경력, 급여, 기관유형(더미변수)

근

로

여

건

근로복지․보상체계 임금 적정 상승, 경력을 반영한 임금체계, 경력 교사 근속, 각종 수당 지급, 복리

후생(의료보험/국민연금/퇴직금 등), 휴가제도, 휴가제도 이행, 휴게시간 준수,

근로시간, 공정한 대우, 업무권한, 업무수행, 의사결정 참여 (13개)

근무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개)

물리적환경 교실환경, 교무실 등 교사복지시설, 교재교구 구비, 각종 기기 설비, 놀이터 환경

(5개)

인적환경 교직원 간 협력, 교사-원장 협력, 교사 자질, 원장 리더십, 기관분위기, 전문성

개발 기회 (6개)

부모-지역사회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 참여 및 협력,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지원 (4개)

효

능

감

효능감 교사로서 유아에게 좋은 영향, 내용 설명력, 질문에 대답, 가르치는 역량과 기술, 노력

해도 잘 가르칠 수 없음, 효과적인 교수법, 가르치는 절차와 방법, 유아의 발달과 성취

에 기여, 유아의 취약한 환경/능력 부족을 극복, 유아 활동 모니터링 (10개)

웰

빙

행복감 교사로서 행복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행복함 (2개)

긍정적정서 흥미, 뿌듯함, 의욕, 활동적, 결단력 (5개)

부정적정서 분노, 죄책감, 긴장, 적대감, 부끄러움 (5개)

표 2. 조사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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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항목수)

전

문

성

누리과정

계획

누리과정의 목표를 반영한 교육․보육 활동 계획

발달특성과 필요(needs)를 반영한 계획

주제에 맞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계획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풍부한 활동부여, 교육·보육 과정 계획안 작성(5개)

누리과정 실행 누리과정 5개 영역 통합 실행

누리과정 이론의 요구/상황별 적용

(생활)주제 계열성 조직

누리과정 계획/운영의 주도성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영역별 내용 (5개)

상호작용 교실 분위기, 정서적 유대감, 교실내 부정적 정서,

유아의 필요에 대한 인지 및 대처,

학습에 뒤쳐진 유아에 대한 대응,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대처,

유아의 흥미와 동기/관점에 기초한 활동, 유아들의 수업 흥미, 흥미와 자발적 참여

유도, 피드백 제공 (10개)

유아

행동관리

교실 내 행동에 대한 지침과 규칙 전달, 유아 모니터링, 유아의 반응을 반영, 문제

행동 유아에 대한 대응, 교실 내 규칙의 준수 (5개)

표 2. 계속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4점척도 문항은 4점척도 항목별 점수

를 합쳐 평균을 구하였다.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수

근로복지․보상체계 1.00 4.00 3.03 0.61 .91 13

주당 근로시간 16.67 75 49.32 8.69 - 1

물리적환경 1.00 4.00 3.06 0.63 .84 5

인적환경 1.00 4.00 3.22 0.55 .90 6

부모‧지역사회관계 1.00 4.00 3.30 0.58 .85 4

교사효능감 1.90 4.00 3.08 0.36 .77 10

긍정적 정서 1.00 4.00 3.16 0.56 .87 5

부정적 정서 1.00 4.00 2.27 0.64 .81 5

행복감 1.00 4.00 3.19 0.63 .80 2

누리과정계획 1.40 4.00 3.14 0.42 .74 5

누리과정실행 1.00 4.00 3.23 0.46 .88 5

유아상호작용 2.00 4.00 3.09 0.31 .75 10

유아행동관리 2.00 4.00 3.21 0.40 .79 5

표 3. 분석변인 기술통계

3. 자료분석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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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SPSS 18.0과 Mplus 7.0 통계패키지를 이용

하였으며, 결측치는 ML(Maximum Likelihood)로 처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모형, .05에서 .08 사이면 적합한 편,

.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모형이고,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5*** .50*** .42*** .60*** .28*** .30*** -.24*** .33*** .33*** .33*** .30*** .24***

2 1 -.10** -.09** -.17*** -.03 -.10** .11*** -.11** -.03 -.03 -.06 -.03

3 1 .55*** .60*** .23*** .30*** -.14*** .33*** .29*** .30*** .27*** .22***

4 1 .58*** .27*** .37*** -.15*** .35*** .31*** .31*** .30*** .23***

5 1 .28*** .30*** -.22*** .35*** .30*** .29*** .29*** .21***

6 1 .52*** -.37*** .39*** .62*** .52*** .64*** .56***

7 1 -.28*** .63*** .43*** .36*** .46*** .38***

8 1 -.29*** -.28*** -.21*** -.28*** -.21***

9 1 .38*** .33*** .40*** .32***

10 1 .68*** .64*** .54***

11 1 .62*** .52***

12 1 .66***

13 1

1. 근로복지‧보상체계 2. 주당근로시간, 3. 물리적환경 4. 인적환경 5. 부모‧지역사회관계 6. 교사효능감

7. 긍정적정서 8. 부정적정서 9. 행복감 10. 누리과정계획 11. 누리과정실행 12. 상호작용 13. 유아행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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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변인간 상관관계

먼저 근로복지․보상체계와 주당 총 근로시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여,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

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일

수록 기관의 물리적환경, 인적환경,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의 효

능감과 행복감, 그리고 교사의 누리과정 계획과 실행, 상호작용, 유아행동관리가 모두 좋은 것으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기관의 근로복지․보상체계는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에 해당하는 제반 기관환경과 교사의 긍정적 정서 및 행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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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의 부정적 정서 체감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근무시간이 긴 기관

은 기관의 물리적환경, 인적환경,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교사는 부정적

정서를 갖고,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 수준이 높고 부정적 정서는 적으며, 교사

가 누리과정의 계획과 실행, 상호작용, 유아행동관리를 잘 하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잠재변인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검증에 앞서 잠재변인의 측정 모형 검증을 위해 교사의 웰빙과 전문성

잠재변인에 대해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표 5),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행

복감은 모두 유의미하여 잠재변인인 교사의 웰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교사의 웰빙은 긍정적 정서(β = .86, p < .001), 행복감(β = .71, p < .001), 부정적 정서(β = .48,

p < .001) 순으로 관계가 높았다. 종속변인인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인 누리과정계획과

누리과정실행, 유아상호작용, 유아행동관리 또한 모두 유의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는 유아상호작용(β = .86, p < .001), 누리과정계획(β = .77, p < .001), 유아

행동관리(β = .75, p < .001), 누리과정실행(β = .72,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교사 웰빙

← 긍정적 정서 1.00 0.86 0.02 42.85***

← 부정적 정서 0.64 0.48 0.03 14.56***

← 행복감 0.95 0.71 0.02 33.44***

교사 전문성

← 누리과정계획 1.00 0.77 0.02 46.58***

← 누리과정실행 1.02 0.72 0.02 39.14***

← 유아상호작용 0.82 0.86 0.01 67.75***

← 유아행동관리 0.93 0.75 0.02 43.96***

* 부정적 정서는 계수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역코딩하였음.

***p < .001.

표 5.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

3. 직접효과 분석

1)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해 검증한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첫째, 교사의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관의 근로여건 중 근로복지․보상체

계(β = .18, p < .001)와 부모․지역사회관계(β = .17, p < .001)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

로복지와 보상체계가 잘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기관의 부모․지역사회 관계와 지원이 원활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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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사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모형에서 교사의 근로시간과 기관의 물리적,

인적 환경은 교사의 효능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행복감으로 구성된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여

건으로는 근로복지․보상체계(β = .09, p < .05), 주당근로시간(β = -0.06, p < .05), 인적환경(β = .08,

p < .05), 부모․지역사회 관계(β = .16, p < .001)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근로복지․보상체계가 잘 되

어 있을수록 그리고 기관의 인적환경과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의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교사의 웰빙은 낮게 나타났으며, 제시한 모형

에서 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교사의 웰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능감의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웰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52, p < .001).

경로 B β S.E t

근로복지․보상체계 →

교사효능감

0.11 0.18 0.04 4.66***

주당근로시간 → 0.001 0.03 0.03 1.10

물리적환경 → 0.03 0.06 0.04 1.46

인적환경 → -0.001 -0.002 0.04 -0.05

부모․지역사회관계 → 0.11 0.17 0.04 4.51***

근로복지․보상체계 →

웰빙

0.07 0.09 0.04 2.53*

주당근로시간 → -0.003 -0.06 0.03 -2.29*

물리적환경 → 0.04 0.05 0.04 1.43

인적환경 → 0.06 0.08 0.04 1.98*

부모․지역사회관계 → 0.14 0.16 0.04 4.52***

교사효능감 → 0.70 0.52 0.03 20.30***

표 6.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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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에 대한 계획과 실행, 유아와의 상호작용, 교실 내에서의 유아 행동관리로 구성된 잠

재변인 교사의 전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반 근

로여건에 해당하는 근로복지․보상체계, 근무시간, 물리적환경, 인적환경, 부모․지역사회관계

는 모두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이 유의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살펴본 것으로, 교사의 근로여건

이 전문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교사의 학력, 경력, 급여, 기관유형)을 종속변인인 교사전문성 설명에 투입한 결과,

기관유형의 더미변수 중 공립유치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공

립유치원에 재직하는 교사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과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β = .10, p < .01). 다른

통제변인들은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5권 제3호

32

경로 B β S.E t

근로복지․보상체계 →

교사전문성

0.03 0.05 0.03 1.44

주당근로시간 → 0.00 0.05 0.03 1.79

물리적환경 → 0.03 0.05 0.03 1.66

인적환경 → 0.03 0.05 0.03 1.43

부모․지역사회관계 → 0.02 0.04 0.03 1.24

표 7.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3)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에 대한 계획과 실행, 유아와의 상호작용, 교실 내에서의 유아 행동관리로 구성된 잠

재변인 교사의 전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의 효능감(β = .58, p < .001)과 웰

빙(β = .21, p < .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에서 제안한대로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로서 직무수행과 교수법에서 자신감을 느낄수록,

즉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전문성 실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교사가 느끼는

웰빙(행복감과 긍정적 정서)이 클수록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B β S.E t

교사효능감 →
교사전문성

0.53 0.58 0.03 19.49***

웰빙 → 0.14 0.21 0.04 5.33***

표 8.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p < .001.

4. 매개효과 분석 및 모형의 적합도

1)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근로여건의 제 요인이 교사효능감과 웰빙을 통하여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Mplus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교사효능감과 교사전문성 간의 관계에서 웰빙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1, p

< .001). 즉, 교사의 웰빙수준과 효능감이 모두 교사의 전문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교사의 효능감은 전문성에 웰빙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사의

효능감은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감정, 행복감의 웰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복지․보상체계와 교사전문성 간의 관계에서는 교사효능감(β = .10, p < .001),

웰빙(β = .02, p < .05), 교사효능감과 웰빙(β = .02, p < .01)을 통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다. 2,000번의 반복 추정을 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추정치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기관의 근로복지 및 보상의 체계가 바로 교

사의 전문성 증진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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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과 교사전문성 간의 관계에서는 웰빙(β = -0.01, p < .05)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이 길 경우 교사가 체감하는 웰빙 수준이 감소되고,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실행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지역사회관계와 교사전문성 간의 관계에서는 교사효능감(β = .10, p < .001), 웰빙(β =

.03, p < .01), 교사효능감과 웰빙(β = .02, p < .01)이 가지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관에서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참여와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지원이 교사의 전문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러한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보상체계와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교사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교사가

체감하는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유의함도 확인하였다(β = .09, p < .001; β = .09, p < .001).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Bootstrapping
95% CI

하한 상한

교사효능감 → 웰빙 →교사전문성 0.58*** 0.11*** 0.69*** 0.07 0.16

근로복지․보상체계 →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0.05 0.10*** 0.19*** 0.06 0.15

→ 웰빙 → 0.02* 0.004 0.03

→ 교사효능감 → 웰빙 → 0.02** 0.01 0.03

주당
근로시간

→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0.05 0.02 0.06 -0.01 0.05

→ 웰빙 → -0.01* -0.03 -0.002

→ 교사효능감 → 웰빙 → 0.004 -0.002 0.01

물리적환경 →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0.05 0.03
0.10*

-0.01 0.08

→ 웰빙 → 0.01 -0.003 0.03

→ 교사효능감 → 웰빙 → 0.01 -0.002 0.02

인적환경 →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0.05 -0.001 0.06 -0.05 0.05

→ 웰빙 → 0.02 -0.002 0.03

→ 교사효능감 → 웰빙 → 0.00 -0.01 0.01

부모․지역사회관계 →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0.05 0.10*** 0.19*** 0.06 0.14

→ 웰빙 → 0.03** 0.02 0.05

→ 교사효능감 → 웰빙 → 0.02** 0.01 0.03

근로복지․보상체계 → 교사효능감 → 웰빙 0.09* 0.09*** 0.18*** 0.06 0.13

주당근로시간 → 교사효능감 → 웰빙 -0.06* 0.02 -0.05 -0.01 0.05

물리적환경 → 교사효능감 → 웰빙 0.05 0.03 0.08 -0.01 0.07

인적환경 → 교사효능감 → 웰빙 0.08* -0.001 0.08 -0.04 0.04

부모․지역사회관계 → 교사효능감 → 웰빙 0.16*** 0.09*** 0.25*** 0.0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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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교사 효능감과 웰빙의 매개효과 검증

2)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로모형에 대해 조사된 변인이 연구모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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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83) = 278.06(p < .001), CFI = .95, TLI = .93, RMSEA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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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그 간 교사정책의 추진을 통해 가설로 논의된 근로복지 및 보상체계의

향상과 기관의 환경,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제반 근로여건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실증적인

효과와 그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 동향을 통해 교사의 역량과 전문

성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등장한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이 갖는 직간접의 설명력을 본 연

구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 간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구성 요인과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보육의 질과 상호작용, 아동의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

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된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매개변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는 필요성도 있었다.

이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

과 같은 인지적․정서적 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교사의 근로여건이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관의 근로복지‧보상체계와 부모․지역사회와의 관

계 및 지원이 교사의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기관의 근로복지․보상체계와

교사의 근로시간, 기관의 인적환경과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와 같은 기관환경의 질적 특성이 교사

가 경험하는 제반 근로여건으로서 교사의 웰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유아교사의 근로여건이 갖는 의미와 범주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 휴가의 시행, 복리후생

제도의 구비와 같은 물리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물리적, 인적 환경의 질과 나아가 교사가 부

모와 갖는 관계 및 참여,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과 같은 네트워크와 관계의 질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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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과 같은 제도적 구비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물리적, 인적 환경과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근로여건으로서 그 의미와

범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종속변인인 교사의 전문성을 페다고지의 관점에서 교실에서의 커리큘럼(누리과정)의 실행과 계획,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과 유아 행동관리로 이루어진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요인으로 교사의 웰빙과 효능감, 근로여건의 유의미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둘째, 근로여건의 제 요인이 교사의 전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은 모두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사효능감이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웰빙을 매개로 교사 효능감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최근 연구결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의 설명력을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사의 효능감이 교사가 체감하는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

서적 변인(웰빙)과 인지적 변인(효능감)의 관계와 경로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연구모형에서는 효능감의 인지적 요인이 웰빙과 같은 정서적 체감을 설명하는 관계도 유의미함을 보

여줌으로써, 향후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근로여건의 개선이 전문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지는 않으나, 효능감과 웰빙을 통해 교사

의 전문성에 의미있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누리과정과 교사정책이 목표로 하는

교사의 전문성 증진은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과 같은 교사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통해 그 직접적

인 효과를 증가시킬수 있으며, 또한 근로여건의 개선을 지속함으로써 그 간접효과를 통해서도 교사의

전문성을 증가시킬수 있다.

현장 안팎에서 종종 제기되는, 교사의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급여를 올리는 노력

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교사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교사의 웰빙을 추구하는 정책의 설계는 양성과정과 현직교

육(연수)과 같은 교육훈련의 제공과 함께, 기관내 동료교사와의 관계 및 협력, 원장의 역량을 포괄하

는 인적환경의 구성이 중요하고, 또한 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참여와 같은 관계적 요소가 중요함

을 보여준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준수 및 보상체계의 마련과 같은 근로복지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행복하고 자긍심과 효능감을 갖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교실에서의 교수법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통제변인으로 과거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 급여 등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기관유형의

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사의 전문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선행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을 향상시키는 제

도적 변화는 이제 교사의 효능감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인지적․정서적 전략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

다. 향후 양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기관유형에서 공립

유치원 더미변인이 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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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에 따른 교사 전문성의 격차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

사의 급여와 근로시간, 자격 등의 효과가 공립유치원과 같은 기관유형 변인에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연구모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서론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로,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갖는 개

념이 커리큘럼의 수행 등 페다고지를 반영한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또한 효능감과 웰빙과 같은 인지

적‧정서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념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사 대상의 심리적‧정서

적 지원이 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 교사의 설문 응답에 기초한 자료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교사의 전문

성과 교실에서의 교수법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행동관찰척도의 적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예:

CLASS), 교직원 환경에서 중요한 변인인 교사의 리더십과 원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제한점이라 하겠다. 향후 이를 분석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변화하는

교사의 근로여건의 범주와 의미, 효능감과 웰빙, 전문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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