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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내, 외적 변인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으로 

성격특성을 선정하였으며, 외적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유아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85명이 선정되었다.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는 유아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효능

감 하위변인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에는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평가적지지가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 

교사효능감에는 성실성, 친화성, 신경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교사 효능감,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유아교사, 내적변인, 외적변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ildhood teachers 

by recogniz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that affect their efficacy. Based on prior 

research,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as internal variables that affect the sense of 

teacher efficacy and social support was selected as external variables to set the effec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the efficacy of childhood teachers as research issues. 285 

teachers from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analysis of data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target,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stepwise to 

look at the influence of each of the variables on the teacher's. Personal teacher efficacy is shown 

to affect Conscientiousness, nerv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and evaluation support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nervousness affect general 

teacher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haracter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f childhood teachers are among the variables that affect teacher efficacy.

Key Words : Teacher efficacy, Personality trait, Social support, Early Childhood Teachers, Internal 

variable, extern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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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2017년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의 유치원 수는 2011

년 대비 7.2%증가하여 29,029개이며, 유아 교원의 수

는 39.2% 증가하여 53,808명으로 보고되었다. 통계청

의 조사는 유아교육의 양적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유아

교육학자들은 유아기를 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인정

하며, 유아기에 보호 그 이상 다양한 자극을 제공함으

로써 질적으로 보장된 유아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1].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

펴본 선행연구에서, 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 변인을 밝히고 있다[2-5].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

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행하며,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실행,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

하고 있다[6]. 황해익[7]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교사관련 변인 중 교사효능감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직의 특별한 상황과 맥락에 자아효능감을 적용한 

것이 교사효능감으로[8],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

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혹은 긍정적 태

도로 볼 수 있다[9]. Denham과 Michael[10]의 연구

에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적 변

인으로 교사의 성, 나이, 교육경력과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인 교사의 자아개념, 성격 및 귀인성향 등을 제시하

였다.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 선행연구

에서 조직풍토, 시설유형, 의사결정 참여, 리더와의 관

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이 밝혀졌다. 교사효능감은 직

접 상호작용하는 유아와, 학부모, 동료, 학교관리자로부

터 영향을 받으며[9], 교사가 지각하는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는 유아교사와 같이 밀접한 

인관관계를 요구하는 환경에 있을 경우 영향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성격은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 

중의 하나로 심리특성 변인이다. 성격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며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성격은 인간이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이 

가지는 공통성과 개인의 독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

로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으로 말할 수 있다[11]. 또

한, 흐름과 상황 등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

되는 사람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이 행동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 따라서 성격의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미래의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며, 정서적

으로 반응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성격특성은 특정상황에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교수행동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교사

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에의 수행 및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된다[13]. 

이나언[14]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성격특성은 교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능력, 자원

을 평가하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

고 있으며, 단현국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격특성에 따

라 교수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달리하고. 가르침에 대한 

성취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4,15] 

교사효능감은 격려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에 따

른 능력의 평가 및 정보적 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6].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 및 정보적 근원과 비

슷한 외적인 변인 중 하나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미친다. 부모, 형제, 배우자 등과 같은 가족과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속에서 실제로 제공

받는 지지이다[17].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사랑

과 돌봄받으며,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제공되는 정보로서, 의사소통 관계망의 

하나라고 하였다. House[18]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 혹

은 두가지 이상의 지지가 포함된 대인관계 거래라고 정

의하였다. 박지원[19]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

과 지지형태, 지지 욕구를 포함하고, 구조 및 기능적 특

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교사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유아교사의 경우 직장 내에서는 유아, 

동료, 원장, 학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직

장 외에서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

지를 제공받는다[20]. 

교사효능감은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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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격특성에 주목

하고 교사효능감과 성격특성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

되어 지는 사회적 욕구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경감시

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결과[21] 교사 효능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외부 개입

을 통해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

을 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사

의 내적변인으로는 성격특성과 외적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교사 효능감 증진을 위한 것으로 내·외

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유아교사의 교

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유아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

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1.1 연구도구

유아교사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

의 5요인 성격특성척도(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2]이 한국형으

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연수[23]가 박지

원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의 과학 교수효

능감 검사 도구를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 STEBI)를 기초로 하여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신혜영[2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2.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대구·경북 유아교육

기관을 무선 표집하고, 재직 중인 교사 316명에게 방

문, 우편 혹은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회수된 질문지 291부 중 무응답을 하였거나, 불

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 6부를 제외하고, 285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학력은 전문대(2~3년제) 졸업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순으로 나타

났다. 학점 은행제 및 보육교사 양성원을 포함한 기타가 

1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사

가 165명(57.9%)로 표집 되었으며, 1년 이상 ~ 5년 미

만의 교사가 100명(35.1%) 1년 미만의 경우 20명

(7.0%)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은 유치원 105명(36.8%), 

어린이집 180명(64.2%)으로 표집 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N=285)

Divison N %

Academic 

Background

a college graduate 131 46.0

a university degree 106 37.2

a graduate degree or above 35 12.3

Etc 13 4.6

Total 285 100.0

Education 

experience

Less than 1 year 20 7.0

more than a year ~ less 

than 5 years
100 35.1

more than 5 years 165 57.9

Total 285 100.0

Type

Kindergarten
public 26 9.1

private 79 27.7

Day Care

public 12 4.2

private 45 15.8

corporate 20 7.1

Home 103 36.1

Total 285 100

2.2 연구결과

2.2.1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교사효능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친화

성과 평가적 지지(r=.447, p<.001)가 높은 정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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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으며, 신경성과 물질적 지지(r=-.348, 

p<.001)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개방성

과 정보적 지지(r=.186, p<.05)가 가장 낮은 상관을 보

이고 있었다. 

성격특성과 교사효능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성실성과 개인적 교수효능감(r=.543, p<.001)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과 일반

적 효능감의(r=.139, p<.05) 상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교사효능감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와 일반적 교수효능감(r=.139, 

p<.05)로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개인적 교

수효능감과 평가적 지지(r=.460, p<.001)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교사효

능감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와 교사효능감은 정적 상관

(r=.395, p<.001)을 나타내었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teacher effica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Teacher efficacy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Agreeablene

ss

Conscientio

usness

emo-

tional 

support

in-

for-

mative 

support

in-

stru-

mental 

support

appraisal 

support

Social 

Suppor

t

Personal

teaching 

efficacy

General

teaching 

efficacy

Teacher 

efficacy

Neuroticism 1 　 　 　 　 　 　 　 　 　 　 　 　

Extraversion -.249*** 1 　 　 　 　 　 　 　 　 　 　 　

Openness -.058 .284*** 1 　 　 　 　 　 　 　 　 　 　

Agreeableness -.222*** .509*** .370*** 1 　 　 　 　 　 　 　 　 　

Conscientiousness -.285*** .289*** .374*** .364*** 1 　 　 　 　 　 　 　 　

emotional 

support
-.315*** .445*** .240*** .419*** .269*** 1 　 　 　 　 　 　 　

informative 

support
-.312*** .402*** .186*** .361*** .349*** .837*** 1 　 　 　 　 　 　

instrumental 

support
-.348*** .451*** .196*** .369*** .299*** .849*** .846*** 1 　 　 　 　 　

appraisal support -.342*** .408*** .215*** .447*** .322*** .841*** .779*** .810*** 1 　 　 　 　

Social support -.353*** .457*** .224*** .426*** .332*** .945*** .930*** .941*** .916*** 1 　 　 　

Personal

teaching efficacy
-.412*** .329*** .405*** .353*** .543*** .425*** .444*** .423*** .460*** .469*** 1 　 　

General

teaching efficacy
-.239*** .159** .139* .308*** .321*** .139* .182*** .187*** .200*** .189*** .355*** 1 　

Teacher efficacy -.393*** .293*** .326*** .401*** .521*** .338*** .375*** .366*** .396*** .395*** .812*** .834*** 1

*p<.05, **p<0.1, ***p<0.01

2.2.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2>

은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개인적 교수효능감에는 성실성(B=.292, β

=.320, p<.001), 평가적 지지(B=.295, β=.230, 

p<.001), 신경성(B=-.167, β=-.229, p<.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B=.254, β=.223, p<.001)이 유의미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인들의 개인적 교수효능

감에 대한 설명력은 47%(R2=.465)이며, 단계적 회귀분

석의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0.770, p<.001). 이 결

과는 신경성의 수준이 낮고 개방적인 성향을 많이 지니

고 있으며, 성실하고 타인으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많이 

제공받을 경우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에는 성실성(B=.201, β=.209, 

p<.001), 친화성(B=.247, β=.202, p<.001), 신경성

(B=-.104, β=-.135, p<.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일반적 교수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15%(R2=.152)이며, 단계적 회귀분석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8.027, 

p<.001). 일반적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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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준이 낮으며, 친화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효능감 전체에는 성실성(B=.251, β=.325, 

p<.001), 신경성(B=-.135, β=-.219, p<.001), 친화성

(B=.129, β=.132, p<.001), 평가적지지(B=.144, β

=.133, p<.05), 경험에 대한 개방성(B=.111, β=.115, 

p<.0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들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9%(R2=.387)이며, 

단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도 통

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다(F=36.853, p<.001). 

Table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er efficacy

Dependent 

variv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adjR
2 F

Personal

teaching 

efficacy

(constant) 1.165 .290 4.014***

.682 .465 60.770***

Conscientiousness .292 .046 .320 6.398***

appraisal supports .295 .062 .230 4.754***

Neuroticism -.167 .035 -.229 -4.811***

Openness .254 .054 .223 4.681***

General

teaching 

efficacy

(constant) 2.395 .338 7.087***

.161 .152 18.027***
Conscientiousness .201 .058 .209 3.466**

Agreeableness .247 .072 .202 3.415**

Neuroticism -.104 .044 -.135 -2.348*

Teacher 

efficacy

(constant) 1.807 .271 6.676***

.398 .387 36.853***

Conscientiousness .251 .042 .325 6.024***

Neuroticism -.135 .031 -.219 -4.313***

Agreeableness .129 .055 .132 2.375***

appraisal supports .144 .059 .133 .2435*

Openness .111 .051 .115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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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및 논의

유아교사의 성격특성은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경성과 성실성은 개인

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실성은 교사효

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본 연구

에서 의미하는 성실성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믿음

직스러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이며 목

적 지향적인 성취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규칙과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정

도이다[25]. 유아교사의 직무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교

육환경을 구성하여 교수학습의 실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26].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교사는 교수학습목

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교수방법과 교수환경이 적합한

지 계속해서 고민하여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활동을 제

공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효능감 증

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사들

의 성격특성에 대해 연구한 이나언[14]의 연구결과에서

도 성실성이 교사들의 자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성

실성이 직무수행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 보고된 연구[27]와 성실성이 높은 경우 자신에게 주

어진 일을 철저히 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28]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 있는 

행동과 신뢰감이 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변 사람들

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29]. 주위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정서적 지

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교사 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 하게 된다. 

신경성은 교사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신경성의 수준이 높은 교사의 경우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기 쉬우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 태도

를 비롯하여 성취감이 결여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

러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느끼는 무기력함

과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

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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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워 우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영향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많은 상황에서 스

트레스를 쉽게 경험하여 신경성적인 성향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교사일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

효능감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접촉 횟수와 질적인 측면인 감정적 지지정도 모

두 중요한데 [30], 신경성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본

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소외 수준이 높고 스스로 고립하

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31]. 신경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예민

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다른 사

람들 보다 위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32], 과민

하여 업무 과다, 학급관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쉽고, 

대인관계의 적응력이 떨어져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유대관계가 약하게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의 호소가 빈번하며, 교사효능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은상 등[33]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민

감하고 새로운 업무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경우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그 결과 직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우며, 전문적인 능력 배양을 저해하

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신

경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나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교사효능감의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경성은 사회적 지지와 교사효능감의 부적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교사효능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성의 특성이 높은 교

사는 신경성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고,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향성은 개인적 교수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

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교사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친화성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

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친화성

은 일반적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교사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더 지각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34]. 다른 사람

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조절 능력

이 높은 교사일수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

성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의 특성은 

교사의 교수활동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고, 교사로서 조화로운 관계 맺음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정서

적·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높아지고, 성취

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35].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

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동료교사와의 수평적이고 조

화로운 관계 맺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36]. 

새롭고 신선한 것을 선호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의 경

우에는 자신감과 도전감에 긍정적인 영향 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유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

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

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본 연

구와 맥을 같이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직무수행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새로운 과업이 주어졌을 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수행이 더 우수하

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동섭, 김기태, 조봉순과 이주연의 선행연구에서 스

스로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행동하

며 상상력이 풍부하여 보다 미래의 성취와 변화를 즐기

는 성향의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 표현의 방

법을 구조화하여 유아에게 제시하는 행동의 방향을 직

접적하기 보다는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본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37,33].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인문교육 등을 통해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

다. 교사로서 필요한 재교육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다양

한 취미나 특기 활동의 장려를 통해 교사들의 꿈과 끼

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한 과

정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사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새로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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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태도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수

준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통

해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격 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가정환경, 문화

적 요인, 교육의 결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이다. 학

문적 성취지향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교사가 처해

있는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39]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신의 전문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교사 효능감 또한 높아

지는데 이는 자기계발의 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

방성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복잡성이 포함된 요

인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친화성은 직무수행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변인이다. 

친화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린 마음, 관대함, 솔직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열린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선행연구 결과, 동료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친화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의 증진이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고 있다. 

친화성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 다른 교사들과 

정보교환이 용이하고, 수업 및 활동에서 동료교사들로

부터 지도 및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

화성이 유아교사효능감을 영향력 있게 예측하는 변인

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친화성의 특성은 유아교사들이 유아들을 대하는 태

도에도 반영할 수 있다[38]. 친화성 특성이 높은 교사는 

다양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면서, 유아들의 발달특성

이나 생활습관, 호기심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유아들

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교사의 경우,  다수의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수의 교사와

의 관계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 서로 목표를 공유하거

나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친화성의 수

준이 높은 유아교사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편안하고 조

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해

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원만하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친화성의 수준이 높은 

교사일수록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교사효능감이 높아

질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또한, 적극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자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높아질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는 교사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하여 유아교사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안에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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