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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보육

시설에서 보육효능감, 교사역할수행, 교사민감성 향상을 한 교육을 함으로써 

보육효능감, 아교사의 역할수행, 아의 요구에 한 교사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상은 정읍시의 44명의 아담당 보육교사들이다. 이들은 통제집단 

22명과 실험집단 22명의 교사로 나뉘어졌다. 교사들은 보육효능감, 교사역할수

행, 교사 민감성을 평가하기 해 사 -사후검사로서 질문지에 응답하 다. 

본 연구결과,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보육효능감, 교사역

할수행, 교사민감성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결국, 보육효능감, 

교사역할수행,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해 수행된 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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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의 속한 산업화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자녀양육의 요구를 사회  문제로 두시켰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양육의 요구를 충족시켜  보육시설에 한 수

요를 증가시켰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해 1991년 ‘ 유아보육법’이 제

정된 이후로 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을 받는 유아는 1993년 5,490개소의 153,270명

에서 2009년 12월에는 35,550개소의 1,175,049명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은 층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보육 상 연령

도 차 하향화되는 추세이며, 결과 으로 아보육에 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 아기의 요성이나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상호작용의 필요성 등 여러 가

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아에게 합한 보육에 한 요구도 더 높아지

고 있다(장 희, 2000). 

아보육에 한 사회  욕구가 높아지면서 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육능력에 한 기 가 어느 때보다 실히 요구되고 있는 반면, 아를 상으로 

한 보육시설은 어느 연령층의 보육시설보다 그 활용률이 낮다. 2003년 가정보육시

설의 정원 충족률은 체 보육시설 가운데 가장 낮은 69.3%에 불과했고(남궁선혜, 

2004), 2005년 국 보육이용에 한 실태조사에서는 아보육 서비스를 해 조부

모 등 연이 가장 선호되고 그 이용률이 21.8%인데 반해 기 이용률은 14.6%에 

그쳤다(서문희․이옥․백화종․박지혜, 2005). 이러한 아보육시설 활용이 조한 

주된 원인은 아보육교사의 낮은 경쟁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에 있는 부분의 교사들은 주로 유아를 상으로 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의 발달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 이론  실

제에 한 지식이 실제 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서문희, 2004). 김희진․김언

아․홍희란(2005)은 아를 지도하는 보육교사들과의 화에서 보육교사들은 학부

의 교육과정이 유아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 으로 아에 해서 이론과 

실제를 배울 기회가 었고, 장에서도 체계 으로 아에 해 교육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를 상으로 하는 교육  보육을 수 만 약간 낮추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 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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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기 (2007)도 아보육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반 보육교

사들은 경력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아보육에 도움이 안되는 혼란스럽고 발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 고, 김춘희(1999)도 아의 발달특성과 요구

를 고려한 교육이론  실제에 한 훈련과정의 부족하다고 하 다. 따라서 아보

육을 한 실제 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아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문

성을 도모하고 직무효능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보육교사교육이 실히 요구된

다.

이 듯 시 으로 아보육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아보육시설이 양 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보육교사가 이러한 시  흐름에 부응하는 질 인 아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된 아보육직무능력 로그램에 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즉 양 성장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을 한 노력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 이 제기되면서 아에 한  견해와 문화  요구  기

가 어울러져 아보육을 한 문 인 보육과정 변화를 기 하며 좀 더 체계

이고 문화된 계획과 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이경림, 2005). 

Wittmer와 Petersen(2006)은 유아보육기 의 질을 구조  질과 과정  질로 구

분하 다.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학 의 크기, 교사  아동비율 등을 구조  질

로, 교사들의 애정, 보호, 민감성과 련된 교사- 아의 상호작용, 교사-유아의 상호

작용, 아동의 발달  특성에 합한 활동의 제공여부 등을 과정  질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여기에서 보육의 과정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표 인 기 은 보육교

사의 유아에 한 민감성과 애정, 그리고 보육의 일 성과 안정성 등이다. 보육의 

과정  질의 차이는 교사의 자질이나 능력과 같은 교사 련 변인들과 한 련

이 있으며, 유아들의 인  성장과 발달을 한 인 환경은 바람직한 교사역할

수행  민감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보육자로서의 역할과 교수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동시

에 강조되며, 이 두 역할을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이 역할유형을 구체 이고 다양하

게 범주화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한 학자들간의 견해에는 다소 차이가 있

다. Decker와 Decker(1976)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이

인 역할로 보았고, Saracho(1984)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진단자, 교육과정 설계자, 

교수 구성자, 학습운 자, 상담자  조언자, 의사결정자로 보았다. 한 Katz(1970)

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성모형, 치료모형, 교수모형 등으로 구분한 반면에 

Spodek(1972)은 이러한 Katz의 견해에 덧붙여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이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자 모형을 덧붙 다. 그 결과 Spodek(1978)은 보육

교사의 역할을 양육역할, 교수역할, 인격함양역할, 의사결정 역할 등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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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재택(1989)은 상호작용론  유아교육 로그램에서의 교사역할을 발달조력자, 

환경 구성자, 활동안내자, 찰․평가자 등으로 규정하 다. 다시 말해, 보육교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해 기본 으로 보호자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하

여 다양하고 복합 인 역할들을 수행하며 나아가 한 인간의 체 삶의 기 를 놓아

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박은혜, 2003). 한 McNairy(1988)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법 , 행정  기 이나 양질의 교육 로그램도 좋지만 유아와 일

차 인 을 하고 직 인 향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보다 더 요한 것

은 없다고 하 다. 보육교사는 가르치는 역할과 보호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변인으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교사의 역할은 사회가 아의 교육을 하여 아교사에게 기 하는 행동유

형을 뜻한다. 아가 으로 의존하는 아교사는 아의 학습과 발달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며, 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특히 아반 교사의 역할은 따뜻한 온정  태도와 교사로서의 문가  행동이 

함께 어울려 통합될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이은

해, 1995). 

아의 교육과 양육은 각각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상 인 생활과 놀이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므로 유능한 아반 교사가 되기 해서는 아의 발달과 특

성을 잘 이해하고, 아 개개인의 행동을 찰하여 개인의 기질과 집단의 특성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요하며 아를 무리하게 집단

에 응시키고자 무리하게 훈련을 반복하기보다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기술의 축 이 필요하다(이 ․김미령, 1995). 

따라서, 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보다 아의 발달특성과 요구에 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아의 발달에 합한 로그램  질  수 에 있어서 교사의 민감한 반응

성 수 이 가장 요한 변인으로 언 되었다(이 , 1999). 민감성이란 개별 유아

의 요구, 감정의 수 에 맞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을 말한다. 아보육교사는 

아 개개인의 개별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언어 , 행동  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한 상호작용은 아에게 보육교사에 한 기본  신뢰감을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래들과 정 인 인간 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후의 다른 사람들

과의 인 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애착형성과정에 있는 

어린 아의 경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감한 상호작용은 매우 요하

다( 앙보육정보센터, 2006). 임주희(2004)는 미숙한 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를 충분히 표 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아보육교사는 아의 행동과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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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아의 정서 , 인지  상태를 유추하여 아의 감정과 기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 다. 

아의 발달에 합한 로그램  질  수 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효능감 한 

매우 요한 요인이다. 상황·특수 인 효능감의 하나로 유아 보육분야에 종사하

는 교사의 효능감을 보육효능감이라 한다. 보육효능감은 보육 반에 한 효능감으

로 보육 장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아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신

념이다( 정환, 2003). 정환(2003)은 보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교육효능감과 유사하게 아동의 심리, 사회  응능력에 정 인 향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상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사의 보육효능

감 강화에 을 맞춘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Saracho와 Spodek(1993)도 

아반 교사로서의 문성은 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해서 보육교사

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이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교사로서 특별한 역할을 

행하는 동시에 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신념과 책임감이 요하게 작용한다고 하

다. 이에 신은경(2004)은 교사효능감의 형성요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교육의 경험을 통해서라고 하 다.  

따라서 아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야하며, 이들 교사에게 아 보육을 한 풍부한 지식과 한 자질을 갖춘 문

인 보육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반 

교사들에게 그들의 보육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리라고 본다.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련지어 최근에 심을 끌고 이는 것은 바로 교사의 내

면 인 특성들을 밝히고, 이와 련하여 어떠한 요인이 보육교사의 실제수행에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다. 즉,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기술보다는 

교사가 가진 신념체계, 직업의식, 자아개념, 자신감 등과 같은 질 인 변인이 보육

장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은화․배소연․조부경, 1995). 

이에 보육의 직무수행을 한 교육을 통해 아교사의 보육업무에 한 자신감 

인 보육효능감도 높아지리라고 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

육교사에게 보육효능감의 강화에 을 맞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아보육에 한 교사교육 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와 

아의 애착증진을 한 야간보육 로그램을 구성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용한 서원

경(2004)의 연구, 멘토링을 통해 아교사의 아보육 로그램 수행과정의 변화를 

연구한 이 미(2006)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보육교사와 아간의 애착 

 상호작용에 을 둔 연구로 아보육을 한 반 인 보육직무 체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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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미흡하 으며, 한 아교사와 련된 연구들은 부분 아보육교사의 

문성 인식(최희양, 2001; 이경림, 2005), 아의 애착안정성과 다른 변인과의 계

(조남선, 2002; 안혜련, 2003; 정미숙, 2007)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물리 인 환경  지원보다는 과정  측

면인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구체 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어서 보육교사의 직무능력 증진을 한 아보육교사

교육 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보육교사교육 로그램의 구성은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보육직무분

류표에 나타난 보육 련업무를 기 로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을 구성하 으며, 보

육 련업무의 내용은 보육계획안 작성, 행사 비, 부모상담, 보육활동실시, 교재교구

만들기, 일상 양육활동, 아 찰일지 쓰기, 건강특별활동 일지쓰기, 아와의 상호

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어린이집 아반 보육교사들에게 보육직무능력을 증진

시키기 한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보육교사역

할을 잘 수행하고, 아들에게 민감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은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은 보육교사의 역할수행능력에 어떠한 효과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은 교사민감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정읍시에 치한 16곳 법인,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만 1세, 

만 2세 아담당 교사 44명이며, 이를 8곳 어린이집의 교사 22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8곳 어린이집 교사 22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다. 집단 구분을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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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선정은 실험집단 어린이집 교사를 선정한 후 본 연구자가 사  방문조사를 

통해 각 기 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여부, 보육시설 규모, 보육시설 유형, 물리  환

경, 교사  아 비율 그리고 로그램의 운 에서 유사성을 확인하고 통제집단 

어린이집 교사를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연구 상자의 일반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실험

(N=22)

N(%)

통제

(N=22)

N(%)

변인 구분

실험

(N=22)

N(%)

통제

(N=22)

N(%)

연령

25세 이하

26-30세 이하

31세 이상

9(40.9)

10(45.5)

3(13.6)

6(27.3)

14(63.6)

2(9.1)

담당

아

연령

1세담당교사

2세담당교사

10(45.5)

12(54.5)

8(36.4)

14(63.6)

학력

문 졸(2년)

문 졸(3년)

졸(4년)

12(54.5)

5(22.7)

5(22.7)

16(72.7)

2(9.1)

4(18.2)

경력

1년이하

1년-3년이하

3년-5년이하

5년이상

7(31.8)

6(27.3)

4(18.2)

5(10.9)

8(36.4)

4(18.2)

4(18.2)

6(27.3)

본 연구의 로그램 실시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임을 확인하기 

해 집단간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 교사민감성 사 검사에 한 동질성 검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간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 교사민감성 사전검사 점수의 차이

실험집단(N=22) 통제집단(N=22)
t값

M(S.D) M(S.D)

보육효능감 3.53(.38) 3.42(.42) .768

보육

교사

역할

수행

보육자로서의 역할 4.17(.41) 3.88(.33) 2.024

교육자로서의 역할 3.72(.57) 3.56(.42) .844

상담자로서의 역할 3.95(.60) 3.76(.60) .846

연구자로서의 역할 3.41(.59) 3.35(.34) .294

기타 련 역할 3.69(.51) 3.53(.58) .778

교사

민감성

우호  상호작용 4.10(.35) 3.81(.52) 1.566

비우호  상호작용 2.19(.37) 2.18(.63)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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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 교사

민감성 사 검사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측정도구

1) 보육효능감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정환(2003)의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유아를 보호․교육하는 구체 인 보육상황에서 로그램의 계획, 운 , 

유아들의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조와 신뢰 등에 한 교사의 자신감, 유능감, 그

리고 보육 상황에서의 과제난이도에 따른 교사의 처 등에 한 질문으로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효능감 측정도구의 각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척

도로 ‘매우 그 다’ 5 , ‘ 체로 그런 편이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은 편

이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수화하 으며, 5, 7, 14번 문항을 리코딩하

여 산출하 다. 수가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육효능감

의 내 일치도(Cronbach α)는 .76이다. 

2) 보육교사역할수행능력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도구는 부천  유아교육 컨텐

츠 개발연구소에서 이희경․김성수․이 훈(1998)이 개발한 유아교사 역할척도

(www.educlick.co.kr)이며, 이는 보육자로서의 역할, 교수자로서의 역할, 상담자로서

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기타 련 역할 등 5개 역 각각 8문항씩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 5 , “조  그 다” 4 , “보통이다” 3

, “조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의 5단계로 되었으며, 모두 

정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평균 수가 높을수록 각 역할수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련 역할은 환경제공자의 역할내용 2문항, 행정업무자의 역할

내용 1문항  부모와의 력자의 역할내용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를 

아교사에게 사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아동학 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무리가 없

다고 평가되어 그 로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내 일치도는 보육자로서의 역할이 .80,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83, 상담

자로서의 역할이 .91,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77, 기타 련 역할이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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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을 측정하기 해 Gerber(2003)의 교사민감성(Teachers' 

Sensitivity) 척도를 번안하고 이정숙(2003)과 박 정(2004)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척도를 보완하여 교사 민감성 척도로 사용하 다. Gerber(2003)의 교사민감성 측정

도구는 “우호  상호작용(teacher attunement)”과 “비우호  상호작용(teacher 

harshn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우호  상호작용의 문항은 Gerber(2003)의 

“teacher attunement” 문항내용과 이정숙(2003)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12문항을 

구성하 고, 교사의 비우호  상호작용 문항은 Gerber(2003)의 “teacher harshness” 

문항내용과 박 정(2004)의 부정  상호작용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교사민감성 측정도구의 각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척

도로 ‘매우 그 다’ 5 , ‘ 체로 그런 편이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은 편

이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수화하여 수가 높을수록 우호  상호작

용이 높고 비우호  상호작용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민감성 하 역의 내 일치도(Cronbach α)는 우호  상호작용 .91, 비우호  

상호작용 .81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사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진행을 해 어린이집 원장님의 

조를 얻었다. 사 검사는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07년 8월 28일에 각 어

린이집에 우편발송하여 실시하 으며, 본 로그램은 실험집단교사에게 2007년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 1회 매회기 2시간(19:30~21:30)씩 총 8회 교사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본 로그램을 구성하기 해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보육직무분류표를 기 로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을 구성하 다. 한국여성개발원(2004)에서는 보육교사의 보육

직무분류를 보육 련업무, 보육지원업무, 운 련보조업무, 일반보조업무로 구분하

으나 본 연구의 로그램은 이  보육 련업무의 교육을 심으로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을 구성하 다.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자료에서 보여  보육 련업무는 보육계획안 작성, 행사

비, 부모상담, 보육활동실시, 교재교구만들기, 일상 양육활동, 아 찰일지 쓰기, 

건강특별활동 일지쓰기, 아와의 상호작용 등의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을 기 로 

하여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 민감성 증진을 해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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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로그램 구성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

회기 로그램 구성 로그램 내용

1회기
아기 발달과 아행동

의 이해
연령별 발달특징  기질에 따른 행동이해 

2회기
아반 환경구성/행사

비

아반 실내공간 구성계획, 활동 역별 공간배치 

 교구종류와 수 교육, 행사 비, 교재교구만들기

3회기 아보육계획안 작성 아반 연간, 주간, 일일교육계획안 작성 이해

4회기 부모상담
아부모면담의 구체  내용, 아부모상담기법, 부

모면담에서의 교사의 역할

5회기 교사- 아 상호작용
하루일과  상호작용  바람직한 언어 ․행동  

상호작용

6회기
아의 놀이 진  갈

등개입

놀이상황  갈등상황에서의 개입, 래 계 진교

육

7회기 아반의 일상  양육
등원시 아맞이, 기 귀 갈기지도, 배변훈련, 간식 

 식사지도, 낮잠지도, 건강일지쓰기

8회기
아 찰  포트폴리오 

교육
아 찰기록  활동 역별 포트폴리오 구성 교육

 

본 로그램의 회기는 강의, 집단토론, 워크샵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확인하기 

해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 교사민감성의 사 검사를 두 집단간 t 검증을 

실시하 고, 각 집단별 사 -사후검사의 paired-t 검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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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교사민감성을 집단별 paired-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표 4>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paired-t
M(S.D) M(S.D)

보육효능감
실험(n=22) 3.53(.38) 3.85(.35) -3.235**

통제(n=22) 3.42(.42) 3.46(.38) -.613

**p<.01

<표 4>에 의하면 보육효능감 사 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실험집단(p<.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보육효능감을 증진시켰으며, 이로서 보육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역할수행에 미치는 효과

<표 5>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역할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paired-t
M(S.D) M(S.D)

보육

교사

역할

수행

능력

보육자로서의 역할
실험(n=22) 4.17(.41) 4.45(.39) -3.338**

통제(n=22) 3.88(.33) 4.02(.35) -1.464

교육자로서의 역할
실험(n=22) 3.72(.57) 4.14(.49) -2.929**

통제(n=22) 3.56(.42) 3.63(.36) -.366

상담자로서의 역할
실험(n=22) 3.95(.60) 4.30(.46) -3.036**

통제(n=22) 3.76(.60) 3.82(.48) -.309

연구자로서의 역할
실험(n=22) 3.41(.59) 3.94(.59) -4.357***

통제(n=22) 3.35(.34) 3.40(.46) -.336

기타 련 역할
실험(n=22) 3.69(.51) 4.03(.44) -4.601***

통제(n=22) 3.53(.58) 3.40(.46) 1.05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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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의하면 보육교사역할수행 하 역 모두 사 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실

험집단[보육자로서의 역할(p<.01), 교육자로서의 역할(p<.01), 상담자로서의 역할

(p<.01), 연구자로서의 역할(p<.001), 기타 련역할(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직

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보육교사역할수행능력을 증진시켰으며, 이로서 보육교사

역할수행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효과

<표 6> 보육직무능력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효과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paired-t
M(S.D) M(S.D)

우호  

상호작용

실험(n=22) 4.03(.56) 4.40(.42) -3.356**

통제(n=22) 3.79(.54) 3.68(.31) .701

비우호  

상호작용

실험(n=22) 2.27(.46) 2.14(.46) 1.306

통제(n=22) 2.17(.66) 2.23(.90) -.356

**p<.01

<표 6>에 의하면 우호  상호작용 사 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실험집단(p<.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우호  상호작용을 증진시켰으며, 이

로서 우호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우호  상호작용 

사 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비우호  상호작용 감소에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아보육서비스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반 보육교사들에게  

보육직무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에 한 자신감을 갖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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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역할을 잘 수행하고, 아들에게 민감한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보육

의 질  제고를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직무

능력이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 보유교사역할 수행,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보육에 한 자신감인 보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함께 토

론을 해보고 주 에 용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육에 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음

으로 사료된다.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보육활동에 해 가치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수록 유아의 학습에 해 다양한 교수법을 용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해 다

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등 직무 성과가 높아지고 궁극 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보육교사역할수행능력인 보육자로서의 역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기타 련역할 수행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구성에 

앞서 교사들에게 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운 을 나 고 이를 통해 로그램 구성

에 용시켜서 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효과를 이루었음으로 생각되며, 교사

들이 직  교육계획안을 짜보고, 환경구성도 해보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따라서 보육직무능력의 다양한 보육

교사역할수행에 한 이론과 실제를 함께 구성한 본 로그램의 용은 이러한 경

험  부분에 상당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의 참여는 아와 보육교사의 우호  상호작용에 

한 내용인 교사민감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어  상호작용 

로그램이 멘토링과정에서 아들의 발달을 한 상호작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 이 미(2006)의 연구와 교사반응성 증진 로그램이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정도

를 극 , 여 으로 변화시켰다고 한 강인숙(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

다. 한 본 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피드백에서 아들의 요구에 즉각 으로 

상호작용하고 애정 인 표 을 하며, 다정하게 화를 나 고 활동이나 놀이에 

극 으로 참여하 다고 하는 등 상호작용 교육을 통해 정 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상호작용방법과 상호작용 원리 등의 내용을 기 로 

구성된 본 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아와의 상호작용 교육을 배우고 놀

이를 진하고 갈등상황에 개입하는 방법 등을 실제 으로 배워 아보육 장에 

용해 으로써 아에게 더욱 우호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음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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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육직무능력 로그램은 보육효능감, 보육교사역할수행능력, 교사민감

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보육의 성패가 아를 돌보는 보

육교사의 문성에 으로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사의 질  향상을 통

해 실제 장에 도움을 주는 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아 특별 직무교육, 2 , 1  

승 교육시 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육 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찾아본 결과, 컴퓨터 활용, 음악

교육, 미술교육 등 특기교육을 한 교사교육의 선행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직

무능력에 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를 지지해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 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실제 인 보육업무 수행과 련된 이론 , 실제  요구가 반 된 교

사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어린이집 아담당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심으

로 이루어졌다. 유치원교사와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후속 로그램 개발이 이루

어져 유아를 상으로 하는 보육  교육 장에서 요구되는 실제 인 교사교육

에 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두 질문지를 사용하여서 측정되었다. 추후 연구에

서는 교사 찰  실험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이 이루어져 더욱더 객 이고 타당화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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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 

care-work ability program; improve efficacy of child care, infant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infant teachers' sensitivity about demanding of 

infants by doing education of improving efficacy of child care, role 

performance and infant teachers' sensitivity at the nursery center.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44 child-care teachers from Jungup 

city.  They are divided into 22 teachers in experiment group and 22 

teachers in control group. And teachers answered questionnaires as either 

pre-test or post-test for evaluating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teachers' sensitivity. 

There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fficacy of child care, infant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sensitivity of experimental group members 

who participated in child care-work ability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ing to its control group members. Finally, we could prove the effect 

of program which was carried out to child care teachers on improving 

efficacy of child care, infant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sensitivity.

Key words:  Child Care-Work Ability Program, Efficacy of child care, 

Infant teacher' role performance, Infant teachers'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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