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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s which were child care

center infant teacher's coaching competency, director management competency,

institutional resources, and parent expectation and participation that have on

infant-teacher relationship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79 infant teachers

working in child c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A director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naire, institutional resources questionnaire, parent expectation

and participation questionnaire, infant-teacher relationships questionnaire, and

coaching competency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the research

analysis, frequency,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alculated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fluence of director management competency on infant-teacher

relationships i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infant teacher's coaching

competency. Secondly,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resources on infant-teacher

relationships i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infant teacher's coaching

competency. Thirdly, the influence of parent expectation and participation on

infant-teacher relationships i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infant teacher's

coaching competency.

key words coaching competency, institutional resources, parent expectation and

participation, infant-teacher relationships, director management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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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 취업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이루

어지는 영아양육은 한계가 있고, 가정 밖의 기관 및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연령은 점점 하향

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아보육에 대한 어린이집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김정희,

2015). 영아기는 성인의 돌봄 없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 이

들의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발달 특성상 개인차가 크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주위 사람과 환경에 대해 탐색해가

는 시기인 영아의 발달특징을 감안할 때, 영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어린이집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하는 관계만큼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

사와 형성하는 관계도 중요시 된다(정은경, 2011).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일차 대상이 바로 교사이다. 영아는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또래와의 관계에도 능동적이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래와의 관계도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오경희, 2010).

Sroufe(1983)는 훌륭한 영아교사는 영아에게 인지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회화 역할을 통해 영아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과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게 조력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한다. 이처럼 영아의 건

강한 성장은 교사와의 관계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김미영, 정옥분, 2014). 영아가 맺는 교사와

의 안정적 관계는 어린이집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영아 자신에 대

한 만족감,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형성과 같이 영아기 이후

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손인숙, 송진숙, 2004; 최효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관계를 영아와 교사가 상호간에 경험하는 친밀, 갈등, 의존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관

계의 질로 보고자 한다.

양숙경의 연구(2010)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분리불

안 보다 교사-영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조(2009)는 교사 두 명이 한 영아를 두고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는 각각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영아-교사관계

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교사가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어린이집의 각반 운영은 해당 담임교사에 의해 좌우되지만, 전체운영의 결정권은 원장에게 있

다. 이때 원장의 역량에 따라 교사와 영아의 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원장역량은 보육과

정 실행을 지원하는 원장의 운영능력을 의미한다. 원장은 기관의 운영철학, 목표, 일과운영, 교

사와 영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때 원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애초기 발

달을 책임지는 영아교사를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OECD(2006)

에따르면,기관운영의질이란지역사회기대에대한민감성,질적수준의향상,효율적인팀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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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를둔운영을의미한다.즉,기관운영은교직원들의팀워크와정보를공유하는리더십을통해이

루어진다.더불어기관의보육과정운영에대한계획,교사의지속적인연수기회,영유아관찰및평

가,동료장학등에대한운영의질은지자체행정부서및원장의전문적인역량에달려있다(박창현,

2012).

원장과 교사 간의 관계는 동료교사들 간의 관계와는 달리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원

장은 심리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지지변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유

정, 박수경, 임정진, 안선희, 2011). 직무에 따른 소진을 경험할 수 있는 영아교사들은 스스로 가

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로 자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 원장의 지지 속에서 교사의

소진은 감소될 수 있다. 반면 주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한 버거움, 탈진, 좌절감이 더해진

다(박상희, 문수경, 이무영, 2006; 조성연, 2005). 원장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원장이 교사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켰을 때 교사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더 높은 의

욕을 보여 전반적으로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의 질이 더 좋아졌다는 결과들이 있다(Diamond &

Powell, 2011; Litjens & Taguma, 2010).

한편, 교사가 영아들과 생활하면서 보호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자

원이 안정적이고 풍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와 교사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영아교사의 자질이 중요함과 동시에 기관 내 자원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기관내자원은주로재원의적절성과환경의적절성차원에서인식할수있

다(Gridle, 1980).이가운데재원의적절성은기관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비율,원활한원아모집을

통한안정적인원아충원,탄탄한재정상태,교육과정실행을위한충분한예산확보등을통해가늠할

수있다.또한환경의적절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는영유아의발달수준에적합한교육시설과환경

으로실외공간과흥미영역,다양한교재교구와휴식공간확보,안전하고보호적인환경이해당되며

국가인증조건충족정도와영유아대교사비율이포함된다.

어린이집 기관내자원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만족

감과 실행의지도 높아지며, 전문역량이 향상되고(Goelman et al., 2006),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

을수록 보육서비스가 좋아지며,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De Schipper, Riksen-Walraven, & Geurts, 2006). 원장의 기관운영역량에

따라 기관 내 자원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창현, 2012).

한편,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의 신뢰와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계숙, 견주연, 2015) 학부모의 참여수준을 높여내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학부모의 참여란 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소망과 요구사항,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부모의 참여나 보육에 대한 기대정도가 교사와 영아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12) 보고서에 의하면 학부모 참여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고, 부모와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유아의 사회화과정 및 교육에

일관된 접근을 할 때, 유아의 경험이 일관되게 향상되었다(Sanders, 2005). 부모가 교사에게 자녀

의 발달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부모-교사와의 관계도 향상되었는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5호

74  

(Epstein, 2005), 이는 영아교사의 역량과 영아와 맺게 되는 관계의 질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

이다. 학부모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지속적인 긍정적 경험은 교사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지원요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일생의 중요한 생애초기를 어린이집에서 성장하는 영아들에게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변인은

보육교사이며 교사의 역량은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최윤진, 김정희, 2014). 교사가 영아의 개

별적 차이와 흥미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경험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어린이집의 질은 물론 영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보건복지

부, 2013).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며 영아와 효율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최

근 연구되고 있는 상호작용 관련 연구 중 코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코칭이란 조직구성원

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질문하며 격려하는 활동으로

잠재능력을 일깨워 개인과 조직에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송영수, 2007). 코칭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하게 하여 코치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커뮤니

케이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보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영아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영아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행동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능력이 미분화된 영

아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들의 의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영아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역할이라고 볼 때,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기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보

육에 대한 자신감 등이 포함된 코칭역량(서수진, 2013)은 영아교사가 개발하고 발휘해야 할 중요

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물론 그에 따른 기술을 의미하는 실행역량과 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 시 필요한 역량인

의사소통역량, 교사가 영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사 자신보다는 영아를 우선하고 보육에 대

한 자신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관계역량,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

기하지 않고 영아의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의식역량 등으로 구성한다.

코칭역량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보면, 서수진(2013)의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결혼여

부, 보육경력, 급여에 따라 코칭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교사의 코칭역량과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코칭기법에 관한 도미향과

채경선(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코칭의 목표는 자녀가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의존적인 태

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김순천(2008)의 연구결과 리더십 코칭프로그램이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영아교사의 코칭역량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을 지지하고 근무상황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장역량의 핵심으로 볼 때, 이러한 원장의

역량을 통해 유아교사의 효능감이 높게 분석된 이금란(2004)의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Goelman

등(2006)에 의하면 교육환경자원이 풍요로울 때 보육교사의 보육실행의지가 높아졌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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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대상으로 한 주은지(2012)의 경우 원장의 코칭역량은 교사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과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아교사의 코칭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영아교사 자신의 코칭역량이나 근무환경, 조직특성, 학부

모와의 의사소통방식, 원장역량이나 기관 내 자원정도는 영아교사의 직업성장과 영아와 맺게 되

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예측된다.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원장의 역량과

학부모의 보육참여정도와 기대감, 보육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자원정도는 영아교사

가 발휘하는 코칭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교사의 코칭역량을 매개로 한 원

장의 역량이나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영아-교사관계를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원장의 역량이나 기

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의 직접효과 뿐 아니라 코칭역량의 매개작용에 의한 간접효

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다. 따라서 영아교사를 둘러싼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이 영아-교사의 관계성에

주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영아-교사관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관련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영향력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교사가 영아와 질

높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교사-영아 간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의 개선

을 위한 교사교육,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근거 자

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0-2세를 영아로 선정하여 원장역

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관계를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매개하는지

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영아교사가 영아와 맺게 되는 관계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효과적인 영아-교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자신의 코

칭역량과 기관내외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원장역량이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기관 내 자원이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매개하

는가?

연구문제 3.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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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도, 대전, 대구, 강원도, 전라도, 부산 등 전국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영아반 담임교사 37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월 보수는 2016년 보육교

사 1호봉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급여액을 감안하여 구분하였는데, 150-200만원 미만이 202명

(53.3%)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전문

대 졸업이 183명(48.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사연령은 36세~45세 이하의 경우가 138명

(35.9%)이였으며, 기관유형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159곳(4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79)

변인 구 분 n(%) 변인 구 분 n(%)

월 보

수

120만원 미만 43(1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11.3)

120-150만원 미만 103(272) 전문대 졸업 183(48.3)

150-200만원 미만 202(53.3)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125(33.0)

200만원 이상 31( 8.2)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28(7.4)

지역

서울 47(12.4)

기관

유형

법인 어린이집 15(4.0)

인천 45(11.9) 민간 어린이집 159(42.0)

경기도 44(11.6) 직장 어린이집 21(5.5)

충청도 39(10.3) 가정 어린이집 126(33.2)

대전 37( 9.8) 국공립 어린이집 58(15.3)

대구 44(11.6)

연령

25세 이하 36(9.5)

강원도 36( 9.4) 26-35세 이하 104(27.4)

전라도 48(12.7) 36-45세 이하 136(35.9)

부산 39(10.3) 46세 이상 103(27.2)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법으로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코칭역량과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교사가 지각한 원장역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검사도구의 적절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20명의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한 달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과정은 어린이집 10곳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영아반 담임교사가 연구자와 함께 문항별

로 내용을 체크하면서 대화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이 과정 중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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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로 사용된 각 문항은 현장에 영아교사에게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되어 수정 없이 사용되

었다. 본 조사는 2015년 11월에서 12월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도, 대

전, 대구, 강원도, 전라도, 부산 등 전국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가운데 영아반교사가 재직 중인

곳에 연락을 취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지역별 각 50

부씩 총 4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고, 그 중 406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0.2%), 그 중 누락되거

나 다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37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자에 관한 성세한 설명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와 관련

하여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함을 명확히 밝히며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3. 연구도구

1)원장역량

원장역량은 유치원 1주기, 2주기 평가지표와 OECD(2012)의 질의 지표 중 교직원제도와 연수

및 근무조건,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부분을 참고로 제작한 박창현(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운영전문성 5문항, 민주적 소통성 5문항,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성 5문

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장역량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1>

과 같다.

<표 2-1>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원장역량

보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원장의 운영능력

15 .952
문항 예: 원장은 기관의 운영방침을 바람직하게 설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원장은 유아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2)기관 내 자원

기관 내 자원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제작한 박창현(2012)의 척도를 연구자가 영아교사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도구의 적절성을 관련전문가 3인에게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재

원의 적절성 4문항, 환경의 적절성 5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관 내 자원 척도의 내

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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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기관 내

자원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 원활한 원아모집을 통한 안정적인 원아충
원, 안정적인 재정상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등

의 재원의 적절성과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환경의 적절성 정도 9 .858

문항 예: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높다. 안전하고 보

호적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3)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작한 박창현(2012)의 척도를

연구자가 영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도구의 적절성을 관련전문가 3인에게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학부모의 기대 6문항, 학부모의 참여 5문항으로 총 11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

음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3>과

같다.

<표 2-3>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학부모의 기관에 대한 자녀교육의 소망과 요구사항,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정도
11 .831

문항 예: 학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원

한다. 학부모는 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4)영아-교사관계

영아-교사관계는 Pianta(2001)의 영아-교사 관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를 정미조(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가 영아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관계

를 측정하는 도구로 영아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사회적 경험과 애착이론, 영아와 성인간의 관계

에 관련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하위영역은 친밀 11문항, 갈등 12문항, 의존성 5문항

<표 2-4>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영아

-교사 관계

영아-교사 간 맺게 되는 친밀과 갈등, 의존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의 질

28 .737
문항 예: 나는 영아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가 영아를 칭찬해주면, 영아는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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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아-교사관계의 총

점은 갈등, 의존성 문항을 역채점하여 친밀 문항과 합산한 것으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교사관계의 갈등과 의존성은 낮으며 친밀은 높은 것을 의미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4>와 같다.

5)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정대현과 신원애(2012)의 부모코칭역량 측정도구를 어린이집 영아교

사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한 서수진(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실행역량 8문항,

의사소통역량 4문항, 관계역량 2문항, 의식역량 2문항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5>와 같다.

<표 2-5>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아의 감정과 생

각에 귀 기울이며 영아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

와 행동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16 .886
문항 예: 보육활동 지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

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보육을 통해 영아의 성장은 물론 나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 및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SPSS WIN

20.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영아

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코칭역량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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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해야 한다. Baron과 Kenny(1986)

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전제가 다음과 같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이 종속변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

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

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가운데 영아-교사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를 독립변인으

로, 코칭역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이용한 Z(ab)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

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VIF는 10이하(0.845-1.000), TOL은 0.1이상

(1.000-1.184)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간의 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영아교사가 인

지한 원장 역량(r = .319, p < .01), 기관 내 자원(r = .317, p < .01),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r = .394,

p < .01), 영아-교사 관계(r = .448, p < .01)와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영아-교사관계는

교사가 인지한 원장 역량(r = .146, p < .01), 기관 내 자원(r = .146, p < .01),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r = .157,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기관 내 자원(r =

.412, p < .01), 원장역량(r = .512,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관 내 자원은 원장

역량(r = .64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

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높을수록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아지고, 영아

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영아-교사관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3> 원장역량,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간의 관계

1 2 3 4 5

1. 원장역량 1

2. 기관 내 자원 .643** 1

3.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512** .412** 1

4. 영아-교사관계 .146** .146** .157** 1

5. 코칭역량 .319** .317** .394** .448** 1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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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역량이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이 영아-교사관계와 갖게 되는 관계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단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원장역량(β =

.146, p < .01)는 종속변인인 영아-교사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 매개변인인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독립변인인 원장역량(β= .319, p < .001)로부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원장역량와 매개변인인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원장역량이 영아교사의 영아-교사관계(β= .004, p > .05)에 미

치는 정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관계에 대한 원장역량의 설명력은

2.1%(F = 8.25, p < .01)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추가 투입된 후 20.0%로 향상되었고, 이러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47.60, p < .001). 상기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로부터 원장역량은 영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완전 매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은 영아-교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적인 영향이 있으며,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으로 그 경로모형과 효과를 분

석하였다. 원장역량이 영아교사의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표 4>의 1단계를 기반

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원장역량이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효

과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매개로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4>의 1, 3 단계

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원장역량이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adj R2 F

1
독립변인

->종속변인

원장역량

->영아-교사관계
.052 .146** .021 .019 8.25**

2
독립변인

->매개변인

원장역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162 .319*** .102 .099 42.65***

3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원장역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교사관계

.002

.357

.004

.446***
.200 .196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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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역량 영아-교사관계

.146**

R2=.021

[그림 1] 원장역량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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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역량 영아-교사관계

.319***
R2=.200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446***

R2=.102

.004

[그림 2] 원장역량과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001.

다음으로 원장역량과 영아-교사관계 간에 코칭역량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5.29, p = 0.000(｜Z｜> 3.33, p < .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를 경로모형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요약하면,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서 영아-교사관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영아-교사관계가 높

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는 영아-교사 관계에 대하여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원장

역량과 영아-교사관계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원장역량과 영아-교사관계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원장역량

-> 영아-교사관계
.146** .004 .142***

원장역량

->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319*** .319***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 영아-교사관계
.44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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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 내 자원이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기관 내 자원이 영아-교사관계와 갖게 되는 관계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는 <표

6>과 같다. 단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관 내 지원(β= .146, p < .01)

는 종속변인인 영아-교사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매개변인

인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독립변인인 기관 내 지원(β= .317, p < .001)로부터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관 내 지원과 매개변인인 영아교사의 코칭역

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기관 내 지원이 영아교사의 영아-교사관계(β= .005, p > .05)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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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관 내 자원이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R2 adj R2 F

1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관계
.069 .146** .021 .019 8.22**

2
독립변인

->매개변인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188 .317*** .100 .098 42.11***

3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교사관계

.002

.356

.005

.446***
.200 .196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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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적 유의성이 사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관계에 대한 기관 내 지원의 설명력은

2.1%(F = 8.22, p < .01)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추가 투입된 후 20.0%로 향상되었고, 이러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47.14, p < .001). 상기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로부터 기관 내 지원은 영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교사가 인지한 기관 내 지원은 영아-교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으로 그 경로모형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관 내 지원이 영아교사의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표 6>의 1단계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또한 기관 내 자원이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매개로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6>의

1, 3 단계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관계

.146**

R2=.021

[그림 3] 기관 내 자원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 .01.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관계

.317***
R2=.200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446***

R2=.100

.005

[그림 4] 기관 내 자원과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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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관 내 자원과 영아-교사관계 간에 코칭역량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5.29, p =0.000(｜Z｜> 3.33, p < .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

로 해석된다. 이를 경로모형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요약하면, 영아교사가 인지한 기관 내 자원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서 영아-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영아-교사관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는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기관 내 자원과 영아-교사관

계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기관 내 자원과 영아-교사관계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관계 .146** .005 .141***

기관 내 자원->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317*** .317***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교사관계 .44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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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관계와 갖게 되는 관계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

과는 <표 8>과 같다. 단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β= .157, p < .01)는 종속변인인 영아-교사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단

계에서 매개변인인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은 독립변인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β= .394, p < .001)

로부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와 매개변인인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

의 영아-교사관계(β= -.023, p > .05)에 미치는 정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

관계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의 설명력은 2.5%(F = 9.56, p < .01)에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이 추가 투입된 후 20.1%로 향상되었고, 이러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 = 47.26, p < .001). 상기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로부터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교사가 인지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관계에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라는 매

개변수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그 경로모형과 효과를 분석하였

다.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의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표 8>의 1단계

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관

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매개로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간접적 효

과를 <표 8>의 1, 3 단계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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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R2 adj R2 F

1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083 .157** .025 .022 9.56**

2
독립변인

->매개변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262 .394*** .155 .153 68.39***

3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영아-교사관계

-.012

.365

-.023

.457***
.201 .197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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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157**

R2=.025

[그림 5]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 .01.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영아-교사관계

.394***
R2=.201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457***

R2=.155

-.023

[그림 6]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따른 영아-교사관계

*** p < .001.

다음으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관계 간에 코칭역량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6.20, p = 0.000(｜Z｜> 3.33, p < .001)로 나타나 유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경로모형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요약하면, 영아교사가 인지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서 영아-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즉,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영아-교사관계가 높아지는 결

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는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관계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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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관계에 대한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 영아-교사관계
.157** -.023 .180***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

->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394*** .394***

영아교사의 코칭역량

-> 영아-교사관계
.45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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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원장역량과 기관 내 자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영아-교

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교사가 인지한 원장역량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서 영아-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원장역량과 영아-교사관계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서수

진(2013)의 결과에 의해 지지되며, 원장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근무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었을 때 유아교사의 역량이 높아진 이금란(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원장이 교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기관에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교사와 영아의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보육

에 대한 역할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인 코칭역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사가 영아와 친밀감을 높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

해서는 영아의 감정에 귀 기울이며 영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역

량을 강화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교사와 영아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신의 코칭역량이 중

요한 가치를 지님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코칭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과 영아교사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 적절한 조언과 함께 코칭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능력은 보육활동 전개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인간발달의 최초의 시기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는 일반 교사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때(최윤진, 김정희, 2014), 원장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직원

들과 민주적인 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 교사의 전문성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리더인 원장은 교사가 처한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 스스로 보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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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영아교사가 인지한 기관 내 자원은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 영아-교사관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데,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기관 내 자원과 영아-교사관계 간에 완전 매개역할

을 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환경 자원이 좋아지면 교사의 만족이 높아지고 교사의 보육실행의지

를 높인다는 Goelman 등(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교육의 구조적인 질이 교육과정

의 질에 영향을 주어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De Schipper 등(2006)의 결

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기관자원의 충족 정도와 교사의 코칭역량에 따라 교사-영아관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기관 내 자원이 유아교사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박창현, 2012)는 본 연구결과와 대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보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의 필수 인증조건을 만족하며 어린이집

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교사와 영

아의 관계에 있어 갈등상황을 개선시켜주고 의존성을 감소시켜 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업무와 연관된 행정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 스스로 자

부심을 갖고 영아보육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신뢰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권미성

(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과 전문성수준이 높으면 교사-유아 상호작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교사가 능동적인 의사결정자가 되어 자신을 통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목표를 성

취하도록 이끄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는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을 통해서 영아-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는데, 영아교사의 코칭역량이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와 영아-교사관계 간에 완전 매개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기관에 대한 자녀교육의 소망과 요구사항이나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정도가 교사-영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교사의 코칭역량에

영향을 주어 이것이 발휘되었을 때 교사-영아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 역량에 학부모의 기대 및 참여가 직접효과를 보인 박창현(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

치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교사에게 주었을 때, 부모-교사 간 신뢰감

이 높아짐을 보고한 Epstein(2005)의 연구와도 연관된다.

본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요구가 영아교사의 역량과 영아와 맺게 되는 관계의 질과도 관련됨

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부모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긍정적 경험은 교사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지원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영아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지속됨을 예측할 수 있다. 정계숙과 견주연(2015)에 의하면 학부모와 보육교

사는 서로의 협력이 중요함을 알고 열의를 갖고 시간을 내어 온라인상에서나 직접적인 모임을

통해 긴밀하게 접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를 방해하는 외적 요인들로 인해 학부모

는 피상적인 협력 수준에서 보육교사와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지표 내에 부모참여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형식적이며, 기관주

도적인 부모교육 활동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보육의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자각이 서로에게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지

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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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영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학부모는 보육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개방적

인 분위기와 원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영아 간 신뢰가 향상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로 발달시켜나가는 결과

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영아교사 역시 학부모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공감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이 요구된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영아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자신의 감정에 집

중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촉진하는 교사의 코칭역량이 영아와의 관계를 보

다 건강하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교

육기회를 제공하여 코칭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

다. 더불어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직전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내에 코칭역량과 효율적인 교사

-영아관계를 맺기 위한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학부모와의 원활

한 교류와 적극적인 참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내용

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 기관 내 자원과 관련해서는 영아의 개별적 돌봄과

안전보육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질적 보육을 위한 보육준비 및 평가를 위한 교사근무시간의 배

정, 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시간, 휴가일수, 휴식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정책적으

로 제안하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

이 개입하는 등의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교사-영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원장역량, 코칭역량, 기관 내 자원, 부모의 기대 및 참여 등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와 교사의 관계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코칭역량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원장역량, 코칭역량, 기관 내 자원, 부모의 기대 및 참여, 교사-영아관계를 각각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별 분석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와 영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상황

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질적인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영아의 관계

와 관련된 다각적인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에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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