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429-436,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29 -

*정회원, 교육학 석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제1저자)

**정회원, 부교수,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1월 13일, 수정완료일: 2020년 0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26일

Received: January 13, 2020 / Revised: January 27, 2020

Accepted: February 26, 2020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및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이주현*, 김상림**+

Ju Hyun Lee*, Sang Lim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 간 관계를 살펴보고,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유아교사 386명이다. 연구대상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은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이 교수효능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유아교사, 교수효능감, 교수몰입, 교사-유아상호작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subjects were 386 early childhood teachers in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Subjects’ teaching efficacy, teaching flow,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were 
measured using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the analyses of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As results,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addition,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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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맞벌이가족 증가와 핵가족화로 자녀양육

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이와 함께 저출산률이 국가적 해결 과제로 인식되

면서 자녀에 대한 가정의 보호와 교육 기능이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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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적 제

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고 긍

정적인 교사-유아상호작용이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유아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주목 받고 있다[1].

교사-유아상호작용은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유아 간 의사소통

을 포함하는 총제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2]. 교사

-유아상호작용에는 교사와 유아 간 정서적, 언어적, 행

동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정서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

아에게 따뜻하게 상호작용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언어

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에게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반응하고 유아가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행동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스킨십과

모델링 등의 신체표현을 통해 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교사-유아상호작

용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교사-유

아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표

현 정도가 높았으며[3]. 또래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4]. 또한 교사의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

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5], 긍

정적이고 허용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이

해력과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6]. 이와 함께

교사-유아상호작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

가하는 척도이다. 즉,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7]와

유치원 평가[8]에서 교사-유아상호작용이 교수-학습과

관련된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는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

한 핵심 요인인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교수효능감이 연구되어 왔다. 교수효능감은

Bandura[9]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을 교수 행위에 적용한

개념으로, 교사의 교수 행위가 학생의 성취 및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10]. 교수효능감은 교수 행동과 관련된 내적 신념과 믿

음으로 교사의 교수-학습능력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간주된다[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12] 결과에 의하면 교수효

능감은 교사-유아상호작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보육교사[13-15]를 연구대상으로 진

행된 선행연구 결과에서 또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

을수록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나아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상

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11,

13, 15-18]. 이와 같은 실증적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내적인

변인으로 교수몰입이 있다. 몰입(flow)이란

Csikszentmihalyi[19]가 제시한 개념으로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

태로 정의된다. 몰입이론은 예술가나 과학자 등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입할 때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즉, 창조적인 일을 하

는 사람들 중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

의 일을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교수몰입(teaching flow)은 몰입의 개념을 교

사의 교수활동에 적용한 것으로 교수 행위에 대한 몰입

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20].

교수몰입은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되고 수업에서

의 상호작용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21].

수업에 몰입하는 교사는 유아의 반응과 요구에 민감하

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성취감과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22]. 또한 교사의 교수몰입의 학습자인

유아의 교수몰입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다[23].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편수나 내용 측면에서 교

사몰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초·중등교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함[22]을 고려

할 때 유아교사의 교수몰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

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교수몰입과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

과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교수몰입은 교사-유아상호작

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24-26], 보육교사의 교

수몰입 또한 교사-영유아상호작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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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27-28]. 나아가 교수몰입은 교사-유아상호작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유아교사의 교수몰입 수준에 따라 교사-유아상호작용

에 차이가 있음이 검증된 바 있으며[29], 유아교사의 교

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총점[28] 및 하위요인

[25-27]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교사-유

아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 및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를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

사-유아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

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에서 3∼5세를 담임하고 있는 유아교사 386명이다. 유

아교육기관의 유형은 유치원 49.2%(n = 190)와 어린이

집 50.8%(n = 196)였으며, 담임을 맡은 유아의 연령 분

포는 3세 36.8%(n = 142), 4세 27.7%(n = 107), 5세

30.6%(n = 118), 혼합연령 4.9%(n = 19)였다. 교사의 연

령 분포는 25세 이하 23.3%(n = 90), 26∼29세 25.1%(n

= 97), 30∼39세 29.8%(n = 115), 40세 이상 21.8%(n =

84)였으며, 학력 분포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수 3.6%(n

= 14), 2∼3년제 대졸 43.5%(n = 168), 4년제 대졸

45.3%(n = 175), 대학원졸 7.5%(n = 29)였다.

2. 연구도구

교사-유아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숙[30]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총 30문항으로 정서적 상호작용(10문항), 언어적 상

호작용(10문항), 행동적 상호작용(10문항)의 3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교사-유아상호작용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 나타난 교사-유아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는 정서적 상호작용 .94, 언어적 상호작용

.92, 행동적 상호작용 .89, 전체 .97로 양호했다.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RIggs와 Enochs[31]이

개발한 과학 교수효능감 척도 STEBI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신혜영[10]이

번안하고 정진희[32]가 유아교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일반적 교

수효능감(9문항)과 개인적 교수효능감(13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

점 Likert식 척도이다. 부정문항을 역채점 후 문항 평균

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교수효능감 척도의 문

항신뢰도 Cronbach's 는 일반적 교수효능감 .83, 개인

적 교수효능감 .83, 전체 .84로 양호했다.

교수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과 Eklund[33]가

개발한 몰입척도-수정판(FSS-2: Flow State Scale 2)

을 김미현[34]이 번안하고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

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총 36문항, 9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에는 도전과 기술의 균

형(4문항), 행동과 지각의 일치(4문항), 명확한 목표(4문

항),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4문항), 과제에 대한

전적인 집중(4문항), 통제감(4문항), 자의식의 상실(4문

항), 시간이 변형된 느낌(4문항), 자기목적적 경험(4문

항)이 포함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

타난 교수몰입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는 하

위요인 .70∼.89, 전체 .95로 양호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 전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

호작용 척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교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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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 및 소요시

간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했다. 본 조사는 수도권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3∼5세반 담임교사를 임의

표집하여 선정했다. 연구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을 설

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거

나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했다. 설문지

443부가 배포되고 414부가 회수 되었으며(회수율

93.5%) 답변이 상당 수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28부를 제

외한 38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일반적 경향

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를 산출했다. 첫 번

째 연구문제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

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

호작용 간 관계

연구문제 1에서와 같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

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 간 관계를 고찰하기 위

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독립변인인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상

호작용 전체(r = .59, p < .01) 및 하위요인(rs = .55

∼.5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교수몰입 또한 교사-유아상호작용 전

체(r = .66, p < .01) 및 하위요인(rs = .61∼.6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수적으로 두

독립변인인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간의 관계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확인되었다(r = .66, p < .01). 이

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

입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유아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 간의 관

계와 기술 통계(N = 386)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Teaching Efficacy, Teaching

Flow,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N = 386)

Variables ① ② ➂ ➃ ⑤ ⑥

① Teaching efficacy -

② Teaching flow .66** -

Teacher

-child

inter-

actions

➂ Emotional .59** .65
**

-

➃ Linguistic .57** .64** .93*** -

⑤ Behavioral .55
**
.61
**
.89
***
.90
***

-

⑥ Total .59
**
.66
**
.97
***
.98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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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 간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류민영[11]

과 한서원[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보육교사[13-14]

및 유치원 교사[15]를 연구대상으로 교수효능감이 높을

수록 교사-유아상호작용이 바람직함을 보고한 선행연

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함께 유아교사의 교수몰입과 교사-유아상호작

용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김

다은[24], 박주영[25], 그리고 심성경과 동료들[26]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교수몰입과 교사-

영유아상호작용 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김숙현[27]

과 전윤희[28]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

감과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과 정적 상관관계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적 상관관계는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총점뿐 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을 담임하는 교사가 교수효

능감과 교수몰입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바람직하게 인지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

다.

2.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서와 같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

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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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

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산출했다. 공

차한계 값은 .1 이상(0.23∼0.88), 분산팽창요인 값은 10

이하(1.14∼4.4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유아교

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은 교사-유아상호작용 전

체(F = 171.00,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상호작용 전체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t = 9.61, p < .001; β 

= .47)이 교수효능감(t = 5.54, p < .001; β = .27)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은 교사-유아상호

작용 전체의 47.2%(Adj. R
2
= .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전체가 교사-유아상호작용 전체

에 미치는 영향(N = 386)
Table 2.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and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N = 386)

Inde-
pendent
varia-
bles

Teacher-child interactions

Total Emotional Linguistic Behavioral

t β t β t β t β

Teaching
efficacy

5.54*** .27 5.67*** .28 5.26*** .26 4.75*** .25

Teaching
flow

9.61*** .47 9.28*** .46 9.28*** .47 8.64*** .45

F 171.00*** 166.07*** 157.55*** 133.83***

Adj. R
2 .47 .46 .45 .41

***p < .001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사

-유아상호작용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또

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교수효

능감과 교수몰입은 정서적 상호작용(F = 166.07, p <

.001), 언어적 상호작용(F = 157.55, p < .001), 행동적

상호작용(F = 133.83, p < .001)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t = 9.28, p <

.001; β = .46)이 교수효능감(t = 5.67, p < .001; β =

.28)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은 교사-

유아상호작용 전체의 46.4%(Adj. R
2 =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t = 9.28, p < .001; β = .47)이

교수효능감(t = 5.26, p < .001; β = .26) 보다 더 큰 것

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은 교사-유아상호작용 전체

의 45.1%(Adj. R
2 =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

수몰입(t = 8.64, p < .001; β = .45)이 교수효능감(t =

4.75, p < .001; β = .25)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은 교사-유아상호작용 전체의 41.1%(Adj. R
2 =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교수효능

감의 정적 영향은 어린이집의 유아반 담임을 연구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11, 13, 16, 18] 및 유치원교사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15]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검증한 문영경과 최선

녀[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교수몰입의 정

적 영향은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총점[28] 및 하위요인

[25-27]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유아교사의 교수몰입 수준

에 따라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이선경[29]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의 영향력이 교수효

능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의 교

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40%를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을 모두 독립변

인으로 선정하여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으나, 본 연구결과

는 교사의 몰입도가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과 연관되며

[35], 보다 높은 열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36]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수준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효능감과 교

수몰입의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영향력은 교사-유

아상호작용의 총점 및 세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언

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에 대해 유의했다. 이와 함

께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은 교수몰입이 교수효능감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

져, 교수효능감과 함께 교수몰입이 유아교사의 실제 교

수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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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및 교사-유아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유아상

호작용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유아교사의 높은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 정도

는 교사-유아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교수몰입이 교수효능감 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론은 유아

교사의 바람직한 교사-유아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

해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도권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

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교사

-유아상호작용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했으

므로 연구대상의 주관적 평가 오류의 여지가 있다. 추

후 연구에서 타인의 관찰을 통한 평가나 면접을 통한

심층 자료 수집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이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교사의 실제를 지원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 시 본 연구결과가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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