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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

동 등으로 유아 교육기관,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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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환경요인들이 유아 교사의 유아 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ehavior of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지미선*, 이신복**

Ji Mi-Sun*, Lee Sin-Bok

요 약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정

도 역시 적었으나, 영유아 교육을 전문 기관 및 교사에 맡기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유아 전문 기관 및 교사들의 부담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 나타난 유

아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

해 어떤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교육 환경을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폈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환경요인, 유아 교사, 아동 권리 존중, 교육

Abstract In the past, in Korea, women often played the role of caring for their children, and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small. However,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cases are entrust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teachers for infant education. These changes are positive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nd the enhancement of women's rights, but the burden on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teacher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increasing. The problems of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recently 
appeared in Korea are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which factors 
should be managed in order to be respected for the rights of children, and categoriz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to psychological, work, and social factors to examine their influence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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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취학 유아 인구수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의 비율은 73.1%이다[42]. 연령대별로는 구분해서 볼

때에 만 3세 90.0%, 만 4세 90.2%, 만 5세 90.4%에 달

하는 유아가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유아의 하

루 평균 시설 이용 시간도 어린이집 7시간 24분, 유치

원 7시간 12분이다[41].

이렇듯 유아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소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34]. 그러나 보육ㆍ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아 권리

침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성

장과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력들을 당황하게 만

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는 어린 유아를 권리 주체자로 인정하고, 유아 발달의

다양성과 상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성

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자아 존중

감, 타인에 대한 인식, 도덕적 발달, 가치관 등 전 생애

발달 기초가 형성되며 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

인 시기이다[51]. 그렇기에 유아 교사에게 존중받은 경

험은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삶의 질을 좌

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아 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은 다양하며, 개인이 가진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유아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서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환경[18, 35, 43], 업무적 환경

[24, 26], 사회적 환경[5, 21, 23, 28, 32, 37, 46] 등 다양

한 요인들이 거론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유

아 교사의 변인에 따라 유아 교사들의 유아 권리 존중

에 대한 실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 준

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상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변인

들 간의 영향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의 다양한 환경요인이 실제로 유아

권리 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검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들이 가진 심리적인 요소들은 유아들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면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2, 18, 43]. 조

한숙과 이성복(2016)에 따르면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기에 유아 교사는 인간의 본질과 특성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긍정적인 심리 관점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긍정적 심리 요소는 도전에 직면하

거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이끌

어 내거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내게 만들고[45], 자신

의 업무를 보다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기에

회의감도 줄여 준다[18].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심

리적 환경요인을 크게 자기효능감, 희망 등 2개의 요인

으로 살피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사회 인지 이론을 기

반으로 한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동기부여, 행동 과정, 인지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개인의 신념, 기대나 자신감 등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와 성공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를 의

미한다[49]. 최석봉(2018)은 희망에 대하여 “목표 성취

나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행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다

는 내적 확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채익(2009)은 희

망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해 주기에

어려움에 봉착 하여도 대안적 수단을 만들어 내는 효과

가 있다고 보았다.

2. 업무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들의 환경적 요인을 논의함에 있어 업무적

인 환경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1]. 특히 유아 교

사들이 놓인 부정적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

회적 문제들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29]. 언론에서 거론하는 유아 교사들의 업무환경들은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

스는 유아 교사들이 직무소진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다[6]. 특히 유아 교사는 보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 유

아들을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 특수한 환

경에 놓여있다[24]. 조성연과 구현아(2005)에 따르면 유

아 교사는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시간, 정책적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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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업무적 환경요인을 크게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 등 2개의 주요 요인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업무 과부하는 유아 교사가 겪는 과도한 업무

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유아 교사의 업무 처

리와 관련된 시간 부족, 자신의 능력과 한계 이외에 생

겨나는 업무, 인력 부족과 빈번한 행사, 교사의 처우 및

제도로 겪게 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조직 내 동료 교사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

용과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교사 간 의견 충돌 혹은 소

통 부재, 불공정한 업무 분담으로 오는 갈등 등도 유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업무적 환경요인이다

[33].

3. 사회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의 사회성, 즉 사회적 환경 요인 역시 유아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만약 유아 교사가 유아

의 감정과 정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 준다면 이는 유

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27].

이상순(2008)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타인의 내적인

경험 또는 심리상태, 주관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으

로 이해하며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감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낮은 유아 교사는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훈육 행동을 보이게

된다[28, 37]. 반면 공감 능력이 높은 유아 교사는 행복

감, 직무만족을 느낀다[32, 46]. 본 연구에서 유아 교사

의 공감 능력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으로 구별하였

다.

먼저 인지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과 감

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40].

Davis(1980)는 인지적인 공감에 ‘상상하기’와 ‘관심

취하기’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상상하기란 드라

마, 영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상

상하여 이해하는 경향성인데 비해 관심 취하기는 타인

의 시점을 즉각 취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지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타인을 이해하

거나 배려하려는 경향이다[1].

다음으로 정서 공감은 타인의 기분을 느끼고, 타인

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13]. Davis(1980)는 정서 공

감을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관심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함께 부

정적 경험을 느끼는 것이고, 공감적 관심은 그와 같은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4. 유아 권리의 존중

유아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권리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권리를 존중받

은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를 존중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50]. 유아의 권리를 존중

하는 보육은 유아의 성장권·발달권·교육권·참여권 등을

보장해 주어, 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하도

록 보살피고 교육하게 한다[19]. 오늘날 유아는 보육 기

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보육

기관 내에서, 특히 유아 교사들의 유아에 대한 권리 존

중이 중요하다[51].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다

양한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

다.

먼저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과 유아 권리에 대한

존중 간의 관계이다.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이 긍정

적이라면 이는 유아의 권리 존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아 교사의 긍정심리 자본

내지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 심리요인이 긍정적이라면

이것이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태도로 발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30].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고자 한다.

가설1: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이 긍정적일수

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1-1: 유아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

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1-2: 유아 교사의 희망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한편, 유아 교사가 처한 부정적 업무환경들은 유아교

육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아 교사들은 유아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14, 16, 17, 48].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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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아 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이 긍정적이라면 유아

의 권리를 더욱 존중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그렇지 못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2: 유아 교사의 업무환경요인이 긍정적일수

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2-1: 유아 교사의 업무 과부하가 낮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2-2: 유아 교사의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가

적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유아 교사들의 사회성, 즉 사회적 환경요인은 유아들

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2, 44]. 만약 유아

교사들이 타인에게 공감하는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높

다면 이러한 태도가 유아의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자 한다.

가설3: 유아 교사의 사회적 환경요인이 긍정적일

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3-1: 유아 교사의 인지공감이 높을수록 유아

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3-2: 유아 교사의 정서공감이 높을수록 유아

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유아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교사를 대상으

로 우편이나 직접 배부한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5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고 그 중 482부(96.4%)가 회수되었지만, 불성실

한 응답을 한 질문지를 제외한 460부(92%)를 최종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심리환경요인 측정은 Luthans 등(2007)의 도구를 보완

하여 번안한 한혜영(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 도구는 자기효능감 6개 문항(Cronbach's ⍺ .79), 희
망 6개 문항(Cronbach's ⍺ .80)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업무환경요인의 측정도구는 D’Arienzo,

Morraco와 Krajeski(1982)가 개발하고, 유아에게 적합

하도록 수정한 신혜영과 이은해(2005)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업무 과부하 관련 8문항(Cronbach's

⍺ .85), 동료와의 관계 5문항(Cronbach's ⍺ .76)이고
통계적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요인 Davis 등(1994)의 대인관

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

성희(1997)가 번역한 것을 참고하여 전병성(2003)이 재

구성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공감

15문항(Cronbach's ⍺ .73), 정서 공감 15문항

(Cronbach's ⍺ .72)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인 유아 권리에 대한 존중은 김진숙(2009)이

개발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행’척도를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총 40문항 중 적절성을 판단하여 39

문항만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성이 확보되

었다(Cronbach's ⍺ .94). 이상의 모든 변인별 측정항목
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었다.

3. 분석 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분

석과 더불어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

분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주요

요인 간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 별로는 20~30세 미만은 185명(40.2%),

31세~40세 미만이 207명(45.0%), 41세 이상은 68명

(14.8%)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2~3년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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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9명(36.7%), 4년제 대학교 졸업 250명(54.3%), 대

학원 졸업 41명(8.9%) 등이었다. 유아 교사 경력은 3년

미만 133명(28.9%), 3년~7년 미만이 200명(43.5%), 7년

이상이 127명(27.6%)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은 민간

어린이집이 162명(35.2%), 사립유치원 105명(22.8%), 국

공립어린이집 98명(21.3%), 직장·법인어린이집 64명

(13.9%), 국공립유치원 31명(6.7%) 등이었다.

2. 가설 검증 결과

앞서 제시된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 업무환경요

인, 사회환경요인 등이 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설 검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모형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

수는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도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검증을 통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의미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다(F=71.936, p<.001).

종속변수인 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력

을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적 요인들은 두 변

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243, t=4.600, p<.001), 희망(=.234, t=4.241, p < .001)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환경요인들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

다. 즉 부정적 환경요인들인 업무 과부하(=-.077,

t=-2.792, p<.01), 동료와의 관계(=-.133, t=-4.896,

p<.001)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인지공감(=.154, 

t=2.470, p<.05), 정서공감(=.161, t=2.575, p<.01)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영향력의 크

기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243), 희망(

=.234), 정서공감(=.161), 인지공감(=.154).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133), 업무 과부하(=.-077),의 순으

로 유아의 권리 존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 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
Table 1.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 = 460)

독립변인 B  t R2
adj.
R2

F

(상수) 1.165
6.433
***

.488 .481
71.936
***

자기효능감 .243 .268
4.600
***

희망 .234 .253
4.241
***

업무 과부하 -.077 -.107
-2.792
**

동료와의
부정적관계

-.133 -.186
-4.896
***

인지공감 .154 .120
2.470
*

정서공감 .161 .125
2.575
**

 *p<0.1, **p<0.05,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유아 교사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식별하

고 이것이 유아들의 권리 존중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을 살

피고 이를 통하여 환경요인들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유아교사의 환경요인은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

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아 교사들의 심리환경요인은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희망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보았고 그 영향력은 자기효능감, 그 다음이 희망의 순

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기관에서 유아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해 주

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다면 현재의 유아 권리가 존

중되고 나아지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둘째, 유아 교사들의 업무환경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이 보다 잘 이루

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들이 처한 부정

적 업무환경 중 업무 과부하와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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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영향력은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가 더 높았고 그 다음이 업무 과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유아

들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셋째, 유아 교사들의 사회적 환경요인들은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들의 사회성에 해당하는 인지

공감, 정서 공감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그 영향력

은 정서 공감이 더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인지 공

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교사들의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긍정적일수록 유아들에 대한 권리가 존

중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만들어 준다.

넷째, 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다

른 무엇보다 유아 교사의 심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다. 제시된 독립 변인들 중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심리환경요인들이다. 물론 다른

요인들 역시 관리 및 다루어 나가야 할 요인인 것이 분

명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심리적 요인들을 보

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유아 권리 존중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

구들을 통한 단순화를 통해 명확한 분석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향후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 시켜 새로운 가능

성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

문지를 통한 측정 방법을 취하였으나, 향후에는 관찰,

면담 등 보다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보완도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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