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의 쟁점 및 연계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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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들이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대해 제시한 쟁점과 개선 방안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최근 개편된 양성 및 보수교육과

정을 연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RISS를 통해 2010년 이후 보육교직원 관련 선행연구 총 18편을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2016년 개편된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개편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강조, 실무영역의 보강을 통한 실천적 지식 함양이 연계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연속성상에서 고려

해야 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보육교사 전문성, 양성과정, 보수교육, 교사교육과정

Ⅰ.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보육’이 법제화되고, 보육교사라는 명칭도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4. 1. 29)에서는 보육교사를 국가자격제도

로 규정하고, ‘보육교사 자격체계의 세분화, 양성체계 강화, 보수교육 활성화 등’ 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손홍숙, 2015). 보육이 국가적 책임으로 인

식됨에 따라 보육의 질과 신뢰성 회복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특히 보육교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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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각되었다.

보육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격체계와 양성 교육과정, 그리

고 보수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최근에 불거진 일은 아니다. 2008년 이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도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

양한 배경의 인력 배출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육교사의 부정적 정체성과 보육의 질 저하(이미정, 2013; 최윤경·문무경·원종옥·김

재원, 2011)라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이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2. 8. 17)을 통해 보육실습을 내실화하고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이는 현재 보육교사

자격체계와 양성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었

다. 이에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연한을 늘리거나, 관련학과 중심으로 자격부

여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도입도 주장되어 왔다(김의향, 2013; 박경자·황옥경·문

혁준, 2013).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자격기준으로서 학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비관련 전공자들이 학점 이수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취

득 경로와 상관없이 동일한 자격, 동일한 역할과 대우를 받는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었다(정계숙·손환희·하은실, 2012).

한편 현직 보육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일반직무교육의 실효성(김의향·서문희·임양미·민미희,

2010)은 지속적 검토 대상이었으며, 보육교사의 자격, 경력, 역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교육내용(김난실·이승연, 2011; 황해익·박성미·김정신·박선해, 2008), 보수교육

기관의 수준에 따른 교육의 질에서의 격차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교사 발달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은 교사를

교직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 변화하는 성인 학습자로 본다(이수련·이정화, 2014;

정채옥, 2006). 이수련과 이정화(2014)는 교사 발달을 순환모델(교직이전-교직입문-능

력구축-열중·성장-교직과절-안정 침체-교직쇠퇴-교직퇴직단계)로 설명하면서 능력

구축과 열중·성장 단계의 교사들은 입문수용과 안일주의 단계의 교사들에 비해 전문

성이나 교사-유아상호작용 모두 높은 경향을 보여, 교사의 발달에 따른 교육적 지원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채옥(2006) 역시 교사의 발달단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교사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요

구를 고려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의 질은 예비교사단계와 현직교사경

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기관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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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는 보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

달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신동주, 2015).

이러한 가운데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보육교직원 자격의 국가시험 도입,

인성교육 강화, 온라인을 통한 자격취득 제고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편과 보수교육

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구체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1. 12)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2018년 1월부터 개편되며,

보수교육과정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를 통해 당 해년 4월부터 개

편되어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개편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

정이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두 교육과정은 연계성

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위한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0년 이후 수행된)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

교육과정에 관한 쟁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016년 개편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해 고려한 연계성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교육

학술정보원(RISS)의 사이트에 ‘보육교사(교직원/인력)’, ‘자격’, ‘전문성’, ‘양성과정’, ‘보

육실습’, ‘보수교육’의 주제어로 검색한 다음,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 중 국내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연구보고서로 출간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문

성 제고와 관련된 논문 중 보육교사 자격체계나 정책과의 관련성이 적은 연구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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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18편으로 2010년 5편, 2011년 3편, 2012년 1편, 2013년 2

편, 2014년 3편, 2015년 4편이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학술지로 출간된 경우 학술

지를 우선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연구 대상 논문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양성
과정

보수
교육

1 2010 서영숙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

2 2010 박종옥
영유아 교원 양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격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3 2010
김의향․서문희
임양미 민미희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4 2010a
김의향·서문희·
성미영·민미희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분석: 보육실습 기관
및 지도교사, 보육실습생, 보육실습 지도비를

중심으로
○

5 2010b
김의향·서문희·
성미영·민미희

우리나라 보육실습의 현황분석: 사전교육,
보육실습 운영내용, 순회지도를 중심으로

○

6 2011
김은설·최윤경·
김문정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

○

7 2011 김은설 보수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 2011 김난실 이승연
보육교사의 1급 승급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

9 2012
정계숙·손환희·
하은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방안 탐색

○ ○

10 2013
박경자·황옥경·
문혁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

11 2013 김의향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

12 2014 권혜진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이 갖추어야 할

필수교과목의 내용
○

13 2014
서영숙·박진옥·
서혜전

보육교직원 ○ ○

14 2014 김의향, 신혜원
2급 예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개요

개정 고찰
○

15 2015a 신혜원, 김의향
2급 예비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육필수영역 교과목 운영의 방향성 모색

○

16 2015b 신혜원, 김의향
2급 예비보육교사의 아동인권존중 양성과정

방향성 모색: 아동복지론과 보육교사론 교과목을
중심으로

○



109

(표 1 계속)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양성
과정

보수
교육

17 2015

이미화, 강은진,
박진아, 윤재석,
조아라, 신혜원,
신나리

보육교직원 자격체계 개편 연구 ○

18 2015
이미화, 강은진,
김은설, 김동훈,
김아름, 최지은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연구 ○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제시

한 쟁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개편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

정을 연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문

제점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다. 각 쟁점은 다시 핵심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양성과정은 ‘학점이수제를 통한 개

방형체제의 문제’, ‘교직윤리 관련 교과목의 부재’, ‘보육실습 기간 및 운영의 실효성

논란’, ‘자격급수에 따른 역할의 미분화’, ‘관리체계 미흡’ 등이 주요 쟁점 내용이었으

며, 보수교육과정은 ‘보육교사의 경력과 학력 등 요구가 고려되지 않은 보수교육’, ‘내

용 및 방법의 획일화’, ‘승급체계 및 보수교육 이수적립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격관

리의 부실’, ‘교육지원의 부재’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6. 1. 12)과 보육사업안내(2016)를

중심으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쟁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하였다.

Ⅲ.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분석
1. 양성과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분석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총 14편으로 크게 14가지의 쟁점들이 도출되

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결과, 개방형체제의 자격제도 개선, 교직윤리

및 인성관련 교과목 보강, 보육실습 기간 확대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자격급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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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역할 분화 및 자격관리 체계화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쟁점 및 개선 방안

주: ①서영숙(2010), ②박종옥(2010), ③김의향·서문희·성미영·민미희(2010a), ④김의향·서문희·성미
영·민미희(2010b), ⑤김은설·최윤경·김문정(2011), ⑥정계숙·손환희·하은실(2012), ⑦박경자·황옥
경·문혁준(2013), ⑧김의향(2013), ⑨권혜진(2014), ⑩서영숙·박진옥·서혜전(2014), ⑪김의향·신혜
원(2014), ⑫신혜원·김의향(2015a), ⑬신혜원·김의향(2015b), ⑭이미화·강은진·박진아·윤재석·조
아라·신혜원 외(2015)

가. 개방형체제의 자격제도 개선 

선행연구들은 현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제도의 문제로 전공 및 학과와 관계없이

지정된 17개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한 개방형체제를 꼽고 있었다(김의

분류 연구자
쟁점→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개방형
체제의
문제

학점이수제
→이수학점 상향 √ √ √ √ √

학점이수제
→학과제 전환 √ √ √ √ √

직무와 무관한 과목
수강

→ 필수교과목
지정/NCS 반영한
표준교과개요

√ √ √ √ √ √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 과다배출
→국가고시

√ √

짧은 수강기간
→4년제 학력 이상 √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평가 √ √ √

교직 교직윤리(교사인성)
관련 교과목 √ √ √ √

보육
실습
부실

보육실습 기간 상향 √ √
실습 형태 다양화 √ √ √ √
실습 지도 관리
체계화 √ √

보육실습
교과목에서 이론과
실제 연계

√ √ √

자격미
분화

3급 자격 폐지 √
학력연한,

자격급수에 따른
역할 차등화

√ √ √ √ √

관리 보육인력 개발 및
관리기구 역할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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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혜원, 2014; 신은수·박은혜, 2012; 정계숙 외, 2012). 이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직무

와 무관한 교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로 자격취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수하는 교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놀이지도, 정

신건강(론), 지역사회복지(론)’으로, 이 중 놀이지도를 제외한 3개 교과목은 사회복지

사 2급 자격 취득과 동일한 교과목(김의향 외, 2010)으로,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이 다루어지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은 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

었다(서영숙·문혁준·황성원, 2009).

또한 신혜원과 김의향(2014)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한 보육직무능력

(3, 4수준)을 한국보육진흥원의 표준교과개요에 근거해 분석하여, 보육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음악’, ‘아동미술’, ‘아동동작’, ‘영유아교수방법

(론)’,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부모교육론’ 등의 교과목을 제안하였다(신혜원,

김의향, 2014). 이에 따라 이미화 외(2015) 역시 위의 교과목들이 보육교사의 직무 수

행에 필요한 교과목이므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현 자격체계로 인한 보육교사 과다 배출

(박종옥, 2010), 양성교육기관의 질적 편차(김은설 외, 2011)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

다. 이와 같이 개방형 양성체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의 모니터링 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김의향, 2013).

이밖에도 선행연구들은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학과제 전환, 보육교사의 기준학력

의 상향 조정, 필수교과목의 지정, 국가 고시제 도입, 양성교육기관의 평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나. 보육교사의 교직윤리 및 인성관련 교과목의 보강

보육교사는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서영숙, 2010). 기존 교

육과정에서는 ‘보육교사론’을 보육필수로 지정하여 예비보육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신념과 기본 소양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정계숙 외, 2012).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기존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보육교사의 인성과 소양을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교직윤리를 다루는 교과목(권혜진, 2014)과 교사의 책무

성이나 직업윤리의 기초토대가 되는 건전한 인성 함양과 관련된 교과목이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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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제안하였다(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송신영, 2007; 조형숙, 2012).

다. 보육실습 기간 확대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보육실습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김의향 외, 2010a; 김의향 외,

2010b)은 양성기관의 유형에 따라 선택되는 실습기관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2년제 대

학과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실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실습기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호소해 자칫 보육실습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미화 외(2015)는 보육실습 기관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로 한정하거나, 보육실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20인 또는 40인 이상의 시설

로 보육실습 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김선영·서원경, 2010; 이미화 외, 2007; 좌승화·오정희, 2015)은 보

육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보육교사인 실습생들이 보육실습에 대해 부정적

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육실습기관의 열악한 질적 수준, 실

습기관과 양성대학의 협력부족, 실습지도 교사의 능력부족 등이었다(이미화 외, 2007).

또한 실습생들이 보육실습 과정을 통해 본인의 교수실제에 대한 전공지식 및 능력 부

족(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교수방법 실행의 미숙, 일상생활 지도 방법

의 미숙 등) 등의 자각과 다양한 인간관계(지도교사, 지도교사이외의 타교직원, 학부

모 등)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김선영·서원경, 2010).

김의향 등(2010b)은 대학과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

육을 별도로 실시(72.3%)하기도 하지만, 교과목 수업 중에 실시(27.7%)하고 있으며,

보육실습 기관에서도 대부분 보육실습 시작 일주일전이나 하루 전(42.0%), 혹은 보육

실습 첫 날(40.2%)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하

였다. 예비실습생들은 사전교육이나 보육실습 교과목의 이론수업을 통해 실습교사로

서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실습일지의 작성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이 충실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이미화 외(2015)에서는 보육실습의 기간 확대, 보육실

습 형태의 다양화, 보육실습 교과목에서 이론수업과 실제의 연계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라. 자격급수에 따른 교사 역할 분화 및 자격관리 체계화

선행연구들은 현 자격제도가 자격급수에 따라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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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육

교사의 직급체계의 개편(원감, 수석교사, 선임교사, 비담임교사 등), 직급에 따른 직무

와 역할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의향, 2013).

그 외에도 보육교사와 관련된 업무와 감독의 상당 부분을 동사무소, 구청 및 시청에

서 담당하고 있어 보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자질과 자격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의 전문

성이나 체계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의 역할 강화와 지자체 유

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또는 지자체 마다 보육인력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보육전

담 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정계숙 외, 2012). 한편 김의향(2013)

은 보육교직원의 통합적 자격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자격정보관리, 경력(이력)관리,

교육이수관리(보수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지속적으

로 유지, 개선될 수 있는 자격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보수교육과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분석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총 7편으로 크게 10가지의 쟁점들이 도

출되었다. 쟁점은 주요 내용 별로 다시 보육교사의 요구를 고려한 보수교육 마련, 내

용 및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자격관리의 이력화, 교육 지원 활성화로 범주화되었다.

〈표 3〉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쟁점 및 개선 방안

주: ①김의향․서문희 임양미 민미희(2010), ②김은설(2011), ③김난실·이승연(2011), ④정계숙·손환
희·하은실(2012) ⑤김의향(2013), ⑥서영숙·박진옥·서혜전(2014), ⑦이미화·강은진·김은설·김동
훈·김아름·최지은(2015)

분류
연구자

쟁점→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과목의
획일성

교사요구 고려한 보수교육내용 √ √ √ √ √ √ √
현장 실행성 높은 교과목 운영 √ √ √

내용 및
방법의
획일화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 √
교육기회 다양화 √ √ √

온라인 보수교육기회 확대 √ √ √

자격관리
부실

승급체계수정 √
보수교육 이수적립제 √ √ √

보수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 √
교육지원
부재

대체교사 활용성 제고 √
재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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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교사의 요구를 고려한 보수교육 마련

선행연구들은 보수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현행 보수교육과정이 보육교사의 경력,

직위, 학력 등과 무관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어, 교과목이 획일적임을 비판하였다. 고

경력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을 보수교육에서 다시 배우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 자격제

도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 취득을 하는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

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김난실과 이승연(2011)은 양성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이나 현

장 경험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교사들에게는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승급교육과정(80시간)과 일반직무교육과정(40시간)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므로, 보육교직원의 생애주기에 적정한

승급과 직무교육과정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김의향, 2013). 최근

수행된 이미화 외(2015)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과 경로를 통해 진입하는 보육교사

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반직무교육의 이수과정을 기본과 심화로 다양화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승급교육의 대상 교사들의 배경(학력, 자격증 취득 경로, 경력 등)이 서

로 다르므로, 단기간이나 학점이수만으로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고, 교사경력도 적은

교사들에게는 현장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겠

다. 그리고 반대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새

롭고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김난실·이승연, 2011;

김영은·신정숙, 2012). 또한 직전교육이 이론중심이었던 것을 고려해 보수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제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며,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대신 ‘보육

직무 향상교육’이라는 용어로 보육교사의 현직교육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정계숙 외, 2012). 최근 수행된 이미화 등(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직무교육을 기본

과 심화로 분리해 운영하며, 승급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에 따

라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선행연구들은 보수교육과정에 지식 기술 태도와 이론과 실습의 비중이 고르게 분

포되도록 구성(이미화 외, 2015)하는 것과 온라인 보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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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김은설, 2011; 서영숙 외, 2014)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지역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김용희·황혜경·정미미, 2012)하며, 지역

의 특색을 고려한 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선택교과목 및 자체개발 교과목 포함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이미화 외, 2015). 이외에도 다양한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보

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김의향, 2013).

또한 보수교육기관을 보육교사교육원 외에 대학교나 민간기관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

안도 제안되었다(김의향 외, 2010).

다. 자격관리의 이력화

선행연구들은 승급체계의 수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은 보조교사 업무를 하도록 하

며, 승급을 통해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원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서영숙 외, 2014). 전체 보수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질적인 평가 및 교사의 보수

교육 이력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의향, 2010; 김의향, 2013;

서영숙 외, 2014).

라. 교육 지원 활성화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현직교육 지원을 위해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채용을 활성화

하고, 재교육 참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또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

안되었다(김의향 외, 2010).

Ⅳ. 2016년 개편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1. 보육교사 역할과 윤리 강조
2016년 개편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의 개편의 큰 방향은 보육교사의

인성 소양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과정과 승급교육에

서 보육 교사의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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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서의 역할과 윤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연계성 있게 포함하였

다. 무엇보다 보수교육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강화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개편된 보수교육과정의 특징은 일반직무교육에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4〉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의 인성 소양 영역

2. 실무영역 강조를 통한 실천적 지식 강화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또 다른 강조점은 보육교사의 전문

구분
보육교사
양성과정

승급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2급 승급 1급 승급 기본 심화

인성
소양
영역

아동권리
및 복지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보육교사와 인권
-인권에 대한
이해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보육교사의
인문적 소양
-행복한

보육교사 되기

보육교사
(인성)론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보육교사 1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보육교사 직무

이해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보육교사

리더십 키우기
-기관 구성원간
멘토링 실행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관
리의 중요성 및
위해요인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관
리 방안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보육교사의
신체건강관리
방법

-보육교사의
정신건강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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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장을 위한 실무 실습 능력의 강조이다. 양성과정에서는 보육전문지식과 기술 영

역에서 보육의 기초 이론과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지도에 필수적인 실습 중심 교과목

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보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확대

하고 실무영역에 보육실습 교과목 외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를 배치함으로써 실습의

내용을 다양화하고자 한 것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에는 건강 안전 영역을 따로 강조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수교육 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교육 내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지식기술

영역에서 교사로서 보육활동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위한 교과목과 장애 및

다문화,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관련 교과목들을 배치하였다. 현직 교사들이 양성과정

에서 익힌 보육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심화될 수 있도록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영역에

서 다루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표 5〉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의 보육전문지식과 기술 영역

한편 양성교육과정 중 보육실무 영역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교과목을 이동 배치

하여, 교사들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관찰하는 기초 능력을 필수적으로 익히도록 하

였다. ‘아동관찰과 행동연구’는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함으로서 보육과정을 운영 평가

하는데 필수 역량을 위한 교과목으로 현직교사들이 양성과정에서 수강하지 못한 경우

라도 보수교육과정에서 익히도록 하여 관찰을 통해 보육활동을 계획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표 6 참조). 이와 같이 주요 내용은 보수교육의 승급교

양성과정
구분

양성과정(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수교육
구분

2급 승급 1급 승급 기본 심화

보육전문
지식과
기술영역

필수교과목 9개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선택교과목 4개 교과목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보건위생관리,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방 및 사후관리 등 건강안전

영역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장애 및 다문화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보육활동운영의 실제

전문지식
기술영역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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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일반직무교육에서 연계되도록 개편안에 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6〉보육활동운영의 실제 중 아동관찰 관련 교육 내용의 연계성
양성과정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실무영역 2급 승급 1급 승급 기본 심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영유아 관찰 사례
이해 및 실제

-관찰의 기초, 관찰
기록 이해
-일상생활 및

놀이행동, 상호작용
관찰 실습

∙영유아 관찰 및
평가

-관찰도구의
활용

-관찰 기록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영유아 관찰 및
기록 실제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등 발달 관찰
및 사례 분석

∙영유아 관찰
기록의 활용
-관찰 기록 분석
및 영유아 발달
평가와 상담
활용능력 키우기

Ⅴ. 결론 및 제언

앞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쟁점 및 개선 방안과,

2016년 개편된 보육교사 양성과 현직 보육교사의 재교육 과정의 연계성 측면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현 개방형 자격체제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학과제 도입, 국가시험제, 이수학점 상향, 필수교과목 지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

직윤리와 인성교육 교과목 보강, 보육실습 기간 상향 및 내용의 실효성 확보, 자격급

수에 따른 역할의 분화, 보육인력 관리 체계화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수교육과정

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요구에 맞는 교육 마련,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자격관리 이력화, 교육지원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최근 개편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및 교직윤리 교과목이 보강되었으며, 실무 영역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성과정의 보육교사(인성)론에서 예비교사로서 교사의 직업윤리와 스트레스관

리에 대해 배운 다음, 현직교사가 된 후 2급 승급과 1급 승급과정에서 보다 심화된 내

용을 배우며, 일반직무교육에서도 교사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직면하는 스트

레스 관리 방안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편 내용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보육활동 운

영을 위한 실무 역량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들에게는 실무역량이 필요한 교과목들을 필

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보육실습의 기간 확대 및 실습 내용을 다양화하였으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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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는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영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익힐 수 있

도록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6년 개편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은 선행연구들이 제

시한 개선방안을 다수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특히 보

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개방형 자격체계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이수학점 상향

또는 학과제 중심 자격체계 개편을 제시하였으나 2016년 개편안은 필수교과목 및 대

면교과목 지정에 그치고 있다. 한편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이 취득 가

능한 현 자격제도에 대해 국가시험제 도입을 통한 자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과정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번 취득한 자격증은 계속 유지되는 제도이므로, 질적으로 다양한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 그 격차가 보완될 기회는 보수교육을 통해서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매 5년마다, 뉴질랜드는 매 3년마다 보육교직원들이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교사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된다(OECD, 2012). 이 경우 보수교육은 교

사의 자율에 맡겨지며 자격 갱신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유지 발전되도록 하고

있어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국내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관련학과 중심으로 이수학점을 상향 조절하고, 보수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자격급수와 역할의 차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양성과정

과 보수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취득을 하고, 취득한

자격의 급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현행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육교사 3급의 폐지도 제안될 수 있으나 보조

교사로의 역할을 제한한 다음, 일반양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강화된 현직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하여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방

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담당 역할과 직위에 따라 선임교사와 원감제도를 신

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육교

사의 전문적 자질은 보육인력에 대한 수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교육, 보육

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재교육, 보육교사의 전문성 유지를 견인해주는 근

로환경,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식 등과 관련된다(표갑수·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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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현직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발달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과다한 업무,

접근성을 이유로 보육교사들이 현직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최근 개편된 보

수교육과정(보건복지부, 2016)은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위해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자율선택교과목도 포함하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경력과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과 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현직교육을 수강하고 현직교육

의 이력이 적립되어 승급이나 승진에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이력을 관리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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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Pr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to Enhance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ism

Mee Hwa Lee and Eun Jin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ome issues about the curricular of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for child care teachers, and to seek the

connection between them to enhance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ism. The

18 previous studies about pre- and in-service child care teacher curriculum were

analys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pre- and in-service education curricular,

which were recently revised,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curricular

relationships between them were analyzed. The 'character and attitude as child

care teachers' and 'performance competencies' were continually highlighted on

pre- and in-service child care teacher educations. Finally, in order to improve

professionalism, remaining tasks and future changes for the connection between

pre- and in-service education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ism, pre-service, In-servic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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