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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기관 변인에 관한 다층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김혜리1)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목적으
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기관 요인들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위
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개괄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
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의 전체 분산 중
9%가 기관별 차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교사의 개인 수준 변인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그들의 수업 전문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사회심리학적 변인인 교직 인성은 이
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 수준 변인 중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그들
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전술된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교직 인성의 함양 및 협력적 조직 문화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린이집 교사, 수업 전문성, 개인 변인, 기관 변인

Ⅰ.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명제가 대변해 주듯, 교사의 교수역량
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수해야만 하는 주요 자질 중 하나로, 대개 수업이라는 맥락을
통해 드러난다(윤진주, 2015). 수업은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설계･개발･적용･관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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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교육과정의 실천단위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준이자, 교육의 질 및 교
사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준거로 활용된다(이성희, 2017).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을 주도하
는 중요한 핵심 주체이므로, 가르치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 소질, 성향, 가치, 기술, 행동
양식과 더불어 이를 교육현장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윤진주, 2015). 이처럼 교사의 교수 활동 전반에 걸쳐 양질의 수업을 계획, 진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발휘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수업 전문성’이라 일컫는다(조준오･홍광표,
2018).
학습자는 교사, 환경, 시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업을 통
해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새롭게 발화시키므로, ‘좋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의 노력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사영숙, 2016). 특히 영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초･
중･고교와는 다른 교육 특성으로 인해 수업의 계획, 진행, 평가의 상당 부분이 교수자에 의
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사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이자,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기능하게 된다(김영옥, 2001).
더욱이 어린 학습자들에게 교사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자체로 정의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박종덕, 2007),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그들의 수업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김하종(2015)은 영유아교사로서 지녀야 할 수업 전문성을 ‘수업내용’, ‘수업전략’,
‘수업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영유아교사라면 응당 수업내용을 구조화시켜 명료
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며, 그들
의 행동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하종, 2015).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그간의 연구
들은 ‘수업 전문성’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다루기보다 교사 및 교직 전문성의 포괄적인 관
점에서 조망하거나, 역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이성희, 2017). 일례로, 이성희(2017)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학술 논문 중, 수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활동에 대한 수업 효과성 분석이나 양질의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략에 역점을 둔
연구들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신은미･나은숙, 2007; 이성희, 2017), 수업 전
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교사의 내･외부적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해보려는 시도는
다소 미비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 증진에 일조하는 요인들의 발굴은 유아
교육･보육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필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영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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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수업 전문성에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윤진주(2015)는 국공립유
치원에 재직하며,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혜주(2014)의 연구에서도 연령 및 최종 학력이 높고, 교육 경력이 많으며, 상급 자격을
지닌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연
령, 학력, 경력과 그들의 수업 전문성 및 전문성 발달수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밝
힌 연구들(강미영, 2020; 김현진, 2008; 김현진･신은수, 2008; 박은미･이석순, 2013; 이경
례･문혁준, 2013; 이석순･박은미, 2014)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예측력은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 재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과 성품을 뜻하는 교직 인성(김순환･박선혜･남
옥선, 2014)과 전문성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존재하였다. 일례로, 전홍주, 권
현조 그리고 변길진(2018)은 소명의식과 영유아에 대한 열정이 높은 어린이집 교사일수록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인성
과 전문성 인식 간의 관계를 고찰한 조주원과 전유영(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또한, 김희정과 서현아(2019)는 교직 인성이 교직 윤리의식을 매개로 전문적인 교사
역할 수행에 순기능을 발휘함을 피력하였다.
상술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수업 전문성은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영역으로
써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사들 간 수준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양질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교사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홀로 분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윤진주, 201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Williams(2000)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환경
이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전문성 지원 환경이란 교사가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통해 교수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여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고, 교사와 원장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
며, 영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자율적인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Williams, 2000). 즉,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환경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지원･협력하는 수평적 체
계를 의미한다(O'Neil, 1995).
실제 선행연구들(박형신･김정주, 2010; 윤진주, 2015)에 따르면, 전문성 지원 환경과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민주적 환경의
조성이 그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에 공헌할 것임을 추론케 한다(윤진주, 2015).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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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리더십(배상훈･박성애･한송이, 2016; 오윤란･문혁준, 2018)과 기관의 조직풍토(강
미영, 2020; 정혜영･이경화, 2007), 동료교사와의 협력(성진희, 2017; 황보영란, 2003)
등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을 직･간
접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장(長)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활용하
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의 총체로 정의되는 원장의 리더십은 교사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교직 생활에 임하여 유아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박수진, 2015). 실제로, 배상훈, 박성애와 한송이(2016)의 연구에 따르면, 원장의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교수 활동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최미애와 최양미(2020)의 연구에서도 원장의 리더십은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장의 리더십은 영유아교육기관 내 고
유한 문화 발달을 주도함으로써, 각 기관 특유의 조직풍토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조직풍토란 기관 구성원의 지도성 및 의사결정 유형, 동료 관계, 전문성 증진을 위한 배
려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Jorde-Bloom, 1988: 윤혜영･최인수, 2009에서
재인용), 조직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환경 변인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강미영, 김혜리 그리고 어성연(2020)은 영유아교육기관 내 조직풍토가
민주적이고 지지적일 때,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언급하며, 원장을 포함한 모든 보육 교직원들이 건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조직풍토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동료교사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유용한 창구
가 되어 교사의 지적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식, 책임
감 등을 고양시킨다(성진희, 2017; 염지숙･이명순･조형숙 외, 2011). 동료 장학이 교사효
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매개로 유치원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김하종(2015)의 연구와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전문성 인식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검증한 문혁준(2013)의 연구 역시 이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조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유아교사
를 둘러싼 내･외적 요인과 수업 전문성 간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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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용주,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문헌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교사의 수
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개인 및 기관 변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및 교직 인성은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개인 변인
으로, 기관의 설립 유형, 원장의 리더십, 조직풍토와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기관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을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과 기관 수준으로 구분되는 다층구조적 자료 분석에
는 위계적 선형 모형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위계적 선형 모형이란 상위 집단에 하위
집단이 속해 있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 기법(Stephen & Anthony, 2002)으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의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져 개별 교사 수준에 해당하는 변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업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지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온 개인 및 기관 수준의 변인들을 위계적 선형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각각의 영
향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개인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 수준 변인(연령, 학력, 경력, 교직 인성)은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 교사의 기관 수준 변인(설립 유형, 원장 리더십, 조직풍토,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 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 집단의 수와 그 하위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방은정, 2015). 사실 표본 크기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상위 집단의 수가 30개 이상(Klein & Kozlowski, 2000)이고,
각 집단 내 자료가 5개 이상이면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Bliese,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권고치와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본 연구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1개소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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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구자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
하여 배부하였고, 인편이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수거된 총 324부(원장용 51부, 교사
용 273부)의 설문지 중, 집단 내 최소 표본 수(5개)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45부(원장용 31부, 교사용 214부)의 설문지
가 최종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 및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장의 경우, 50대
(58.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들 중 과반(54.8%)이 대학원 석사 졸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운영 경력은 평균 161.84개월로 대략 13년이었으며, 국공립어린
이집에 소속된 경우가 61.3%로 가장 두드러졌다. 원장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원장
(N = 31)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30대

3

12.9

40대

8

25.8

50대

15

58.1

60대 이상

6

3.2

2‧3년제 대학 졸업

3

9.7

연령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11

35.5

대학원 졸업(석사)

17

54.8

국공립어린이집

19

61.3

민간어린이집

7

22.6

직장어린이집

2

6.5

가정어린이집

2

3.2

기타(법인‧단체)

1

6.5

기관 유형

기관 운영 경력
(개월)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

338

161.84

94.10

다음으로 교사의 경우, 2･30대(65.4%)가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대학 졸업자(45.8%)
의 비중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그들의 평균 교사 경력은 77.2개월로
약 6년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소속된 경우가 57.9%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유아 학급
(29.0%)보다 영아 학급을 담당하는 비율(59.8%)이 더 높았다. 이상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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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교사
(N = 214)
구분
연령

학력

기관 유형

담당 학급
영유아 연령
교육 경력
(개월)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기타(법인‧단체)
영아(만0세~2세)
유아(만3세~5세)
기타(혼합연령)
최소
최대
8
216

빈도(명)
74
66
51
23
31
98
79
6
124
46
28
10
6
128
62
24
평균
77.20

백분율(%)
34.6
30.8
23.8
10.8
14.5
45.8
36.9
2.8
57.9
21.5
13.1
4.7
2.8
59.8
29.0
11.2
표준편차
52.50

2. 연구도구
가. 수업 전문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중등학교 교사용 수업 전문성 측정 도구를 김하종
(2015)이 유아교사에 맞게 수정한 ‘수업 전문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6문항으로,
‘수업내용’, ‘수업전략’, ‘수업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검사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Likert)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7과 문항 14가 항목 제거 시 신뢰
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2) 그 결과,
해당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3~.88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2) 기개발된 척도를 사용할지라도 연구마다 조사대상 및 환경이 각기 달라 기존 신뢰도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김성은･정규형･허영회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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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 인성
본 연구에서는 김경령과 서은희(2014)가 개발한 ‘교직 인성 자기점검 도구’를 김인해
(2017)와 김희정(2019)이 유아교사에게 맞게 차례로 수정･보완한 ‘교직 인성 연구 도구’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5문항으로, ‘보편적 인성’과 ‘교직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문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직 인
성 영역(18문항)’만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검사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
우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교직 인성을 갖추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 6과 문항 17은 항목 제거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
으로 판명되어 이를 제외하고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8~.92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임이 검증되었다.

다. 원장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박수진(2015)이 개발한 ‘원장 리더십 역량 진단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는 총 25문항으로, ‘개념적 역량’, ‘실무처리 역량’, ‘인간관계 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해당 검사 도구는 ‘거의 없음’이 1점, ‘매우 많이 있음’이 5점인 리커트 척도로 원장 스
스로 평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수준이 뛰어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12, 문항 16은 항목 제거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확
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3~.87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조직풍토
본 연구에서는 Smylie(1988)가 제작한 ‘교사용 기관 내 조직적･심리적 요인 지각 척도
(Teacher'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POPF)’를
윤혜영과 최인수(2009)가 번역하고, 이나미(2018)가 수정･보완한 ‘조직풍토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는 총 19문항으로, 교사가 지각한 기관의 ‘조직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해당 검사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항상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의 조직풍토가 개방적이고 평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문항 13, 문항 14, 문항 16, 문항 17, 문항 19가 항목 제거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척
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91과 .81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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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료교사와의 협력
본 연구에서는 이정란(2014)의 ‘교사 컬리그십 척도’를 수정･보완한 성진희(2017)의 ‘동
료교사 협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1문항으로, ‘아이디어 및 전문지식 공유’, ‘공동
의 목적의식’,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감’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검사 도구
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
록 동료교사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15와 문항 16은 항목 제
거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임이 검증되어 이를 제외하고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0~.93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임
이 확인되었다.

3. 자료 분석
가. 기초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연구
도구의 신뢰도(Cronbach ⍺)를 살펴본 후, 영유아교사의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과 수업
전문성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단, 본격적인 기
술통계 분석에 앞서 독립 및 종속변수가 모두 양적 변수여야 하는 위계적 선형 모형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변수 정제 작업을 선행하였다.

나. 기초모형 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 검증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고자 이들을
유목화하였다. 먼저,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교사의 개인 수준 변인은 그 속성에 따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연령, 학력, 경력)’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교직 인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으로, 기관 수준 변인은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한 교육기관의 조직 효과성 분석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김장래, 2019; 전승환, 2013)에 따라, ‘기관 배경 변인(설립 유형)’과 ‘기
관 과정 변인(원장 리더십, 조직풍토, 동료교사와의 협력)’으로 이분하였다. 그 후, HLM
6.0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모형이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에 적합
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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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을 통한 개인 ‧ 기관 수준 변인의 효과 검증
HLM 6.08 프로그램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의 순서에 따라 교사의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이 그들의 수업 전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
다. 이때, 개인 수준 변인은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기관 수준 변인
은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실시하여 투입하였다. 이는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키고, 수준별 분석에서의 절편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강상진,
2016). 단, 질적 변수는 이러한 중심화에서 제외하였다.

1) 기초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Model)
기초모형(무조건 모형)에서는 아무런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
성에 대한 기관별 차이를 검증한다. 이러한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ICC)를 산출할 수 있다. ICC란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에 대한 집단 수준의 분산 비율로 일반적으로 5% 이상일 때,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Heck, Thomas, & Tabata, 2013).

2) 연구모형1(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
연구모형1에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통해 수업 전문성에 대한 교사 개인 수준 변
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통해 그러한 영향력이 기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3) 따라서 기관 수준 변인은 해당 모형에 투입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학력, 경력)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교직 인성)
의 순수한 영향력을 산출하고자 모든 변인을 일괄 투입하지 않고, 중간모형1을 활용해 순
차 투입하였다. 본 모형과 기초모형의 집단 내 분산 비교를 통해 수업 전문성에 관한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모형2(Intercepts-as-outcomes Model)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을 전부 투입한 이후에도 수업 전문성에 대한 기관별 차이가 여전히
유의하다면, 이는 기관 수준 변인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모
형에 기관 수준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1에서 유의한 무선
효과를 나타낸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의 기관별 기울기 잔차만을 추정식에 포함시켰다. 아울

3) 고정효과는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함을, 무선효과는 개인에 따라 기울기와
절편이 각기 다름을 가정한다(김청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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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관의 배경 변인(설립 유형)과 과정 변인(원장 리더십, 조직풍토, 동료교사와의 협력)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모든 변인을 일괄 투입하지 않고 중간모형2를 활용해 순차
투입하였다. 본 모형과 연구모형1의 집단 간 분산 비교를 통해, 수업 전문성에 관한 기관
수준 변인의 설명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수식
구분

수식
2

기초모형

[1수준 모형] Yij = β0j + rij, rij ~ N(0, σ )
[2수준 모형] β0j = γ00 + u0j, u0j ~ N(0, τ00)
[통 합 모 형 ] Yij = γ00 + u0j + rij

[1수준 모형] Yij = β0j(절편) + β1j(연령) + β2j(학력) + β3j(경력) + β4j(교직 인성) + rij
연구모형1 [2수준 모형] β0j = γ00 + u0j
βqj = γq0 + uqj (for q = 1, 2, 3, 4)
[1수준 모형] Yij = β0j(절편) + β1j(연령) + β2j(학력) + β3j(경력) + β4j(교직 인성) + rij
[2수준 모형] β0j = γ00 + γ01(설립 유형) + γ02(원장 리더십) + γ03(조직풍토) + γ04
(동료교사와의 협력) + u0j
연구모형2
βqj = γq0 + (uqj) (for q = 1, 2, 3, 4)
(연구모형1에서 무선효과가 유의했던 교사 수준 변수의 uqj만 투입)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평균 4.18점(SD=.46)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그 하위 요인 중에서는 ‘수업내용(M=4.36, SD=.50)’ 전문성이 가장 우수하였고, ‘수
업전략(M=4.16, SD=.49)’과 ‘수업관리(M=4.02, SD=.55)’ 전문성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교직 인성’ 또한 평균 4.32점(SD=.45)의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으
며, 그 하위 요인 중에서는 ‘교육적 신념’의 평균이 4.56점(SD=.5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생에 대한 열정(M=4.26, SD=.48)’과 ‘소명의식(M=4.15, SD=.58)’ 순이었다.
한편, ‘원장 리더십’의 평균은 4.55점(SD=.32)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각 하위 요인의 경우, ‘개념적 역량’의 평균(M=4.60, SD=.44)이 가장 높았고, ‘실무
처리 역량(M=4.50, SD=.37)’과 ‘인간관계 역량(M=4.54, SD=.39)’ 역시 유사한 수준을 나
타냈다. 다음으로, ‘조직풍토’의 전체 평균은 4.16점(SD=.24)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그 하위 요인인 ‘조직적 요인(M=4.09, SD=.25)’과 ‘심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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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22, SD=.25)’에서도 발견되었다. 끝으로, 동료교사와의 협력(M=4.09, SD=.24) 또
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그 하위 요인 중에서는 ‘아이디어 및 전문지식 공유(SD=.21)’
와 ‘책임감(SD=.26)’의 평균이 각각 4.1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상호존
중과 신뢰(M=4.10, SD=.32)’가 이었다. 그러나 ‘공동의 목적의식(M=3.95, SD=.30)’은 앞
선 요인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2. 교사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 간 관계
가. 수업 전문성과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에 앞서 수업 전문성과 교사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업 전문성은 개인 수준 변인 중 교직 인성(r=.62, p<.01)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력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r=.39, p<.01)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수업 전
문성은 기관 수준 변인 중 조직풍토(r=.20, p<.01)와 동료교사와의 협력(r=.32, p<.01) 사
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장 리더십
은 조직풍토(r=.28, p<.01) 및 동료교사와의 협력(r=.28, p<.01)과, 조직풍토는 동료교사
와의 협력(r=.5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립 유형은
원장 리더십(r=-.23, p<.01), 조직풍토(r=-.16, p<.05), 동료교사와의 협력(r=-.20, p<.01)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여기에서의 음 부호(-)는 회귀선의
방향성이 아닌, 가변수의 준거 집단(국공립어린이집)을 의미한다.

나.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 간 다중공선성 분석
Durbin-Watson의 d통계치(1.6)가 2에 근접하고, 공차 한계(.59~.96)가 0.1 이상이며,

VIF(1.04~1.69)가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황해익･송연숙･최혜진 외, 2008),
개인 및 기관 수준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연구모형 분석
가. 기초모형 분석 결과
기초모형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의 평균 추정치는 4.18이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기관 수준의 분산은 .019, 교사 수준의 분산은 .193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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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09의 집단 내 상관계수(ICC)가 도출되었다. 이는 수업 전문성의 전체 분산 중 9%
가 기관별 차이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즉, 수업 전문성은 동일 기관에 소속된 교사 간, 기
관 간 차이가 모두 존재하며, 기관 수준보다 교사 수준으로 인한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아울러 무선효과 검정 결과, 기관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χ2=50.754, p<.05)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업 전문성의
차이가 개인 수준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기관 수준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SE

t

절편

4.180

.039

107.501***

무선효과

SD

Variance

χ2

집단 간 분산

.138

.019

50.754*

집단 내 분산

.439

.193

집단 내 상관계수(ICC)
*

p < .05,

.090

***

p < .001.

나. 연구모형1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인 수준 변인 효과
앞선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수업 전문성이 교사 개인 및 기관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
인하였다. 이에 연구모형1에서는 개인 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교사의 특성이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개인 수준 변인들의 효과 아래에서도 수업 전문성의 기관
간 차이가 여전히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개인 수준 변인들이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정효과로 확인하고, 그것의 기관별 차이를 무선효과로 검증하
였다. 아울러 기초모형과 중간모형1, 연구모형1의 집단 내 분산 추정치 비교를 통해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인 수준 변인들의 설명력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속성에
따른 주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학력, 경력)’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교직 인성)’으로 나누어 순차 투입하였다.
먼저,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중간모형1의 고정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은 그들의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연령, 학력, 경력)의 무선효과 또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간 분산의
경우, 그 통계적 유의성(χ2=52.272, p<.01)이 검증되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 아래
에서도 수업 전문성은 여전히 유의한 기관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간모형1의 집단 내 분산은 .185로, 기초모형의 집단 내 분산보다 .008만큼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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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동일 기관에 소속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차이에 대략 4% 정도 기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모형1에 교사의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추가 투입한 연구모형1의 고정효과
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령, 학력, 경력의 주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직 인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β=.623, p<.001)을 발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교직 인성을 지닌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이 우수함을 의미한
다. 그러나 교직 인성을 포함한 모든 교사 수준 변인들의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령, 학력, 경력, 교직 인성의 기관별 효과 크기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연구모형1의 집단 간 분산은 중간모형1과 마찬가지로 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
2

(χ =80.802, p<.001)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 특성이 수업 전문성의 기관별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추가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연구모형1의 집단 내 분산은
.12로, 중간모형1의 집단 내 분산보다 .065만큼 감소하여 35.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는 교사의 사회심리학적 변인이 동 기관 소속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차이를 약 3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술된 수업 전문성에 대한 교사 수준 변인들의 구체적
인 예측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연구모형1 분석 결과
구분
고정효과
절편

기초모형

Coefficient
4.180

SE
.039

중간모형1

t

Coefficient
***

107.501

연령
인구통계학적
학력
변인
경력

SE

연구모형1

t
***

Coefficient

SE

t

4.183

.041

102.865

4.183

.041

101.949***

.019

.042

.464

.006

.033

.194

.042

.046

.913

.017

.038

.429

-.007

.043

-.172

-.022

.034

-.644

.623

.064

9.736***

사회심리학적 교직
변인
인성
무선효과

SD

Variance

χ2

SD

Variance

χ2

SD

Variance

χ2

집단 간 분산

.138

.019

50.754*

.151

.023

52.272**

.183

.034

80.802***

연령
인구통계학적
학력
변인
경력

.093

.009

25.919

.070

.005

27.397

.036

.001

30.682

.057

.003

35.299

.053

.003

35.830

.028

.001

38.047

.074

.006

24.559

.346

.120

사회심리학적 교직
변인
인성
집단 내 분산

.439

.193

.43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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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모형
2

누적설명분산(R )
*

p < .05, **p < .01,

중간모형1

연구모형1

.042

.351

***

p < .001.

기초모형  중간모형
중간모형  연구모형
2
※ 누적설명분산(R2): R12= 
R2
=

기초모형
중간모형

다. 연구모형2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에 대한 기관 수준 변인 효과
연구모형1을 통해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을 모두 투입한 이후에도 기관 간 수업 전문성의
차이가 여전히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2를 통해 기관 특성이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기관 수준 변인들은 그 속성에 따
라 ‘기관 배경 변인(설립 유형)’과 ‘기관 과정 변인(원장 리더십, 조직풍토, 동료교사와의
협력)’으로 나뉘어 각각 투입되었으며, 이전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 수준 변인의 무
선효과는 추정되지 않았다.
기관 배경 변인만을 투입한 중간모형2의 고정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관 수준 변인인 설립
유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교직 인성(β=.622, p<.001)의 고정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중간모형2의 집단 간 분산(.033)은 교사 수준 변인들만 투입했던 연구모형1의 집단 간 분산
(.034)보다 .001 감소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기관의 유형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기관 간 분산의 2.9%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모형2에 기관 과정 변인을 투입한 연구모형2의 고정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관 수준 변인 중에서는 동료교사와의 협력(β=.632, p<.001)만이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풍토는 수업 전문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주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 수준이 높은 원에 근무하는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교사의 개인 수준 변인 중에서는 교직 인성의 고정효과(β=.622, p<.001)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기관 수준 변인이 모두 투입된 연구모형2의 집단 간 분산은 .009로, 이전 연구
모형(중간모형2)의 집단 간 분산(.033)보다 .024 감소하였다. 이는 기관 과정 변인이 수업
전문성에 관한 기관 간 차이에 72.7% 기여함을 시사한다. 상기 수업 전문성에 대한 기관
수준 변인들의 세부적인 영향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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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모형2 분석 결과
구분

연구모형1

고정효과

Coefficient

SE

절편

4.183

.041

연령
인구통계
학력
개인 수준 학적 변인
변인
경력
(Level1)
사회심리
교직 인성
학적 변인

.006

.033

중간모형2

t

Coefficient

101.949*** 4.198
.194

.018

.583

.018

SE

t

.039

106.775***

.031

.581

.038

.429

-.002

.037

-.055 -.002

.037

-.055

.034

-.644 -.018

.034

-.528 -.018

.034

-.527

.623

.064

9.736***

.622

.063

9.851***

.622

.063

9.824***

-.045

.084

-.528

.024

.063

.386

원장
리더십

.070

.098

.709

조직풍토

.045

.164

.276

동료교사
와의 협력

.632

.166

3.806***

SD

Variance

χ2

.093

.009

39.405*

.356

.127

SD

Variance

χ2

SD
***

집단 간 분산

.183

.034

80.802

연령
인구통계
학력
개인 수준 학적 변인
변인
경력
(Level1)
사회심리
교직 인성
학적 변인

.070

.005

27.397

.057

.003

35.299

.028

.001

38.047

.074

.006

24.559

.346

.120

집단 내 분산

2

누적설명분산(R )

p < .05,

Coefficient

.017

무선효과

*

.031

t

79.465*** 4.172

-.022

기관 배경
설립 유형
변인
기관 수준
변인
(Level2) 기관 과정
변인

SE
.053

연구모형2

Variance

.181

.033

.355

.126

χ2
***

76.842

.029

.727

***

p < .001.

연구모형  중간모형
중간모형  연구모형
※ 누적설명분산(R2): R32=  R42= 
연구모형
중간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기관 요인들을 다층적
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의
전체 분산 중 9%(ICC=.09)가 기관별 차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ICC(집
단 내 상관계수) 값이 5% 이상일 때,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의 당위성이 인정된다(Heck,
Thomas, & Tabata, 2013)는 점에서 전술된 결과는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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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의 차이를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기관 수준에서 함께 조망하여야 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즉,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찰해야 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의 개인 수준 변인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경력, 학력은 그들의 수업
전문성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무선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과 수업 전문성 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강미영,
2020; 이순자･김진화, 2021)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저경력이지만 수업내용 및 전략에
있어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거나, 고학력임에도 영유아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교사들의 존재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김윤경, 2018; 박창현, 2015). 이러한 결과는 교사
의 성취가 단순 시간의 경과나 학위 유무와 같은 이분법적 변수로 환원될 수 없음을 시사
한다(박창현, 2015).
한편, 교사의 사회심리학적 변인인 교직 인성은 그들의 수업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무선효과까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바람직한 교직
인성을 지닌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이 우수함을 뜻하는 동시에, 수업 전문성에 대한 교직
인성의 예측력이 기관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주원과 전유영(2017), 전홍주,
권현조와 변길진(2018)의 연구에서도 교직 인성은 보육교사들의 교직 전문성 인식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였다. 교사로서 지녀야 할 인간
적인 품성을 뜻하는 교직 인성은 영유아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 발달 특성상 교사의 행동과 언어에 대한 모방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올바른 교직 인성을 토대로 숙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때, 비
로소 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김희정, 2019). 이처럼 교직 인성은 유아교육･보육 전
반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 부분 일조하므로, 교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함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황선영, 2016).
끝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차이에 대략
4%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심리학적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통제
된 이후 약 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동일 기관 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차이
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사회심리학적 변인이 더 큰 영향력(30.9%)
을 발휘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의 조직 효과를 분석했던 다른 연구들(김장래, 2019; 전승환, 201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가늠함으로써 사랑, 헌신, 열
정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학력주의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전문성 담론에 대한 하
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손흥숙, 2015).
셋째, 기관 수준 변인 중 배경 변인에 해당하는 설립 유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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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된 결과는 어린이집 시설 유형과 보육교사의 전문
성 인식(이희선, 2004), 전문성 발달(이경례･문혁준, 2013), 교수 활동 전문성(배상훈･박성
애･한송이, 2016)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일부 상응한
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육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배상훈･박성애･한송이, 2016).
다음으로, 기관의 과정 변인 중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풍토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요인들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강미영, 2020; 정혜영･이경화, 2007; 최미
애･최양미, 2020)과는 다소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인들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비교적 설명력이 낮았던 변인의 주효과가 사라졌기 때문
일 수 있다. 실제로, 강미영(2020)의 연구에서 원장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직풍토와 함께 고려됨에 따라 그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즉,
수업 전문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조직풍토로 인해 원장 리더십의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강미영･김혜리･어성연,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이 같은 경향성의
반영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원장 리더십은 원장이 직접 평정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의
실질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평정
한 원장 리더십과 수업 전문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변인 간 분석단위의 차이가 상기 결과를 야기하였을 수도 있다. 위계적 선형
모형의 특성상 이들을 개인 수준이 아닌, 기관 수준의 변인으로 조망하였기 때문이다. 실
제 본 연구에서 조직풍토를 조직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변인으로 고려하였을 때에는 수
업 전문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게 조직풍토는 그들의 수업 전문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기관 간
수업 전문성의 차이까지는 유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관들 사이의 수업 전문
성 격차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조직 차원의 변인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탐색이 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위계적 선형 모형의 경우, 같은 수준에 속
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없다는 통계적 한계를 지니므로(김혜리,
2020), 원장 리더십과 조직풍토의 실증적인 예측력이 정녕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인을 매개로 수업 전문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에 관한 추후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상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효과적인 학급 경영 및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동료
들과 공유하고, 공동의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원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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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교사일수록 수업 전문성이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원장
의 리더십이나 조직풍토와 같은 조직의 간접적인 맥락효과보다 동료교사들 간 실질적인 협
력이 수업 전문성 개발에 더욱 크게 일조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영유아교사들은 그
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장과 동료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김정희,
2011). 동료와 격려를 주고받는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교사는 업무에 대한 즐거움의 원천
을 발견할 수 있다(성진희, 2017). 따라서 교육 공동체는 상호 간 활발한 접촉 및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 장(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교수학습 활동 및 영유아 지도와 관련된 고민들을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끝으로, 앞서 언급된 기관 수준 변인들을 위계적 회귀 모형에 순차 투입한 결과, 기관
배경 변인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관한 기관 간 차이를 3%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과정 변인은 기관 간 수업 전문성 격차
에 72.7%라는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기
관별 차이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기관의 배경 변인보다 과정 변인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
를 발휘하였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기관의 고정적･물리적 조건보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선 노력에 따라 수업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그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된다. 첫째, 영유
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의 발굴은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각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주
는 동시에 교사교육 시 더욱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교직 인성은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 교
사들에게도 요구되는 필수 자질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 인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개인적,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인격적 요소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황해익･김은정, 2015), 영유아
와 장기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교사들의 경우 이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구미향,
2017). 따라서 영유아교사들을 위한 양질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인성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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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부터 단편적인 인성 관련 교과를 수강하는 것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
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조주원･전유영, 2017). 특히
교직에 입문하며 접했던 교육을 통해 형성된 교직 인성이 보편적 인성보다 교직 전문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전홍주･권현조･변길진, 2018)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비 교사
때부터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조주원･전유영, 2017). 본
연구가 확고한 소명의식 및 올바른 교육 신념을 지닌 전문적인 영유아교사의 양성을 지지
하는 또 하나의 방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조직적 측면에서 조망하려는 학술적 시도가
다소 미비하였던 현 유아교육 학계(신은미･나은숙, 2007)에 조직 효과성에 관한 관심을 환
기･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
성을 개인적 역량으로 한정하여 이해해왔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교사들에게 지워졌던
전문성 개발에의 과중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의 마련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나 동료 장학 등,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 긍정
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데 유용한 근거 자료로 선용되기
를 바란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효과들은 개인 변인과 결합했을 때,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강영식과 문현경(2011)은 유아교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허용하는 조직 분위기가 교사효능감을 높여 그들의 전문성 증진에 일
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하종(2015)은 동료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지속적
인 경험이 교사의 기존 지식 및 신념을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기관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임
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타 학교급에 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지 않은 현 유아교육 학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는 기초 연구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
다. 사실상 다른 층위에 속해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정보의 손실이나 오류 없이 분석하
기 위해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단, 본 연구는 현실
적인 제약으로 인해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만을 수집하여 진행하였다는
통계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표본 수집 전략
을 수립함으로써,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다채로운 변인에 대한 정밀한 탐색
을 시도한다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지나친 사전 계획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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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에 방점을 두는 현 시류 속에서 편의 표집의 한계로 인해 교
육보다는 돌봄의 비중이 높은 영아 학급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업 전문성에 대해 논하였
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균
형적으로 안배하고, 변화된 교육과정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놀이 전문성’을 고
찰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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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layered Analysis of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that Affect Teaching
Professionalism of Daycare Center Teach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m, Hyer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of daycare center teachers and to
prepare preliminary data for establishing a plan to develop i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incipals and teachers working in childcare centers i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gener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and nine per cent of its total variance was confirmed
to be related to institutional differences. Second, among the individual-level
variables of teachers, pedagogical personality positively predicted teaching
professionalism. Third, among the variabl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ooperation with fellow teachers was a positive factor that reinforced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in teachers.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actical efforts to support the cultivation of desirable
pedagogical personality and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o enhance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Keywords: daycare center teacher, teaching professionalism,
individual variables, institutional vari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