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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무일상 속에서 실제

로 얼마나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와 더불어 하루를 마

친 후 교사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교사가 경험하는

근무일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은 어떠한가?

1-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어떠한가?

1-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경험하는 직무영역의

빈도는 어떠한가?

1-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함께하는 대상의 빈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은 어떠한가?

2-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정서경험은 어

떠한가?

2-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시간에 따른 정서경험은

어떠한가?

2-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

험은 어떠한가?

2-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자기평가 수준은

어떠한가?

3-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자기평가 수준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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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요일에 따른 자기평가 수

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은 자기평가

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은 자기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10개의 직장어린

이집에서 근무 중인 만 3, 4, 5세 유아반 담임교사 5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상 속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일상재구성법(DRM: Day Reconstruction

Method)의 기법을 응용하여 온라인 형식의 새로운 연구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5일간의 근무 일상을 자세히

탐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

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11시간 52분으

로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40분 더 오래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시간

동안 보육교사는 10개의 직무영역 중 주로 교수학습 실제, 영유아보호,

교수학습 준비, 사무업무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직무영역의

수행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근무시간 동안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함께하는 대상은 유아, 동료 교사, 학부모, 단독, 기타(원장님, 회사

관계자, 관찰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주로 함께하는 대상은 직

무영역,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일상 속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정서

를 부정정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긍정정서 5개의 하위

정서 중에서는 ‘유능한/자신 있는’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정정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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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정서 중에서는 ‘피곤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Z점수를 통해 근무일상 맥락에 따른 보육교사의 정

서경험을 살펴본 결과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느

끼는 수준이 다르고, 함께하는 대상과 직무영역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정

서수준에 수준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는 4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전문

적 자질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Z점수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이 요일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와 근무일상, 정서경험은 부분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교사의 자기평가는 긍정정서와 정적상관

을 나타냈지만 교사의 개인특성, 근무시간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수준에는 긍정정서, 부정정

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부정정서가

낮을수록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신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성찰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재구성법(DRM)을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에서 근

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재구성함으로써 근무일상 속 교사들의 정

서경험, 자기평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더불어 교사 자기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교사의 근무일상 속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보육교사의 생활환경인 근무일상 맥락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

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근무일상 중 보육교사

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근무의 질과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일상재구성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일상, 정서경험,

자기평가

학 번 : 2015-2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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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일(강문숙, 2015)을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 이들은 하루 종일 영유아를 보호함과 동

시에 보육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학

부모와 소통하는 등 매우 복합적이고 많은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는 가정 안의 책임이었던 자녀양육

을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

고(조미현, 김현수, 2015),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전 연령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점점 증가하였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어린이

집에 머물게 되었다. 즉, 영유아의 삶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은 가정에

버금가는 주요 생활환경이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의 일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의 생활을 차

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한다.

이렇듯 보육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연승, 조미나, 200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기는 성장의 기초적인 형성기로서 전반적인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

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영유아가 하루 오랜 시간을 지내는

어린이집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적절한 도움을 주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영유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관

으로서 어린이집을 주목하며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강경

희, 이대균, 2011; 이경미, 이기숙, 2009),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정서는

어떠한지(이혜영, 권민균, 2012; 최미진, 유희정, 2013), 어떤 또래관계를

형성하는지(김균희, 이완정, 2006; 정선욱, 2006)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발달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보육교사에게 보호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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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며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성인으로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삶의 질

이 향상되어야 하며, 보육교사 자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기본적인 안

녕감(well-being)이 보장되어야 한다(이채호, 고태순, 2008).

보육교사의 삶인 근무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지내는 시

간 동안 그들이 어떤 직무를 경험을 하고, 어떤 기분으로 생활하는지, 교

사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보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들의 일상에 대해

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보육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직무스트레스(조성연, 구현아, 2005) 또는

영유아 또는 학부모와의 상호작용(김현지, 나동진, 2006; 윤기영, 박상님,

2000), 교사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신애선, 김영실, 2016) 등과 같이 보

육 서비스를 수혜받는 영유아 또는 학부모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

다. 또한 이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 또는 관찰 척도를 통해 한정된 자료

만을 수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상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근무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을 실제로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일상을 그들

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이

해한다는 것은 추후 진행될 교사 관련 연구 또는 그들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가치 있고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언제, 누구

와,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근무일상을 파악하

고자 한다.

보육교사들은 근무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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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정서경험은 개인의 내적인 심리 상태이며 외부환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주변의 외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Kitayama, & Markus, 1994), 지속적으로 누적

되어 개인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김정현, 2009). 따라서 보

육교사가 근무일상 중에 경험하는 정서는 교사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며(신현정, 신동주, 김승옥, 2016) 나아가 직무를 대하는 태도에 적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의 마

음이 편해야 아이들 또한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미,

2005).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사 개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경험에 대한 연

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근무일상 속에서의 직무경험을 통해 그 경험에 대

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해 성찰한다. 이와 같은 자기평가 과정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이다. 교사의 자질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지만, 현장에서

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해간

다(염지숙, 2011). 따라서 자기평가를 통해 ‘나는 오늘 교사로서 어떠했는

가?’ 의 질문을 반복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해 나갈 수 있고 반성적 사고의 결과

를 반영(박선미, 정지현, 2010)하여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최은자, 2014) 형식

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근무일상 중 지속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들은 교사로서 스스로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 근무일상과 정서경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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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직장어린

이집의 경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로자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

켜야하는 입장에 처해있으므로 운영시간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송경섭, 2006).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등 하원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등 하원 시간이 대체로 일관적이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속적으로 긴 시간 근무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이

들은 다른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같은 직장 내의 학부모 집단(서혜정,이

현희, & 배지희, 2017) 및 회사 관리자와 같이 근무 중 소통하는 인적

변인이 특수하며 이에 따른 직무의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송경

섭, 2006)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일상생활과 직무현황에 관해 연구

하기 적합한 방법인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 Method)를 통해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4)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상재구성법은 연구참여자나 집단이 경험한 자

세한 기술 측정치를 얻을 수 있고, 특정 일화에 대한 정서경험 상황을

정확하게 도출(장재윤, 유경, 서은국, & 최은철, 2007)하는 데 매우 적절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일상

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

와 함께하는지와 더불어 어떤 정서경험을 하는지, 하루를 마친 후 교사

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들이 경험하는 근무일상과 정서

경험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삶인 근무일상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자세히 탐색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근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을 모색하여 그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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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근무특성, 정서경험과 자기평가 그리고 일상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문

제를 도출해낼 것이다.

1. 보육교사의 생태순간연구

1) 생태순간연구의 개념

생태순간평가(EMA: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는 전자기술

의 발달로 인해 발전을 이룬 과학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현대적 일기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장승민, 2012).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자필일기

법은 연구참여자의 일상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참여자가 자

신이 하루 혹은 몇 시간 동안 경험한 일상에 대해 자필로 기록을 해야

한다. 이는 실험이나 회상을 통해 얻기 어려운 일상적인 심리나 행동적

인 경험의 변화를 수집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Bolger, Davis, & Rafaeli, 2003).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일기법은 수

집된 자료의 신뢰성의 한계로 인해 폭넓은 연구에 적용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전자기기 및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진보와 통계기법의 발전

으로 인해 일기법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 일기법

으로 불리는 생태순간평가(EMA)는 무선호출기, 개인단말기(PDA)를 비

롯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를 통해 신호를 받은 후 연구참여자에게 현

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생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낮은 회상편중이라는 일기법 연

구의 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응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

다(shiffman, stone, & Hufford, 2008). 따라서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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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과 가능성을 새롭게 주목받으며 여러 행동과학 및 심리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선택된 시간에 전달받은 신호에

의해 개인의 일상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경험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방법이 등장하였다. 경험표집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 변화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Schimmack & Diener,

1997). 그러나 이 방법은 임의의 시간에 신호를 받아 기록해야하므로, 신

호가 울리면 연구참여자는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기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이라는 일기법이 개발되었다(Kahneman et al,

2004). 이는 경험표집법(ESM)과 시간대별 일기(time diary)를 결합한 연

구방법이다. 일상재구성법은 연구자가 전날의 일과를 떠올리며 중요한

일화들을 시간에 따라 목록으로 기록한 후 사건이 벌어진 장소, 함께 있

던 사람, 활동내용 및 그 때 경험한 정서 상태 등을 각 일화별로 평가하

는 방식이다(장승민, 2011). 일상재구성법은 시간에 따라 배열한 일화를

통해 전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생태순간평가(EMA)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경험과 행동,

심리적인 맥락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 같은 물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여러 개인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관찰값을 토대

로 개인의 심리적 행동과 경험의 역동적 과정(장승민, 2011)과 더불어 행

동과 경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육교사 대상의 생태순간연구 적용

생태순간연구가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적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현대적 일기법을 적용한

연구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승민, 2012).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경험표집법(ESM)을 활용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모지연(2010)은 유아

교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플로우와 정서를 분석하고, 그들의 주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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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주요 주변인물, 경험에 따른 긍정적 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처음으로 생태순간연구법을 적용하였

다는 의의를 갖는다(백지희, 2016). 이어서 백지희(2016)는 경험표집법을

활용하여 예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을 통하여 경험하는 주된 활동과 직무

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서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에 따라 정서

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주목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순간평가는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

니라, 직무에 따른 정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들의 경험을 보다 자

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하여 보육교사

의 근무일상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

는 그들의 근무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보육교사 근무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2. 보육교사의 근무 특성

1)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역할이란,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대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을 뜻한다. 즉, 한 제도 안에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에 요

구하는 규범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Getzels,

Csikszentmihalyi, 1968). 따라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보육기관에서 교사

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각과 행동 및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조혜선, 박은혜, 2009).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위탁을 받아 영유아

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보육교사에게 부모의

기능에만 한정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보육교사로서의 역할(role)은

매우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보호기능 중심에서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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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변화함에 따라(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1), 보

육교사는 보호자나 양육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

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5세 유아까지 넓은 범위의 연

령을 보육해야 하므로 교사는 발달적 특성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기연구를 진행한 Katz와 Lilian(1995)는 보

육교사의 역할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성모델

(maternal model), 교수모델(instructional model), 치료모델(therapeutic

model)로 구분하였다. 모성모델은 영유아의 욕구를 지원하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교수모델은 지식과 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영유아들이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

을 둔다. 마지막으로 치료모델은 영유아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그들의 내적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중점

을 둔다. 하지만 모성모델은 과거만큼 지지되지 않으며, 점점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박복매, 2011).

Spodek와 Bermard(1985)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양육역할(nurtural

role), 교수역할(instructional role), 관계역할(relational role)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관계역할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들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

럼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기연구(Kats et al 1995; Spodek et al,

1985)에서는 양육의 역할, 교수의 역할, 치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

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육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이는 교사의 역할

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는 크게 양육자와 교육자의 역할로 나누어 이해되던 보육교사의

역할이 양육대행자, 교수자,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자(이미정, 김진

선, 송승민, 이시라, 이희선, 2009), 더 나아가 중재자 및 연구자(정정란,

2013) 등으로 확장되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지

닌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장시간 생활하게 되면서 이를 충족시킬만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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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보육교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인 자

질이 요구된다. 전문가로서 교사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

과 기술을 지녀야 하며, 또한 양육자의 역할과 동시에 전문적 보육교사

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한다. 게다가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하루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따라

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친밀하고, 애정이 있는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전문적 자질 뿐만 아

니라 인성적 자질 역시 보육교사가 필수로 지녀야 할 능력이다.

교사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교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정정란, 2013). 또한 보육교사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실제 직무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보육교사의 책임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역할과 책임이 확장됨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직무 또한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그러므로 실제 보

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며 어떤

직무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육교사의 직무

직무는 어떤 직업에 부과된 일로,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집합체이다

(안인자, 2003).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점점 확장됨에 따라 그들이 실제

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 또한 확장되었으며 더불어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직하고,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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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게시되어 있는 보육과정 내

용에 따르면 1.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지닌

다. 2.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

다.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4.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5.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6.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와 같은 목

표를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

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법제처,

2017). 따라서 위와 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은 다양한 보

육관련 직무와 운영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육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훨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어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직무는 7개의 영역과 55개의

직무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보육교사의 직무는 10개의 영역에 직무내

용은 146개라고 밝혔다(김이경, 한만길, 박영숙, 홍영란, 백선희, 2005).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생활하면서 보육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받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송경섭,

2006).

보육교사의 직무분석과 관련하여 김은영, 박은혜(2006)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 영역은 교수학습 실제,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신장, 영유아보호 관련업무, 학부모 관련업무, 행사관련 업무, 사

무관련 업무, 시설설비 관련 업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강문숙(2008)의 연구에서도 위와 공통된 직무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각 영역의 세부 활동들을 밝히며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현장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과다한

직무들은 보육교사 본연의 직무인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

으며, 보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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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UM(Developing A Curriculum)방법을 활용하여 직무를 분석한 한

연구(정정란, 2013)에서도 보육교사의 직무와 세부내용을 밝히고자 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계획하기, 보육환경구성, 기본생활습관 지도하기,

프로그램 운영하기, 영유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하기, 건강 영양 및 안

전지도하기, 가족교육 및 상담하기, 지역사회 협력하기, 운영 관리하기와

같이 9개의 직무를 추출하였고, 37개의 직무내용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교사들로부터 각 직무에 대한 중요도, 필요성, 수행빈도를 측정하도록 하

여 직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는데, 분석 결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영역이 보육교사의 주요직무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직무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직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수행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직무의 실질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직무 수행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에 따라 세부

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더 나아가

직무의 중요도, 필요도 그리고 수행빈도를 통해 그들의 주요업무를 파악

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보육교사의 회

상과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그들이 영유아와 함께하는 근

무일상 동안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언제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이 때 누구와 주로 상호작용했

는지, 직무를 수행할 때 교사의 기분은 어땠는지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

인 정보를 간과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근무일

상 속에서 실제로 어떤 직무들을 수행하고, 이러한 외적경험들을 통해

그들의 내적경험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특성

보육교사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나 가치관에 따라 강조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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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유형 또는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와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대가 다를 것이다. 교

사가 발휘하는 여러 가지 직무능력은 교사의 직무환경과 관계를 갖는다

(김범준, 2000). 환경은 인간행동변화의 범위를 결정짓고 그에 따른 과정

과 유형을 결정짓는다(서희정, 2016; Lewin, 1939).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은 ‘보육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와 재정적, 정책적, 사회 심리적

근무조건’(서지영, 2000)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변인들을 총칭한다. 이처럼 직무는 직무환경 안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직무환경은 직무수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환경에

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직장보육지원센터, 2017).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자녀양육을 지

원하고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

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장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은 기혼

여성의 직장 선택 및 취업모의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숙희, 2002), 근로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사회적인 측면에도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부모들이 직장에 출퇴근 시 자녀를 맡기고

데려가기 편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일

반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영유아의 부모가 같은 건물 또는 주변에 가깝

게 위치하고(송경섭, 2006), 사업체의 직원들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적 특성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은 직

장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들만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다(정

행숙, 2012).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모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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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료직원으로서 유대감이 강해 잠재적인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다(홍

은경, 백영숙, 김성숙, 2007). 이처럼 사업장의 조직문화에서 형성된 학부

모들의 사고와 태도의 경향성은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대응방

식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직장어린이집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이용하는 근로자들

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운영시간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를 통해 직

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역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길

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특수한 근무특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와 주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한 그들의 정서경험은 어떠한지를 근무일상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3. 보육교사의 정서경험과 자기평가

1) 보육교사의 정서경험 연구의 필요성

‘정서’란 자극에 의해 내적으로 나타나는 기쁨,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심리상태(조경자, 박수진, 송인혜, 김혜리, 2007)로 행동이나 사고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지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정서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독

립적인 것으로 긍정정서가 높다고 해서 부정정서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

다(신현정, 신동주, 김승옥, 2016).

보육교사의 정서는 영유아의 정서능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교사가 온정적으로 행동수록 유아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Kyriacou, 2001). 이처럼 교사의 정

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서를 통해 교사로서의 삶과 의미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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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 직업 문화에 잠재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Zembylas,

2003). 이런 의미에서 장시간 영유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 보육교사의 정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육교사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의 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진행되고 있

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교사의 정서지능을 바탕으로 정서노동

(이선미, 이승미, 2013; 이진화, 이혜원, 유진경, 2010) 또는 정서표현성

(신용은, 2013; 이윤정, 2013)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또한 교사의 정서적 건강이 효과적인 돌봄과 가르침을 위한 기본 조

건이며 보육활동에서 보육교사의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

점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권혜진,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정서를 지속적인 개념으로서 간주하며 모두 정

서의 전반적인 수준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에서

의 정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국한된 정서 상태라기보다 평상시의

일반적인 정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순간’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와

사고에 관해서는 연구를 소홀하였다. 그러나 정서자체가 순간순간의 주

변의 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임을 감안할 때(김정현, 2009), 일

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의 정서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서경험은 외적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이다

(Lazarus, 1991). 정서경험은 심리적 현상이지만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역동적으로 변하며, 계속해서 개인

과 외적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서경험은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 특성의 영향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Suh, Diener & Fujita, 1996). 최근에는

위와 같은 관점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상황의 상호작

용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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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정서를 파악하고 근무일상 속 보육교사의 정서경험에 대해 고찰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사 자기평가의 중요성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이다. 보육의 질은 교사들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

교사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 향상을 위

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교사평가이다(최혜진, 황해익, 2005). 또한 궁극

적으로 영유아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을 위해 교사 평가는 필수적이다(한경수, 정태범, 유현숙, 서정화, 1998).

교사평가의 목적은 단지 행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보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평가 과정이나 결과를 통한

격려와 비판이 교사의 자기조절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임승렬, 2000).

교사평가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자기평가, 동료나 관찰자의

평가, 시험, 영유아의 수행능력, 전문가의 참관 또는 학부모 조사 등이

있다(이은해, 1995; 황해익, 2004; 김정환, 2003). 이와 같은 평가방법들

중, 자기평가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평가는

일정한 평가양식을 통해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스스로의 수행

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다음 보육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다(황해익, 2004).

자기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교사평가의 대

상이 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김창복, 2000). 즉, 교사가 자기 스스로 성

찰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는다. Brington(1965)은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자기평가

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을 때, 교사는

자신의 활동을 개선시킬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Airasian과

Gullickson(1994)은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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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reflective) 경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교사 자신의 지식과 경험

에 대한 반성적․비판적 활동이 자기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임승렬, 2001; 황해익, 최혜진, 김남희, 2003). 자기평가의 유형

에 따른 특징을 분석한 최은자(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는 교사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기평가를 위

해서 자신의 근무활동에 대해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평가

양식을 통해 스스로 반성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을

알 수 있다(이종현, 2004).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교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직

무수행 활동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

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근무일상 속

직무경험과 정서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과 더불어

자기평가 척도를 통해 자신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더불어 평가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자질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3) 정서경험과 자기평가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자기평가의 결과를 학력, 경력, 연령과 같이 개인변인 또

는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최혜진, 황해익,

2005). 이들은 개인변인 및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사 자기평가 결과

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의 내적인 특징에 따

른 자기평가 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한 개인에게 경험되는 특정 정서는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Lazarus, 1991),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정서경험에 기초하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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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미래에 기대하는 바를 결정한다(김경희, 2011). 또

한 교사 개인마다 외적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다양한 내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변인들로 인한 자기평가 결과에 차

이가 있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랜 시간 영유아와 함께 근무하는 보육교

사의 외적경험과 내적경험을 함께 고려한 자기평가 관련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높은 자질을

통해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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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일상재구

성법(DRM)을 활용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근무일상을 탐색하고, 근무일상

에 따른 교사들의 정서경험과 자기평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근무일상과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 근

무일상과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은 어떠한가?

1-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어떠한가?

1-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경험하는 직무영역의

빈도는 어떠한가?

1-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함께하는 대상의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은 어떠한가?

2-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정서경험은 어떠

한가?

2-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시간에 따른 정서경험은

어떠한가?

2-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험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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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자기평가 수준은

어떠한가?

3-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자기평가 수준은

어떠한가?

3-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시간에 따른 자기평가 수

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은 자기평가

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은 자기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근무일상, 근무시간, 직무영역, 함께

하는 대상, 정서경험, 자기평가이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관련 선행 연구

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1) 근무일상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재구성하는 일상은 근무시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근무일상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참고(보건복지부, 2015)

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5시간에 해당된다. 15시간의 근무

일상은 직장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고려하고, 관련 선행연구(한경혜,

2011)를 참고하여 3시간 간격으로 나눈 5개의 시간대(오전 7시~오전 10

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1시~오후 4시, 오후 4시~오후 7시, 오후 7

시~오후 10시) 일화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 데이터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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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근무를 하였으며, 5개의 시간대에 대하여 언제, 어떤 직무영역을,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를 의미한다.

2) 근무시간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실태를 확인하기 위

해 정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하였다. 정규 근무시간은 교사

들이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 근

무시간과 관계없이 연구참여자인 보육교사가 실제 어린이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온 시간을 의미한다(이정미, 2010). 본 연구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출·퇴근 시각을 시간으로 환

산하여 사용하였다.

3) 직무영역

직무영역은 보육교사의 직무 관련 선행연구들(강문숙, 2008; 김은영,

2006; 보건복지부, 2012)을 참고로 하여 교수학습 준비, 교수학습 실제,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신장, 유아보호 관련 업무, 학부모 관련 업무, 행

사 관련 업무, 사무 관련 업무, 시설설비 관련 업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인 업무인 총 10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직무영역에 해당하는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준비: 교육계획, 교재교구준비, 환경구성, 수업준비, 수업협의

(2) 교수학습 실제: 등·하원지도, 놀이지도, 생활지도, 상호작용, 활동운영

(3) 교수학습 평가: 유아평가, 수업(교사평가), 교육/보육과정 평가

(4) 전문성 신장: 연수, 연구, 장학, 전문가로서의 책무

(5) 유아보호 관련 업무: 건강, 청결, 안전

(6) 학부모 관련 업무: 부모와의 연계,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

(7) 행사 관련 업무: 행사 준비, 행사 진행, 행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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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 관련 업무: 문서작성 및 관리, 사무관리, 물품관리, 운영관리

(9) 시설설비 관련 업무: 시설관리, 기자재관리

(10)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 대인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4) 함께하는 대상

함께하는 대상은 연구참여자가 근무시간 동안 강하게 기억에 남는 근

무일화에서 주로 상호작용했던 대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

사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동료교사, 학부모, 교사 단독 그리고 기

타 대상 총 5가지의 대상을 포함한다.

5) 정서경험

정서경험이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일상 내에서 특정 정서를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를 의미한다. 정서경험은 근무일상 중 나타나는 모

든 일화(시간대별 장면)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Kaneman 등(2004)

이 일상재구성법 연구에서 사용한 10개의 정서 관련 형용사를 정서경험

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일상재구성법 연구(박정열, 2015;

장미나, 2010; 장재윤, 2007)들도 Kane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를 참

고하여 정서경험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정서경험은 10가

지의 상이한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 10가지의 정서 상태는 구체적으로

유능한/자신 있는, 지루한, 행복한, 긴장한/스트레스 받는, 흥미로운/열중

하는, 우울한/울적한, 편안한/이완된, 짜증나는/화가 나는, 애정이 있는/우

호적인, 피곤한 이다. 각각의 정서는 0점(전혀 못 느꼈다)부터 6점(매우

강하게 느꼈다)까지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된다. 어떤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서의 하위 차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두 개의 독립된 차원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

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내적경험인 정서를 비교하였다(김정현, 2009;

Alea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경험한 10가지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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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크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그 날 하루 전체에 대한 긍정/부정정서는 교사가 재구성한 5개의 근무일

화에 해당하는 긍정/부정정서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일화의 수로 나누어

평균 낸 값을 의미한다.

(1) 긍정적 정서: 유능한/자신 있는, 행복한, 흥미로운/열중하는,

편안한/이완된, 애정이 있는/우호적인

(2) 부정적 정서: 지루한, 긴장한/스트레스받는, 우울한/울적한,

짜증 나는/화가 나는, 피곤한

6)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연구참여자가 퇴근 후 그날 하루의 일상재구성 설문지를

통해 근무일상을 재구성한 뒤, 그 날 하루에 대해 성찰하며 교사로서 자

신의 자질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의 자

기평가는 크게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의 2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1) 개인적 자질: 인성적 특성

2)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 교수기술, 교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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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참여

자의 선정, 자료수집방법, 연구도구의 구성과 내용, 연구절차 및 자료 분

석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의 승인을 받고(IRB No. 1705/003-004), 승인된 연구절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살펴보

고, 근무일상 속 교사의 정서경험과 자기평가를 파악한 후 그들의 관계

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서

울, 경기 소재 10개의 직장어린이집 근무 중인 만 3, 4, 5세 유아반 담임

교사 5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보육교사 중 유아반 교사만을 유

의표집한 이유는 어린이집의 영아반과 유아반의 하루일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3차 평가인증지표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

중 일과운영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에 따르면 영유

아의 연령에 따른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하루 일과에 적절

히 분배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바깥놀이

운영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의 지침 시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의 하루 일과 구성이 달

라져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근무일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더불어 유아반 교사는 영아반 교사에 비해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교수기술, 교직태도와 같은 전문적 자질이 더 요구되므로

자기평가 과정은 유아반 교사에게 더욱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 한

정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Ⅳ-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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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소 최대 평균

연령 23 36 28.27

근무 경력(개월) 4 94 51.27

변수 구분 n(%)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졸업 1(2)

4년제 대학졸업 41(80.4)

대학원 석사 이상 9(17.6)

담당

연령

만 3세 14(27.5)

만 4세 4(7.8)

만 5세 10(19.6)

유아혼합(3,4세/4,5세) 23(45.1)

사의 연령은 최소 23세에서 최대 36세로 평균 28.27세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력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4개월로, 평균 51.27개월

(약 4년 4개월) 근무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2-3년제 대학졸

업(2%), 4년제 대학졸업(80.4%), 대학원 석사 이상(17.6%)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은 연령으로는 만 3세(27.5%), 만 4세(7.8%), 만

5세(19.6%), 유아혼합(45.1%)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혼합

연령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2015년에 시행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직장어린이집 표본 중 50.7%인 133개의 어린이집에서 평균 1.3개의

혼합연령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이와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의 유아반 역시 연령이 혼합된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Ⅳ-1> 연구참여자 교사의 일반적 특성 (N=51)

연구참여자가 근무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은 <표Ⅳ-2>와 같다. 어

린이집의 운영시작시간은 오전 7시30분(66.7%), 오전 8시(9.8%), 오전 8

시 30분(23.5%)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에 보육을 시작하고 있었다. 운영종료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9시

(74.5%), 오후 9시 30분(7.8%), 오후 10시(17.6%)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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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보육을 운영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근무 중인 직장어린이집

의 총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최소 12시간, 최대 14.5시간으로 평균 13.45

시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시행한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의 문 여는 시각과 문 닫는 시각 그리고 평일

운영시간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7시

34분에 문을 열고 20시 1분에 문을 닫는다. 또한 하루 평균 12시간 27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시간이 긴 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직장어

린이집은 약 1시간 11분 더 오래 시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은 같은 건물 내(54.9%) 위치

해 있거나 부모 직장 근교의 다른 건물(45.1%)에 위치하였다. 운영형태

에 대해서는 보육전문기관위탁(90.2%), 기업 자체 직영(9.8%)으로 대부

분의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3항과 4항에 근거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사업

장 직영 혹은 개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2015년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역시 위탁경영(78.3%)이 사업장직

영(21.7%)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 연구참여자 근무 직장어린이집의 특성(N=51)

변수 구분 n(%)

운영시작

오전 7시 30분 34(66.7)

오전 8시 5(9.8)
오전 8시 30분 12(23.5)

운영종료

오후 9시 38(74.5)

오후 9시 30분 4(7.8)
오후 10시 9(17.6)

위치

(부모 직장 기준)

같은 건물 내 28(54.9)

근처 다른 건물 23(45.1)

운영형태
보육기업 위탁 46(90.2)

기업 직영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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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EMA: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Stone & Shiffman, 1994) 중 일상재구성법(DRM: Day Reconstruction

Method)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생태순간평가(EMA)는 연구참여자가 일

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기간 내에 어떤 경험을 한 순간 또는 어떤

경험 이후 가까운 시간 내에 자기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현재 경험과 행동들을 실제 환경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반

복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회상편중 및 기억왜곡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

다. 또한 이는 연구결과의 생태적인 타당성을 높이고, 기록되는 경험과

행동을 시간과 맥락에 따라 탐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자기보고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응답자의 삶을 잘

대표하는 신뢰할만한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석만,

2008; 장승민, 2012). 생태순간평가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경험

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과 일상재구성법(DRM)이다.

경험표집법은 하루에 여러 번 신호를 받는 즉시 응답해야하는데 이는 대

부분의 시간을 유아와 함께 보내는 보육교사의 일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성과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9시에 신호를 일괄 발송

하는 일상재구성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은 Kahneman 등(2004)이 개발한 자료수집절차로 정서적

경험과 시간사용에 대해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경험표

집법(ESM)과 시간대별 일기(time diary)를 결합한 연구방법이다. 일상재

구성법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어

제’ 하루 종일의 일화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재구성한 후, 각 일화에 대해

그때의 경험이나 기분 등을 정확하게 그려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루 전 일이라도 기억에 남지 않은 사건이 누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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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재윤,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보육교사가 퇴근

후 그 당일인 ‘오늘’ 하루의 일을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하루 전날 일상에

대한 응답 회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연구참여자인 보육교사가 퇴근 후 스마트 폰에 전

송된 온라인설문지 url을 클릭하여 ‘오늘’ 하루를 재구성하는 경험을 평

일 5일간 반복함으로써 수집된다. 온라인 설문지는 google 설문지 폼을

통해 구성되었다. 교사는 ‘오늘’ 하루의 재구성을 위해 그 날의 근무시간

(오전7시~오후10시)동안 3시간 간격으로 나뉜 5개의 시간대(오전7시~10

시/ 오전10시~오후1시/ 오후1시~오후4시/ 오후4시~오후7시/ 오후7시~오

후10시)에 대한 근무일화를 각각 재구성하고(어떤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

였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기분은 어떠했는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교

사로서의 자기평가 31문항을 응답하도록 안내받았다. 또한 응답은 원칙

적으로 신호를 받은 당일 안에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응답한 설문

지는 바로 연구자의 google 데이터베이스에 응답시간과 함께 익명으로

저장되었다.

2) 연구도구

(1) 일상재구성 질문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직무영역, 함께하는 대상, 정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일상재구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일상재구성 질

문지는 Kahneman과 동료들(2004)이 개발하고, 김미진(2015), 박정열

(2015), 장재윤(2007) 등이 한국에서 재구성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

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재구성 질문지는 <그림Ⅳ-1>와 같이 구조화된 온라

인 질문지 형태로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온라인 질문지를 전송받은

연구참여자는 먼저 오늘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작성한 후, 하

루 5개의 시간대마다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일화를 떠올리며 그

날의 근무일상을 재구성하였다. 즉, 그 시간대에 어떤 영역의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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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5개 시간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직무영역은 ①교수학습 준비 ②교수학습 실제 ③교수학습 평가 ④전문

성 신장 ⑤유아보호 관련 업무 ⑥학부모 관련 업무 ⑦행사 관련 업무 ⑧

사무관련 업무 ⑨시설 설비 관련 업무 ⑩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로

10개의 직무영역 중 떠오르는 일화에 해당하는 직무영역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또한 ⑪해당 없음(출근 전/퇴근 후)의 선택사항을 추가하여 응답

하는 시간대에 연구참여자가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일 경우 체크할 수 있

도록 하여 근무일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함께하는 대상은 ①유아 ②동료교사 ③학부모 ④교사 단독 ⑤

기타 5개의 대상 중 그 시간대 일화에서 가장 많이 상호작용 한 대상을

체크해야 한다.

정서경험은 10개의 상이한 정서(유능한/자신 있는, 지루한, 행복한, 긴

장한/스트레스 받는, 흥미로운/열중하는, 우울한/울적한, 편안한/이완된,

짜증나는/화가 나는, 애정이 있는/우호적인, 피곤한)로 각 정서에 대해 0

점(전혀 못 느꼈다)부터 6점(매우 강하게 느꼈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정서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

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선행연구(Hektner et al.,

2006)를 바탕으로 하위정서를 합산하여 크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나

누어 살펴보고 있다(오미영, 2014; 김정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서경험 10문항을 크게 긍정정서, 부정정서 요

인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Ⅳ-3>에 제시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주성분추출법(Principal Components)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

멕스(Varimax)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는 .846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p=.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

다.(Tabachnick & Fidell, 2001). 따라서 스크리도표와 요인의 해석 가능

성을 고려하여 전체 변량의 70%를 설명하는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부하량 .70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분류하였다. 2개의 요인은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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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Factor1
(긍정정서)

Factor2
(부정정서)

Cronbach
Alpha

정서3(행복한) .896 -.079

.895

정서5(흥미로운) .876 .020

정서9(애정이 있는) .856 -.007

정서1(자신 있는) .827 -.034

정서7(편안한) .741 .005

정서6(우울한) .023 .883

.891

정서8(짜증나는) -.029 .872

정서4(긴장한) .021 .835

정서2(지루한) -.102 .822

정서10(피곤한) -.003 .760

Kaiser-Mat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846

Bartlet's Test of Sphericity

근사 카이제곱 7102.063

자유도 45

유의확률(p) .000

문항을 바탕으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명명하였으며, 2개의 요인의

신뢰계수는 .895와 .89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응답한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수준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 z점수화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준화 과정은 정서에 대한 편파적

인 반응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z점수는 하루 평균 정서 상태에

서 나타나는 교사의 개인차를 통제함으로써 맥락에 따른 정서상태의 차

이가 의미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표Ⅳ-3> 정서경험 10문항의 요인분석

(2) 자기평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 자질에

관한 설문지 31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평가 설문지는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교

사와 부모의 인식을 연구한 신화연(2014)이 전상희(2012)와 한수진(2001)

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교사자질평가 설문지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교사 자질에 대한 설문지는 크게 개인적 자질

9문항과 전문적 자질 22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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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척도 문항 구성 및 내용(문항 수) Cronbach's α

개인적 자질
(9문항)

인성적 특성
(9문항)

유아에 대한 사랑

.873

성실성

정서적 안정

친밀감 형성

원만한 인간관계

공정성

자제력

일관성

봉사성

전문적 자질
(21문항)

전문적 지식
(9문항)

부모참여 기술

.862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 능력
유아정서 발달에 대한 지식

수업계획

교수기술
(9문항)

교육과정 구성

.869

프로그램 적용

유아평가

동기유발

지역사회 활용

교육매체 활용

의사소통 기술

융통성

언어사용 능력

교직태도
(4문항)

열의

.803
사명감

유아에 대한 이해

전문성 함양

전체(31문항) .950

으로는 ①인성적 특성 ②교직에 대한 태도 ③교사의 전문성 ④교육기술

관련 문항으로 나뉜다. 기존의 설문지의 문항은 ‘~하는 교사’로 제시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맞게 문항을 ‘~하였다.’와 같이 과거형 문장

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오늘’을 회상한 후 교사로서 자

기 자질에 대해 성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문항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성찰했음을 의미한다. 자기평가

척도의 세부내용과 신뢰도는 <표Ⅳ-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문항 신

뢰계수는 .950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Ⅳ-4> 자기평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내용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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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연구참여자들이 5일간 실제 전송받은 온라인 설문지>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 및 측정도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적합한 연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두 번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

비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수집방법을 수정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2차 예비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 및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도구

및 연구 설계를 최종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1) 예비조사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일상재구성 질문지의 구성과 실행이 연구참여자

의 실제 참여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1차 예비조사는 2017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5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1차 예비조사는 5일간의 일상재구성 설문지를 서류봉투에 동봉하

여 서면으로 배부하고 5일치의 기록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회수하는 방

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교사가 퇴근 후 5일간 자필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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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점, 교사가 실제 설문지를 기록하는 시간에 대

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 우려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설문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응답 데이터 상에 기록이 남는 온라인 설문지

로 자료수집방법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방법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기도의 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유

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차 예비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5명이

었으며, 이들은 본 조사에 실시될 방법과 동일하게 스마트 폰을 통해 평

일 오후 9시에 반복적으로 설문지 url을 전송받고, 그 날 근무일상에 대

해 응답하였다. 5일 동안 예비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 반복 참여,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 이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참여하기 적합하도록 설문지

의 응답 절차와 설문지 구성을 수정하였고, 본 조사에서 연구참여자들에

게 연구 참여방법에 대해 설명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2차 예비조

사 참여자들의 응답은 전체 조사 결과에 포함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의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46명의 유아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일상재구성법(DRM) 조사 실시에 앞서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

상으로 면대면 또는 이메일 면담을 실시하여 참여 동의를 얻었으며, 연

구의 목적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참여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

다. 연구 참여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와 참여자가 직접 전화통

화를 하기도 하였다. 연구 일정은 참여자들의 일정 및 여름휴가 기간, 근

무하는 어린이집의 행사를 고려하여 참여자들 스스로 5일간 설문지 전송

받을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상재구성법은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회기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오후 9시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설문지 url을 발송하였다. 참여자는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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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참여자 수 기간 신호 시간

예비 5 07.17 - 07.21 월- 금 (5일 간) 오후 21: 00

1 29 07.24 - 07.28 월- 금 (5일 간) 오후 21: 00
2 8 07.31 - 08.04 월- 금 (5일 간) 오후 21: 00

3 9 08.07 - 08.12 월- 금 (5일 간) 오후 21: 00

하여 설문지를 받은 날 당일 이내에 그날 하루를 회상하고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Ⅳ-5> 회기별 참여자 수 및 신호시간

4. 자료분석

1) 데이터의 분류와 기준

(1) 데이터 허용기준

생태순간평가(EMA)를 위해서는 호출을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응답시간

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집된 데

이터를 분석 자료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

혜, 2014).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종

료시간이 대부분 9시 또는 그 이후임을 고려하여 오후 9시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그 당일에 응답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과

정에서 몇몇의 보육교사가 12시 이후에 퇴근을 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후 9시 이전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

사의 컨디션 또는 근무 시간에 따라 응답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기 전, 오전 시간 안에 제출된 데이터까

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 34 -

(2) 수집된 데이터의 분류

① 시간에 따른 분류

연구참여자가 조사에 참여하는 기간은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이루어진다. 하루는 근무시간에 한정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

시까지로 총 15시간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일상재구성법은 하루 15시간

을 3시간 간격으로 5개 시간대로 나누어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

이터는 요일에 따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분류하였

으며, 하루 5개의 시간대는 7시~10시, 10시~13시, 13시~16시, 16시~19시,

19시~22시로 분류하여 각 시간대에 따른 응답(어떤 영역의 직무를 수행

하였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정서경험은 어떠했는지)을 하나의 일화로 설

정하였다. 따라서 한 명의 교사는 하루에 5개의 일화를 기록하게 되고,

일화는 설정된 시간대에 따라 분류하였다.

② 직무영역에 따른 분류

본 연구의 근무일화는 보육교사의 직무영역에 따라 1. 교수학습 준비

2 교수학습 실제 3. 교수학습 평가 4. 전문성신장 5. 영유아보호관련 업

무 6. 학부모관련 업무 7. 행사관련 업무 8. 사무관련 업무 9. 시설설비관

련 업무 10.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로, 총 10개의 직무영역으로 구분

된다.

③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분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중 함께하는 대상인 1.유아 2. 동료

교사 3. 학부모 4. 단독 5. 기타(원장님, 관찰자, 회사 관계자, 조리사, 영

양사, 간호사와 같은 기타 교직원) 총 5개의 대상에 따라 데이터가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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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단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수준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응답수준(response-level)이며 두 번째는 개인수

준(personal-level)이다. 응답수준이 분석단위가 된다는 것은 51명의 교사

가 분석의 단위인 것이 아니라 51명의 교사가 5일의 참여기간 동안 하루

5개의 일화에 대해 기록한 응답이 분석 단위가 되는 것이다. 즉, 1275개

의 일화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호

를 받은 후 다음날 오전까지 제출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전, 퇴근 후에 해당되는 일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보고한 1163개 일화가 응답수준으로서 분석의 대

상이 된다. 두 번째 분석의 단위는 개인수준이다. 개인수준은 일상재구성

지의 일화 하나가 분석의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5일 동안 반

복 응답 한 결과들이 하나의 개인 수준의 응답치로 누적되어 나타난 결

과를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의 단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및 근무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

터를 탐색하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 최

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을 파악하였다. 이 때, 자료분석의 단위는 개

인수준이다.

둘째, 연구참여자인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그리고 근무일상에 따른 정

서경험과 자기평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료분석의 단위는 개인수준과 응답수준이다. 전반적

인 정서경험과 자기평가 수준을 살펴볼 때는 개인수준으로 데이터를 분

석하였으며 근무시간, 직무영역, 함께하는 대상에 따라 분석할 때는 응답

수준의 단위를 사용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 그리고 자기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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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7 -

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

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자의 해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

째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근무시간 동안 경험하는 직

무영역, 함께하는 대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근무일상을 파악할 것이

다.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의 근무일상에 나타난 전반적인 정서경험 수준

을 파악하고 이어서 근무시간, 직무영역의 종류,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경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

사의 근무일상에 나타난 전반적인 자기평가 수준을 파악한 후, 요일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일상, 정서경험과 자기평가가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

로 근무일상과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연구문제 1)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들의 정규 근

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하였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 근무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Ⅴ-1>과

같다. 교사들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시간은 하루

1시간(66.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시간(21.6%)이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2분으로 나타

났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

함한 9시간으로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법정 근무시간에 연구참여자가 응

답한 시간 외 근무시간을 더해 정규 근무시간을 산출하였다. 즉, 본 연구

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10시간 12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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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평균 정규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시간

(당직시간)

30분 4(7.8)

1시간 12분 10시간 12분
1시간 34(66.7)

1시간 30분 2(3.9)
2시간 11(2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9시

간 54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그보다 18분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응답한 실제 근무시간과

정규 근무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이 5일간 기록한 근무시간

은 <표Ⅴ-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교사들은

실제 하루 평균 11시간 52분 근무하고 있었다. 즉 <그림Ⅴ-1>에서와 같

이 교사들이 수당을 받으며 근무한다고 응답한 정규 근무시간에 비해 실

제 근무는 1시간 40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요일에 따라 살펴보면 수요일에 평균 12시간 3분으로 가장 오랜 시

간 근무하였고, 이날 최대 근무시간은 17시간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생활문화를 탐구한 송경섭(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

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11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영유

아들이 모두 하원하고 난 후부터 청소 및 수업준비를 시작한다는 실태를

밝힌 바 있다.

<표Ⅴ-1> 시간 외 근무시간과 정규 근무시간(N=51)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므로, 연구참여자

가 응답한 하루 평균 시간 외 근무시간인 1시간 12분을 더한 10시간 12분을 정규 근

무시간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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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일 최소 최대 평균

실제근무시간

월 9시간 14시간 50분 11시간 16분
화 9시간 14시간 16분 11시간 10분

수 9시간 17시간 12시간 3분
목 9시간 15시간 11시간 22분

금 9시간 30분 11시간 45분 11시간 45분
전체 11시간 52분

<표Ⅴ-2> 실제 근무시간(N=51)

<그림Ⅴ-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5

일간 경험한 직무영역을 응답수준 단위로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3>

과 같다. 교사들은 근무시간동안 10가지 직무영역을 교수학습 실제

(40.2%), 영유아보호(18.1%), 교수학습 준비(15%), 사무업무(10.9%), 교수

학습 평가(15.0%), 학부모업무(4.9%), 행사업무(4.9%), 전문성신장(1.6%),

시설설비업무(0.7%),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0.6%) 순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즉,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 중 가장 많이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은 교수학습 실제, 영유아보호, 교수학습 준비, 사무업무 4가지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수행정도가 높은 직무영역이

영유아보호, 행사업무, 교수학습 실제, 교수학습 준비라고 밝힌 선행연구

(강문숙, 2008)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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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영역
빈도(%)

5일간

교수학습 준비 174(15.0)

교수학습 실제 467(40.2)

교수학습 평가 61(5.2)

전문성신장 19(1.6)

영유아보호 211(18.1)

학부모업무 57(4.9)

행사업무 32(2.8)

사무업무 127(10.9)

시설설비업무 8(0.7)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 7(0.6)

<표Ⅴ-3> 근무 중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N=1163)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요일에 따라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을 요

일별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4>와 같다. 교사들은

요일마다 순서는 다르지만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영역이 교수학

습 실제, 영유아보호, 교수학습 준비, 사무업무의 4개 영역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은 다른 요일에 비해 월요일에 교수학습 준비(11.5%)보

다 사무업무(11.9%)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요일 직

무영역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다른 요일에 비해 금요

일에 사무업무(8.7%)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교수학습 준비(15.7%) 영역

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요일에는 교사들

이 사무업무보다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근무시간을 사용

하고, 월요일에는 지난주 서류와 함께 이번 주 서류 업무를 함께 수행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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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4> 요일에 따른 직무영역(N=1163)

빈도(%)

직무영역 월 화 수 목 금

교수학습준비 26(11.5) 40(17.1) 37(15.6) 35(15.0) 36(15.7)

교수학습실제 98(43.2) 87(37.2) 88(37.1) 99(42.3) 95(41.3)

교수학습평가 14(6.2) 12(5.1) 10(4.2) 19(8.1) 6(2.6)

전문성신장 2(0.9) 5(2.1) 6(2.5) 4(1.7) 2(0.9)

영유아보호 47(20.7) 42(17.9) 46(19.4) 29(12.4) 47(20.4)

학부모업무 9(4.0) 17(7.3) 13(5.5) 10(4.3) 8(3.5)

행사업무 2(0.9) 3(1.3) 9(3.8) 7(3.0) 11(4.8)

사무업무 28(11.9) 27(11.5) 25(10.5) 27(11.5) 20(8.7)

시설설비업무 0(0) 1(0.4) 2(0.8) 2(0.9) 3(1.3)

대인관계 2(0.9) 0(0) 1(0.4) 2(0.9) 2(0.9)

전체 228(100) 234(100) 237(100) 234(100) 230(100)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시간대에 따라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을 시

간대별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5>와 같다. 분석 결

과 교사들이 주로 경험하는 직무영역이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오전 7시-10시에는 교수학습 준비(42.4%), 오전 10시-오후1시에는 교수

학습 실제(80.4%), 오후1시-4시에는 영유아보호(25.9%) 및 사무업무

(21.2%), 오후 4시-7시에는 교수학습 실제(53.7%), 오후 7시-10시에는 사

무업무(24.0%) 및 영유아보호(19.8%)를 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일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교수학습 평가의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오후1시-4시, 오후 7시

-10시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영유아의 낮잠 또는

하원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업무 역시 오후1시-4시에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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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영역
빈도(%)

7:00
~10:00

10:00
~13:00

13:00
~16:00

16:00
~19:00

19:00
~22:00

교수·학습준비 100(42.4) 2(0.8) 27(10.6) 15(5.9) 30(18)

교수·학습실제 76(32.2) 205(80.4) 33(12.9) 137(53.7) 16(9.6)

교수·학습평가 2(0.8) 1(0.4) 25(9.8) 12(4.7) 21(12.6)

전문성신장 2(0.8) 0(0) 6(2.4) 2(0.8) 9(5.4)

영유아보호 35(14.8) 35(13.7) 66(25.9) 42(16.5) 33(19.8)

학부모업무 7(3.0) 3(1.2) 32(12.5) 10(3.9) 5(3.0)

4(1.7) 4(1.6) 8(3.1) 9(3.5) 7(4.2)행사업무

8(3.4) 5(2.0) 54(21.2) 20(7.8) 40(24.0)사무업무

1(0.4) 0(0) 0(0) 2(0.8) 5(3.0)시설설비업무

1(0.4) 0(0) 4(1.6) 1(0.4) 1(0.6)대인관계

전체 236(100) 255(100) 255(100) 250(100) 167(100)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낮잠시간을

활용해 학부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유아수첩을 쓰는 등 학부모와 소통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후 1시-4시는 직장어린

이집 보육교사에게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Ⅴ-5> 시간대에 따른 직무영역(N=1163)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주로 함께하는 대상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함께하는 대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주로 함께하는 대상을 살펴보

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6>과 같다. 교사들은 근무시간동안

주로 유아(52.6%), 동료교사(27.7%), 학부모(5.5%), 교사 단독(4.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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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5일간

유아 671(52.6)

동료교사 353(27.7)

학부모 70(5.5)

단독 58(4.5)

기타(원장님, 회사관계자,
관찰자, 기타교직원 등) 11(0.9)

총 1163(100)

타 대상(0.9%) 순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어린

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함께하는 대상은 유아와 동료교사이다. 교사들이

함께하는 대상으로 응답한 기타대상은 원장님, 회사관계자, 관찰자 또는

영양사 및 미화원 등 기타 교직원이었다.

<표Ⅴ-6> 근무시간 동안 함께하는 대상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무영역에 따라 주로 함께하는 대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주로 함께하는 대상을 직무영

역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7>과 같다. 분석결

과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로 함께하는 대상은 학부모업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아와 동료교사로 나타났다. 교사 단독으로 주로

참여하는 직무영역은 교수학습 준비(12.6%)과 시설설비업무(25.0%)였으

며, 기타대상(원장, 회사관계자, 관찰자 등)과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문성

신장 영역(10.5%)과 사무업무 영역(3.1%) 그리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14.3%)에서 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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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변수 교수학습
준비

교수학습
실제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신장

영유아
보호

학부모
관련

행사
관련

사무
관련

시설
설비

대인관계
업무

유아 24(13.8) 428(91.6) 10(16.4) 0(0) 177(83.9) 9(15.8) 9(28.1) 14(11.0) 0(0) 0(0)

동료

교사
126(72.4) 7(1.5) 43(70.5) 16(84.2) 15(7.1) 20(35.1) 20(62.5) 95(74.8) 6(75.0) 6(85.7)

학부모 0 (0) 29(6.2) 1(1.6) 0(0) 13(6.2) 24(42.1) 2(6.3) 1(0.8) 0(0) 0(0)

단독 22(12.6) 1(0.2) 7(11.5) 1(5.3) 6(2.8) 4(7.0) 1(3.1) 13(0.2) 2(25.0) 0(0)

기타
(원장님,
회사관계자,
관찰자, 기타
교직원 등)

2(1.1) 2(0.4) 0(0) 2(10.5) 0(0) 0(0) 0(0) 4(3.1) 0(0) 1(14.3)

전체 174(100) 467(100) 61(100) 19(100) 211(100) 57(100) 32(100) 127(100) 8(100) 7(100)

<표 Ⅴ-7> 직무영역에 따른 함께하는 대상(N=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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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월 화 수 목 금

유아 136(59.9) 133(56.8) 130(54.9) 126(53.8) 146(63.5)

동료교사 59(26.0) 74(31.6) 78(32.9) 82(35.0) 60(26.1)

학부모 17(7.5) 12(5.1) 14(5.9) 14(6.0) 13(5.7)

혼자 12(5.3) 11(4.7) 13(5.5) 12(5.1) 9(3.9)

기타 (원장님,
회사관계자, 관찰자,
기타 교직원 등)

3(1.3) 4(1.7) 2(0.8) 0(0) 2(0.9)

전체 227(100) 234(100) 237(100) 234(100) 230(100)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요일에 따라 주로 함께하는 대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주로 함께하는 대상을 요일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8>과 같다. 요일에 관계

없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유아, 동료교사와 주로 함

께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는 다른 요일

에 비해 월요일에 학부모(7.5%)와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가 주말을 보내고 난 후 월요일에 유

아의 컨디션과 같은 전달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Ⅴ-8> 요일에 따른 함께하는 대상(N=1163)

(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시간대에 따라 주로 함께하는 대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주로 함께하는 대상을 시간대

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한 결과는 <표Ⅴ-9>과 같다. 분석결과

교사가 주로 함께하는 대상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유아, 동료교사와 함께하였다. 오전7시-10시(52.1%), 오전 10시-오후1시

(93.3%), 오후4시-7시(61.6%)에는 유아와 주로 함께 하였으며,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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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7:00
~10:00

10:00
~13:00

13:00
~16:00

16:00
~19:00

19:00
~22:00

유아 123(52.1) 238(93.3) 107(42.0) 254(61.6) 49(29.3)

동료교사 83(35.2) 12(4.7) 124(48.6) 51(20.4) 83(49.7)

학부모 10(4.2) 1(0.4) 10(3.9) 35(14.0) 14(8.4)

혼자 20(8.5) 1(0.4) 11(4.3) 6(2.4) 19(11.4)

기타 (원장님,
회사관계자,
관찰자, 기타
교직원 등)

0(0) 3(1.2) 3(1.2) 4(1.6) 2(1.2)

전체 236(100) 255(100) 255(100) 250(100) 167(100)

-4시(48.6%), 오후7시-10시(49.7%)에는 동료교사와 주로 함께 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오후4시-7시(14%),

오후7시-10시(8.4%)에 주로 교사와 함께 소통하였는데 이는 등원시간보

다는 하원시간에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오전 7시-10시(8.5%), 오

후 7시-10시(11.4%)에 교사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과 전·후 교사 단독으로 수업을 준비하거나, 서류

작업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Ⅴ-9> 근무 시간대에 따른 함께하는 대상(N=1163)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

(연구문제 2)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정서경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일간 경험한 정서상태의 전반적인 수준은

<표 Ⅴ-10>에 제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정서의 점수는 7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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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된 그대로의 원점수1)이다. <그림Ⅴ-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

사들은 전반적으로 근무일상에서 부정정서(M=2.43, SD=.60)에 비해 긍

정정서(M=3.15, SD=.53)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유아교사의 생활경험에 나타난 정서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었다는 선행연구(이경화, 모지연, 2010)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긍정정서에 해당하는 하위정서는 유능한/자신 있는

(M=3.57, SD=1.36), 애정이 있는/우호적인(M=3.38, SD=1.58), 흥미로운/

열중하는(M=3.25, SD=1.54), 행복한(M=2.94, SD=1.54), 편안한/이완된

(M=2.42, SD=1.54) 순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평정

치를 볼 때 ‘유능한/자신 있는’, ‘흥미로운/열중하는’, ‘애정이 있는/우호적

인’ 정서는 ‘대체로 느꼈다’ 수준이었으며 ‘행복한’, ‘편안한/이완된’ 정서

는 ‘보통이다’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정서에 해당하는 하위정서를 피곤한(M=3.57, SD=1.75),

긴장한(M=2.76, SD=1.66), 지루한(M=2.46, SD=1.69), 짜증나는/화가 나

는(M=1.86, SD=1.66), 우울한/울적한(M=1.84, SD=1.66) 순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평정치를 통해 살펴보면 ‘피곤한’ 정서는

‘대체로 느꼈다’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긴장한’, ‘지루한’ 정서는 ‘보

통이다’, ‘짜증나는/화가 나는’, ‘우울한/울적한’ 정서는 ‘대체로 느끼지 못

했다’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1) 정서 점수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 볼 때는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z점수를 사용할 경

우, 모든 응답의 평균점수는 0점으로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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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M (SD)
유능한/ 자신 있는 0 6 3.57 (1.36)

행복한 0 6 2.94 (1.54)

흥미로운/열중하는 0 6 3.25 (1.54)

편안한/ 이완된 0 6 2.42 (1.54)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 0 6 3.38 (1.58)

긍정정서 총합 2.10 4.67 3.15 (.53)

지루한 0 6 2.46 (1.69)

긴장한 0 6 2.76 (1.66)

우울한/ 울적한 0 6 1.84 (1.66)

짜증나는/ 화가 나는 0 6 1.86 (1.66)

피곤한 0 6 3.57 (1.75)

부정정서 총합 1.30 4.43 2.43 (.60)

<표Ⅴ-10>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정서경험(N=1163)

<그림Ⅴ-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5일간 전반적인 정서경험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시간에 따른 정서경험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요일에 따른 정서경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을 요일에 따라 살펴보

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Ⅴ-10>과 같다. 요일에 따른 맥락별로 비교

하기 위해, 긍정점수와 부정점수는 표준화 과정을 거친 Z점수로 변환하

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Ⅴ-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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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정서를 월요일(+.031), 수요일(+.030), 금요일(+.029)에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정정서는 월요일(+.031)과 금요일(+.038)에 높고, 수요

일(-.042)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먼

저, 화요일은 상대적으로 긍정정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정서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화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편안한(M=2.29,

SD=1.47)’정서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일에

는 긍정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부정정서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

다. 하위정서를 통해 교사들은 수요일에 ‘행복한(M=3.03, SD=1.53)’ 정

서를 다른 요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일별

근무시간을 통해 해석하자면, 수요일은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음에도 불

구하고 긍정정서를 가장 높게, 부정정서를 가장 낮게 경험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정서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금요일의 경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유능한/

자신 있는(M=3.64, SD=1.44)’정서와 동시에 ‘우울한(M=1.90, SD=1.63)’,

‘짜증나는(M=1.93, SD=1.66)’ 정서를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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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종류

요일(N=51)

월 화 수 목 금

M(SD)

유능한/
자신 있는

3.46(1.34) 3.53(1.35) 3.58(1.34) 3.62(1.34) 3.64(1.44)

행복한 2.93(1.52) 2.89(1.58) 3.03(1.53) 2.88(1.58) 2.96(1.59)
흥미로운/
열중하는 3.32(1.48) 3.19(1.51) 3.35(1.50) 3.16(1.60) 3.23(1.61)

편안한/
이완된 2.52(1.48) 2.29(1.47) 2.46(1.63) 2.41(1.50) 2.41(1.50)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 3.45(1.57) 3.27(1.55) 3.36(1.61) 3.39(1.62) 3.43(1.57)

긍정정서 3.18(1.01) 3.07(1.02) 3.19(1.04) 3.14(1.08) 3.19(1.06)

긍정정서
(z score) .031 -.079 .030 -.011 .029

지루한 2.60(1.70) 2.46(1.66) 2.33(1.70) 2.37(1.72) 2.55(1.70)

긴장한 2.88(1.58) 2.71(1.67) 2.64(1.75) 2.82(1.67) 2.77(1.64)

우울한/
울적한 1.82(1.58) 1.74(1.68) 1.85(1.69) 1.88(1.74) 1.90(1.63)

짜증나는/
화가 나는 1.73(1.56) 1.83(1.64) 1.89(1.69) 1.92(1.76) 1.93(1.66)

피곤한 3.72(1.68) 3.49(1.79) 3.42(1.81) 3.53(1.78) 3.69(1.73)

부정정서 2.46(1.08) 2.42(1.20) 2.38(1.26) 2.40(1.20) 2.47(1.14)

부정정서
(z score) .031 -.008 -.042 -.019 .038

<표Ⅴ-1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요일에 따른 정서경험

<그림Ⅴ-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요일에 따른 정서경험(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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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근무시간대에 따른 정서경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을 근무시간대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분석한 결과는 <표Ⅴ-11>와 같다. <그림

Ⅴ-4>의 경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평균을 0점으로 보았을 때, 가로

축 위로 막대가 올라가는 시간대는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정서를 높

게 느끼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로축 아래로 막대가 내려간 시간

대는 평균보다 그 정서를 낮게 느끼는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교사

들은 하루 중 긍정정서를 오전10시-오후1시(+.310)에 가장 강하게 경험

하였으며, 부정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한 시간은 오후7시-10시(+.21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하위 정서를 살펴보면 오전10시-오후1시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유능한/자신 있는(M=3.87, SD=1.29)’ 정서와 ‘애정이 있

는/우호적인(M=3.76, SD=1.46)’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피곤한(M=3.21, SD=1.76) 정서를 낮게 느끼는 순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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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종류

시간대 (N=1163)
7:00

~10:00
(n=236)

10:00
~13:00

(n=255)

13:00
~16:00

(n=255)

16:00
~19:00

(n=250)

19:00
~22:00

(n=167)

M(SD)
유능한/
자신 있는

3.68(1.33) 3.87(1.29) 3.42(1.41) 3.53(1.33) 3.22(1.39)

행복한 3.07(1.53) 3.42(1.53) 2.60(1.48) 2.84(1.47) 2.68(1.59)
흥미로운/
열중하는 3.42(1.51) 3.66(1.40) 2.96(1.57) 3.08(1.55) 3.06(1.59)

편안한/
이완된 2.31(1.51) 2.44(1.47) 2.47(1.61) 2.40(1.47) 2.46(1.67)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 3.44(1.66) 3.76(1.46) 3.14(1.59) 3.34(1.49) 3.13(1.67)

긍정정서 3.21(1.32) 3.42(1.17) 2.91(1.29) 2.57(1.52) 3.16(1.45)

긍정정서
(z score) .129 .310 -.066 -.321 -.073

지루한 2.21(1.66) 2.21(1.59) 2.47(1.72) 2.64(1.65) 2.90(1.82)

긴장한 2.87(1.68) 2.75(1.60) 2.65(1.69) 2.73(1.63) 2.84(1.74)
우울한/울적한 1.77(1.71) 1.74(1.54) 1.85(1.65) 1.86(1.59) 2.17(1.85)

짜증나는/
화가 나는 1.69(1.61) 1.84(1.59) 1.97(1.70) 1.86(1.65) 1.95(1.80)

피곤한 3.35(1.77) 3.21(1.76) 3.58(1.74) 3.68(1.68) 4.20(1.70)

부정정서 2.37(1.46) 2.32(1.34) 2.50(1.41) 2.59(1.32) 2.40(1.47)

부정정서
(z score) -.092 -.127 -.003 .075 .216

<표Ⅴ-1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대에 따른 정서경험

<그림Ⅴ-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시간대에 따른 정서경험(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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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을 직무영역에 따라 살

펴보기 위해 Z표준화 점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Ⅴ-12>와 같다.

<그림Ⅴ-5>의 경우, 정서의 평균을 0점으로 보았을 때, 가로축 위로 막

대가 올라가는 직무영역은 교사들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정서를

높게 느끼는 직무를 의미하며, 가로축 아래로 막대가 내려간 직무영역은

평균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낮게 느끼는 직무임을 뜻한다. 직장어

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영역 중 교수학습 실제(+.149), 교수학습 평가

(+.100), 전문성 신장(+.179), 영유아 보호(+.017), 대인관계 업무(+.309)에

서 상대적으로 긍정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관련업무

(+.208), 사무관련업무(+.938),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228)를 경험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영역

맥락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 관련 업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정서를 느끼는 직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직

무영역에 비해 ‘편안한/이완되는(M=1.91, SD=1.64)’정서를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응답하였고, ‘긴장된(M=3.72, SD=1.59)’ 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있

는 직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설비업무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모

두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직무였다.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의 경

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높게 경험하는 직무영역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친목행사, 경조사, 지역사회 행사 참여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는

데, 교사들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를 ‘흥미롭지만(M=4.00,

SD=1.00)’ 동시에 ‘긴장되는(M=3.43, SD=2.07)’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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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종류

직무영역(N=1163)
교수학습
준비

(n=174)

교수학습
실제

(n=467)

교수학습
평가
(n=61)

전문성
신장
(n=19)

영유아
보호

(n=211)

학부모
관련
(n=57)

행사
관련
(n=32)

사무
관련

(n=127)

시설
설비
(n=8)

대인관계
업무
(n=7)

M(SD)

유능한/
자신있는 3.45(1.41) 3.81(1.26) 3.66(1.40) 3.58(1.31) 3.32(1.49) 3.19(1.54) 3.72(1.28) 3.32(1.18) 3.13(1.55) 3.71(1.11)

행복한 2.74(1.56) 3.28(1.49) 3.20(1.47) 3.05(1.61) 2.99(1.66) 2.07(1.68) 2.38(1.10) 2.29(1.18) 2.25(1.03) 3.14(1.57)

흥미로운/
열중하는 3.35(1.50) 3.47(1.50) 3.52(1.60) 3.74(1.62) 2.93(1.61) 2.68(1.86) 3.16(1.08) 2.81(1.34) 3.63(2.13) 4.00(1.00)

편안한/
이완된 2.29(1.53) 2.36(1.41) 2.77(1.51) 2.74(1.91) 2.71(1.72) 1.91(1.64) 2.22(1.31) 2.34(1.53) 2.13(2.23) 3.14(1.86)

애정이 있는
/ 우호적인 2.95(1.74) 3.75(1.45) 3.15(1.53) 3.16(1.64) 3.55(1.55) 2.98(1.72) 3.09(1.48) 2.57(1.42) 2.75(2.05) 3.14(1.21)

긍정정서 2.95(1.30) 3.33(1.17) 3.14(1.53) 3.25(1.37) 3.09(1.40) 2.56(1.46) 2.91(.89) 2.62(1.11) 2.77(1.50) 3.42(.89)

긍정정서
(z score) -.102 .149 .100 .179 .017 -.468 -.102 -2.84 -.171 .309

지루한 2.14(1.82) 2.48(1.68) 2.08(1.35) 2.08(1.35) 2.49(1.74) 2.95(1.79) 2.03(1.23) 2.89(1.61) 2.25(2.43) 2.43(1.51)

긴장한 2.68(1.73) 2.84(1.60) 2.38(1.47) 2.38(1.47) 2.52(1.76) 3.12(1.69) 2.75(1.74) 2.98(1.52) 2.13(2.43) 3.43(2.07)

우울한/
울적한 1.87(1.91) 1.73(1.59) 1.61(1.51) 1.61(1.34) 1.82(1.59) 1.96(1.76) 1.63(1.43) 2.19(1.67) 2.13(1.80) 2.71(1.60)

짜증나는/
화가 나는 1.73(1.77) 1.88(1.63) 1.25(1.38) 1.25(1.34) 1.90(1.69) 1.93(1.59) 1.69(1.59) 2.20(1.67) 1.13(1.36) 2.14(1.95)

피곤한 3.56(1.86) 3.49(1.74) 3.23(1.49) 3.23(1.49) 3.45(1.88) 3.72(1.59) 4.12(1.40) 4.07(1.60) 3.75(1.83) 3.43(1.72)

부정정서 2.39(1.55) 2.48(1.37) 2.14(1.13) 2.46(1.67) 2.43(1.46) 2.73(1.34) 2.44(1.20) 2.88(1.31) 2.27(1.61) 2.82(1.45)

부정정서
(z score) -.067 -.008 -.257 -.032 -.050 .208 -.099 .265 -.166 .228

<표Ⅴ-1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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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수학습준비 2.교수학습실제 3.교수학습평가 4. 전문성신장 5. 영유아보호
6. 학부모업무 7.행사업무 8.사무업무 9.시설설비업무 10. 대인관계 및 사회적업무

<그림Ⅴ-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험(Z점수)

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경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정서경험을 함께하는 대상맥락

에 따라 좀 더 면밀하게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Ⅴ

-13>에 제시되어있다. <그림Ⅴ-6>을 통해 교사들은 유아(+.159)와 함께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정서를 통해 살펴보면 유아는 교사들이 가장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M=3.73, SD=1.45)’정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들이 긍정정서(-.288)와 부정정서(-.197)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경험하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학부모관

련 업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부정정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

교해볼 수 있는데, 교사들이 학부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피곤한’ 것으로 느끼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부모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는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M=3.34, SD=1.58)’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료교사의 경우, 유아와 함께 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정서(-.172)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부정정

서는(+.046) 기타대상과 있을 때 다음으로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직무영역에 따른 정서경험의 결과와 비교해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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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종류

함께하는 대상(N=1163)
유아

(n=671)

동료교사

(n=353)

학부모

(n=70)

혼자

(n=57)

기타

(n=12)

M(SD)

유능한/
자신 있는

3.70(1.32) 3.37(1.39) 3.64(1.44) 3.10(1.51) 3.73(1.55)

행복한 3.28(1.50) 2.50(1.39) 2.50(1.68) 2.33(1.60) 2.00(1.84)

흥미로운/
열중하는

3.39(1.51) 3.12(1.50) 2.84(1.69) 2.81(1.67) 3.36(1.69)

편안한/
이완된

2.52(1.50) 2.30(1.56) 2.16(1.56) 2.33(1.63) 2.00(2,00)

애정이 있는/
우호적인

3.73(1.45) 2.86(1.59) 3.34(1.58) 2.69(1.86) 2.36(1.80)

긍정정서 3.70(1.32) 2.77(1.24) 2.61(1.52) 2.57(1.60) 2.08(1.68)

긍정정서
(z score)

.159 -.172 -.288 -316 -.681

지루한 2.48(1.71) 2.46(1.73) 2.06(1.47) 2.53(1.46) 3.09(1.75)

긴장한 2.76(1.64) 2.76(1.70) 2.64(1.58) 2.59(1.67) 4.36(1.96)

우울한/울적한 1.78(1.62) 1.97(1.78) 1.40(1.24) 2.02(1.72) 2.73(1.84)

짜증나는/
화가 나는

1.90(1.67) 1.84(1.72) 1.41(1.19) 1.84(1.53) 2.91(2.07)

피곤한 3.47(1.78) 3.82(1.74) 3.13(1.59) 3.66(1.49) 3.27(2.10)

부정정서 2.48(1.40) 2.57(1.43) 2.23(1.19) 2.53(1.33) 3.35(1.59)

부정정서
(z score)

-.016 .046 -.197 .020 .600

교사들에게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강

하게 느끼는 직무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은 동료교사 그리고

관련 업무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정

서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함께 있을 때 ‘유능한/자신 있는

(M=3.37, SD=1.39)’ 정서를 강하게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피곤한

(M=3.82, SD=1.74)’ 과 ‘긴장한(M=2.76, SD=1.70)’ 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장님, 회사 관계자와 같은 기타

(+.600)대상과 함께 있을 때 매우 강한 수준의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있

다. 하위정서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기타대상과 있을 때 ‘긴장한(M=4.36,

SD=1.96)’ 정서를 압도적으로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표Ⅴ-1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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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6>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경험(Z점수)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자기평가

(연구문제 3)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전반적인 자기평가 수준

5일간 연구참여자들이 교사로서 자신의 자질을 성찰한 전반적인 수준

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Ⅴ-14>와 같다.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3.89점 이었으며 개인적 자질(M=3.94, SD=.30)과 전문적 자질

(M=3.90. SD=.33)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자질의 3개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교직태도(M=3.99, SD=.34), 전

문적 지식(M=3.97, SD=.33), 교수기술(M=3.72, SD=.40) 순으로 높게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영역의 평균 점수는 3.7점 이상으

로 측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

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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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구분
5일간

Min Max M(SD)

개인적 자질 인성적 특성 1 5 3.94(.30)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 1 5 3.97(.33)

교수기술 1 5 3.72(.40)

교직태도 1 5 3.99(.34)

전문적 자질
총계

1 5 3.90(.33)

전체 1 5 3.89(.31)

<표Ⅴ-1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자기평가 수준(N=51)

2)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속 요일에 따른 자기평가 수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수준을 요일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Ⅴ-15>와 같다. <그림Ⅴ-6>의 경우, 자기평가 점수

의 평균을 0점으로 보았을 때, 가로축 위로 막대가 올라가는 요일은 교

사들이 자신의 자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성찰한 날을 의미하며, 가

로축 아래로 막대가 내려간 요일은 자신의 자질에 대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찰한 날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월요일

(-.239)에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요일(+.133)에 5일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요일에 따른 정서경험과 비교하여 해석하자면 월요일의 경우, 교사들

이 부정정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요일이며. 수요일은 긍정정

서를 가장 높게, 부정정서를 가장 낮게 경험하는 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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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구분
월 화 수 목 금

M(SD)

개인적 자질 인성적 특성 3.73(.58) 3.97(.48) 4.05(.61) 3.94(.58) 4.03(.63)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 3.94(.55) 3.99(.58) 4.03(.62) 3.98(.58) 3.94(.61)

교수기술 3.54(.60) 3.71(.64) 3.80(.71) 3.77(.69) 3.81(.70)

교직태도 3.93(.71) 3.95(.61) 4.04(.63) 4.01(.72) 4.02(.75)

전문적 자질

총계
3.80(.55) 3.88(.55) 3.96(.61) 3.92(.61) 3.93(.64)

전체 3.80(.55) 3.90(.51) 3.97(.59) 3.91(.56) 3.94(.60)

전체 (z score) -.239 .003 .133 .025 .076

<표Ⅴ-16>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요일에 따른 자기평가 수준(N=51)

<그림Ⅴ-7>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요일에 따른 자기평가
수준(Z점수)

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과 자기

평가의 관계(연구문제 4)

본 연구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평가

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개의 근무일화 재구성을 마친 후 자기평가 문항

에 대해 하루에 한 번 응답하였으므로 자기평가는 개인수준의 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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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자기평가와 같은 단위로 분석될 수 있

는 변수들을 상관분석에 투입하였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와 교사의 개인특성(연령, 경력), 근무일상(근무시간, 직무영역, 함께하는

대상) 중 근무시간, 정서경험(긍정, 부정정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표Ⅴ-16>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평가와 교사개인특성, 근무일상, 정

서경험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무시간은 교사의 자기평가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그날의 근무시간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하루를 재구성한 후

교사로서 자신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교사의 긍정정서와도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았다. 그러

나 긍정정서는 자기평가(r=.660,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

데, 이는 교사가 근무일상 중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할수록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던 수요일에 긍정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

고, 자기평가 수준 역시 높았음을 해석하는 연구문제 3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령과 경력(r=794,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연령(r=-.367, p<.01)과 경력(r=-353, p<.05)은 부정정서

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일

수록 근무시간에 느낄 수 있는 긴장함, 우울함, 짜증남, 피곤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조절하거나 대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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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특성 정서경험

자기
평가

연령
최종
학력

경력
근무
시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자기
평가

1

교사
개인
특성

연령 .065 1

경력 .151 .794*** .274 1

근무시간 -.163 -.189 -.029 -.241 1

정서
경험

긍정
정서 .660*** -.058 -.266 .024 -.258 1

부정
정서 -.255 -.367** -.140 -.353* -.005 .051 1

<표Ⅴ-17> 자기평가와 교사의 개인특성, 근무시간, 정서경험과의 관계

*p<.05, **p<.01, ***p<.001

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5)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고자 교사 개인특성(연령, 경력), 근무일상(근무시간, 직무영

역, 함께하는 대상) 중 근무시간, 정서경험(긍정정서, 부정정서)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모형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회귀모형 통계량이 2에 근

접하여 오차항이 독립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

단하므로, 각 독립변수의 VIF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사 개인

특성, 근무시간, 정서경험의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0.8 미만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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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기평가

B β

상수 3.059

교사
개인특성

경력 .001(.002) .101

연령 -.009(.019) -.076

근무시간 -.000(.001) .020

정서경험
긍정정서 .406(.065) .611***

부정정서 -.148(.059) -.287*

R2 (adj.R2) .523(.471)

F 9.886***

하였다.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Ⅴ-17>과 같다.

<표Ⅴ-18>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특성, 근무일상, 정서경험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p<.05, ***p<.001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7.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교사 개인특성, 근무시간, 정서경험이 종속

변수인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

사의 자기평가에 대한 변량을 47.1% 설명함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정

서경험(긍정정서, 부정정서)만이 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

준화계수를 통해 긍정정서(β=.611, p<.001), 부정정서(β=-.287, p<.05)순

으로 교사자질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높게 할수록, 부

정적인 정서경험을 낮게 할수록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에 대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성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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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근무

시간동안 어떤 직무를 수행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직무를 수행할 때 누

구와 주로 함께하는지,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서경험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근무일상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

한 이러한 교사의 외적경험과 내적경험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험에 있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봄

으로써 근무일상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서울 및 경기 소재 10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 근

무 중인 보육교사 5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근무일상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재구성법(DRM)을 활용하였고, 교사들의

근무일상 속 외적, 내적경험을 동시에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어떤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근무시간,

주로 수행하는 직무영역, 주로 함께하는 대상을 살펴보았다. 직장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52분으로 평균 정규시간 10

시간 12분에 비해 1시간 40분 길었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시

간 40분 동안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상 근로자인 부모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하원시간이 오후

6~7시 이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교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유아와

함께 생활해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황해익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

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교사들은 하루 종일 영유아와 함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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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유아의 등 하원 시간 전 후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Rusell(1988)은 유

아와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교사라 할지라도, 업무

가 과중하다면 아이들을 향한 본능적인 애정을 간직하고 있기란 매우 어

렵다고 설명하며 과중한 근무시간이 주는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또한 이들이 근무시간동안 주요 경험하는 직무영역은 10가지의 영역

중 교수학습 실제, 영유아보호, 교수학습 준비, 사무업무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일에 관계없이 4개의 영역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

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로 유아, 동료교사와 함께 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주로 동료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준

비하고 상호작용하며, 서류 업무를 하는 등의 근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보육기관의 특성상 교사들이 친밀한 경향을

갖고, 일을 함께하려는 동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이순자(2008)의 연구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10개의 직무영

역에 대해 교사들이 수행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로 함께하는

대상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오랜 시간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근무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

사의 일상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근무시간동안 매우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

의 근무일상 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교사가 하지 않

아도 되는 일들을 분담해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축소하

고,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을 보육하거나 전문성신장에 전념할 수 있도

록 근무 일상을 조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긍정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가 낮은 상태라는 것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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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김경희, 이미나, 2009).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안정

적인 정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

안 보육교사의 정서에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보육교사의 스

트레스 및 정서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주로 ‘유능하고 자신 있으며’,

‘애정이 있고 우호적이면서’, ‘흥미롭고 열중하지만’, ‘피곤하고’, ‘긴장되

는’ 정서 상태로 근무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대, 직무영역, 함께하는 대상에 따른 정서경험

을 살펴보고 하위정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별적인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근무일상 동안 보육교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누구와 함

께하며, 어떤 기분으로 생활하는지 교사로서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근무 일상의 패턴을 예측해볼 수

있다. 교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와 함께 보내고 있

었다. 유아와 함께 있을 때 교사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와 보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반적으로 근무에 대해 긍정적

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들과

함께하는 근무일상이 ‘애정이 있고/ 우호적인’ 경험이며, 자신이 ‘유능하

다고’ 느낌과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열중할 수 있는’ 경험이라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동료교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에 대해 양가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동료교사

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유능하고/자신있는’ 정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이것을 매우 ‘피곤하고’, ‘긴장되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최근 보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해 팀티칭을 도입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어(김효정,

임자영, 이대균, 2011) 동료교사와 한 집단의 유아들에 대해 책임을 공유

(Richards & Farrell, 2011)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격려하는 추세이

다. 이는 교사들 사이에 단순한 역할 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공동

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서로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점이 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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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이는 근무일상 중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

겠다. Schaefer(1991)에 따르면 교사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유아의 정서

에 영향을 미쳐 유아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역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상 중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

는 동료교사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는 보육에 대해 비전문가인

사업체(서희정, 2016)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

다. 이러한 특성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일상 중 어린이집 구성

원뿐만 아니라 회사 관계자 또는 같은 직장 내 근무하는 학부모와 빈번

하게 접촉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겪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유아와 함께하

는 시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일상재구성법을 통한 자료를 통해 하루 오랜 시간 근

무를 하고, 하루 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들이 계속해서 교

사로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마리를 그들의 근무 일상 속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하루 근무일상을 재구성한 후 5일간

교사로서 자질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보육교

사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질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전

문적 자질 중 교직태도를 가장 높은 점수로 평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일에 따른 자기평가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일

에 비해 수요일에 자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즉, 보육교사들은 가장 긴 시

간 근무를 하고, 긍정정서를 가장 높게 부정정서를 가장 낮게 경험한 수

요일에 자신의 자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신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근무일상 맥

락 속 어떤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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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평가와 긍정정서는 정적

상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근무일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험

할수록 자신을 교사로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

상적인 정서경험이 교사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의

미 있는 결과이다. 즉,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보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긍정적인 근무일상의 경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령과 경력은 정적상관을 가지고, 이들은 부정정서와 부

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김정현, 2009)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되어 스스로 정서경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력이 높은 교사는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최대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근무일상 중 보육교사의 긍정정

서와 부정정서가 교사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교사가 실제 경험하는 근무일상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근무하는

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보육교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에 대해 긍정

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

는 데 필요조건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실

제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정서경험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사가 근무일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

료가 되었으며, 교사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무 일상 맥

락 속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 지원은 더 나아

가 유아와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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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와 관련된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한정된 자료만을 수

집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날 당일에 대한 경험을 실시간에 가깝게,

하루 여러 번 측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하루 중 짧은 시간만을

표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교사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할 때까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와, 어떤 정

서를 경험하는지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보육교사의 삶은 객관화 된 외적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교사 개인의 외적 경험과 내

적 경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근무실태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일상을 데이터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교사의 근무일상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무일상 맥락 안에서 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의 질을 격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 더 나아가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

여 보육교사의 근무일상과 정서경험을 살펴보고 자기평가의 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유

아반 보육교사를 51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모든 직장어린이

집 보육교사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

성들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

사의 근무일상과 정서경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15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하루 5개

의 근무일화를 수집하였다. 이는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한 연구(장미나, 한

경혜,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일화 수인 5개를 제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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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교사들이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음

에도 해당 시간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일화에 대해서만

응답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행동의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해석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의 일상을 생생

하게 해석하기 위해 근무일상을 세분화하여 일화를 구성함으로써 상황의

맥락을 보다 더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날 당일 근무일화들에 해당하는 정서를 합한

값을 평균 내어 하루 전체의 정서로 간주하여 해석하였다. 하지만 하루

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 포함된 평가이긴 하지만, 각각 활동에 따른 정서 경험을 평가하는 것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경험, 정서와 별개로 하루 전체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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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 Care Teacher’s

Emotional Experience and

Self-Assessment

-Focused on the daily work

reconstruction of workplace child care

center-

Lee Ji Hye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is (1) to explore what kind of experience

child care teacher have in their daily work routine; (2) to investigate

teacher’s emotional experience during working hours; (3) to examine

how the child care teacher assesses themselves as a child care

teacher; (4)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daily work,

emotional experience and self-assessment; and (5)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daily work and emotional experience on the child care

teacher’s self assessment in child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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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complish the aim to this study, 51 child care teacher who

work at 10 workplace child care center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Day Reconstruct

Method(DRM) through online Google questionnaire form. The

collected data were reviewed by a statistics analysis by using SPSS

24.0 for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tual working hours of child care teacher at workplace

were 11 hours and 52 minutes. It worked for one hour and forty

minutes longer than regular working hours. During the working

hours, child care teacher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eaching,

parental care, preparation for teaching, office work and no difference

between the hours of the day. However,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the task varies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and the time of

the day. During the working hours of daily work, the child care

center teacher were mostly ‘child’ and ‘fellow teachers’, they were

with different partners depending on the performing tasks and the

time.

Second, child care teachers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emotion than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daily work life. Among the

positive emotions, the highest level of emotion is ‘Capable/ confident’.

Looking at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the time frame, the difference

in emot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time of the day, and the level of

emotional experience varies depending on the partaker of task and the

task being performed.

Third, the self-assessment of child care teacher at workplace is

rated at levels above 'normal' levels and is assessed to be a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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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personal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disposition. The Z score

showed that the child care teacher's rating varies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Fourth, the teacher's self-assessment, daily work routine, and

emotional experiences were partly related. Self-assessment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correlation, and no meaningful

relationship was shown with the working hours.

Fifth, the self-assessment of child care teacher affected by the

level of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The study used daily reconstruction methods (DRM) to reconstruct

the daily work routines of teachers at workplace child care center,

which systematically explored the emotions of teachers and teachers

self-assessment in their daily work life. so, elements affecting teacher

self-assessment were identified in the daily routine of teachers' work.

It was able to confirm the quality and professionalism of teachers'

work in the context of the daily working environment of child care

teachers.

keywords : Day Reconstruction Method, Child care teacher,

Workplace child care center, Daily Work,

Emotional Experience, Self-assessment

Student Number : 2015-2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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