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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임교사가 교직 수행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

이 현 경*

본 연구는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이 교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며,
나아가 초임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립유치원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
해 초임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과중한 업무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유아생활지도를 어려워하였다. 교과
지도 중에서는 이야기나누기와 신체표현활동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를 위한
지원방향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초임교사 개별지도제와 수습교사제도였다.

Ⅰ. 서

론

초임교사는 학생에서 교사로의 전환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유아를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경력교사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나, 초임교사 자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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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주의 집중시켜야 하는지, 유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유아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주제에 맞는 적절한 교수자료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등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에서 교사로 전이되는 이 이행 시기의 어
려움을 전이 충격(transition shock)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Corcoran, 1981). 이 전이 충격은 지
금까지 학생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이 교사가 되면서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행 사이의 차이에서 오기도 한다. 그 차이가 너
무 커서 이를 받아들이는 초임교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초임교사에게 경력 많은 베테랑 교사와 같은 업무수행을 바라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다른 직업의 경우 동료, 선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찰도 하고 직접 지도도 받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배워가지만, 교사의 경우는 동
료, 선배와는 떨어져서 혼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초임교사는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
면서 많은 경우 자신감을 잃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며,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Huling-Austin, 1990) 초임교사들은 신체
적 심리적인 고립감 속에서 동료와의 관심의 공유를 강하게 원하며(Pataniczek & Isaacson,
1981)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Katz(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는 유아교사의 발달단계를 생존단계, 강화단계, 갱신단
계, 성숙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
히 최초 교직 생활 1년간의 시기를 생존단계라고 하여 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
제를 원활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초임
교사는 원장이나 선배교사 또는 프로그램 보조자 등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즉, 교직 첫해는 교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교사로서 현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절
박한 시기이며, 교사가 되어 가는 시기라는 것이다.
초임교사 시기에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운 과업에 대하여 Reiman과 Thies-Sprinthall (1998)은
여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업계획을 하고 장학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부족, 다른 초임
교사와 의사 소통할 기회의 부족, 능력이 부족한 초임교사를 솎아 낼 필요성을 느끼는 행정
가나 경력 교사의 ‘물에 빠져 죽든, 헤엄을 쳐서 살아나든’ 상관하지 않는 정신 상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초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비용 효과가 높은 방
법으로 초임교사에게 멘터(mentor)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외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교사로서의 입문과정에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문 프로그램과 수습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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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여 초임교사들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는 아직 입문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아, 초임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지닌 채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직생활 첫해의 초중등학교 초임교사에 관한 것이 주류이고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지
를 연구한 것(김현경, 1997; 임승렬, 1995; 임승렬, 1999)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며, 나아가 이들 초임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교직에서의 첫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데, Queensland Board of Teacher
Education의 보고서(1988)에 따르면, 첫해의 유치원 교사는 계획하기, 학부모와의 관계, 행정적
사무, 음악교육에 가장 자신감이 부족하고, 교육과정 구성, 행정적 사무, 특정한 아동을 다루
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확신과 도덕적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직업의 경우 몇 개월(또는 몇 년)이 지나며 점차로 책임감을 갖
게되고 경험 있는 동료나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교사를 시작하는 이들은 시
행착오에 의해 배우고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처하기 전략(Huling-Austin, 1990)에 의존하
게 된다고 한다.
Huling-Austin과 Barnes, mith(1985; Huling-Austin,1990에서 재인용)은 초임교사는 토론수업에
서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교사의 반응은 토론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레퍼토
리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고, 초임교사가 처음 몇 년간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초기 전략이 굳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학생통제에 있어서

노정화(1996)는 초임

교사들이 경력교사와는 달리 직접적인 제재 방식을 빈번히 사용하여 유아들을 통제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제재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집단 활동의 맥락을 깨
뜨리는 파쇄성 수업방식이 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과다하게 드러내어 시간을 소요하
게 됨에 따라서 전체 유아들의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 과잉지도의 방식으로 발전되
는 사례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mmer와 Evertson(1981; 임승렬, 1995에서 재인용)도
초임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학생들이 학습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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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초임교사의 특성에 관한 Odell(1988)의 연구에서는 초임교사의 66%가 유아와 학교에 대해
즐겁게 반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매우 자주 동기화 되고 있지만, 교수활동에 있어서는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렬(1995)은 경력교사들이 아동의 자발적이고 흥미
있는 참여 여부에 따라 하루 일과의 성패 기준을 삼는데 반해서 초임교사들은 계획한 하루
내용의 차질 없는 실시 여부에 가장 많은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 초임교사들은 교사
가 지녀야 할 능력 중에 아동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문제 어린이의
통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임교사들은 경력교사에 비해 문제 어
린이의 통제나 수업방법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에서 이승연(1994)은 경력 1년 미만의 유치원 교사는 생존관심
사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경력이 증가할수록 생존관심사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낮아
지고, 성숙관심사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경력에 따른 관심
의 차이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옥자(1998)는
생존기 교사는 실제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대학에서는 실제적인 내용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이론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실제 보다는 이
론 교육강화를 요구하였다.

즉, 교직 초기의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생존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천규(1996)는 초등학교 초임교사들이 교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지도 이외의
영역이 교과지도 영역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교직 생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였다. 함용식(1985)은 초임교사의 교직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초임교사의 교육관
은 당위적 교육과 현실 교육에 있어 상당한 괴리 현상이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하였고, 이창수(1990)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직 관에 있어서는 긍정
적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대우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보
고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신지음,1989)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사회적 안정 및 인간관계 요인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경력이 적은 초임교사의 경우
인간관계나 사회적 안정성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임교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미국 등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입문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입문 프로그램의 지원이 없는 경우 1년 동안 개인적으
로 상처를 경험하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처를 입는 반면, 교사 입문 프로그램은 초임교
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HulingAusti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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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en과 Heyse(1990)은 교직 첫해에 멘터 교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자신과 과제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첫해에 보일 수 있는 충격을 넘어서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증대되지만,
멘터 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충격이 늘어나는 반
면, 1년 내내 과제에 대한 관심은 같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여서, 멘터 교사 제도가 초임
교사가 교직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임교사 프로
그램에서 멘터 교사의 역할은 긍정적 강화, 교수 활동 및 유아생활지도와 학급 경영에 대한
지도, 도덕적 지지와 이해, 또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임승렬(1999)은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임교사들은 교수계획을 수
립할 때 교수활동의 여러 개념들을 위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각 개념들을 횡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즉 교수활동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능
력이 신장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학급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명확
하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수효능
감을 증진시켰다고 하였다.
입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도움을 받은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이직률에서도 현저
한 차이가 나는데, Alabama-Birningham 대학의 입문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을 받은 100명의 교
사와 지원을 받지 못한 100명의 통제집단 교사를 비교해보면 1년 후 실험집단의 경우 4명이,
통제집단의 경우 20명이 교직을 떠났다고 한다.(Huling-Austin, 1990)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유치원 교사들의 교직 현장 적응을 돕는 입문 프로그램이 시행
되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교직 첫해에 겪는 어려움을 혼자 겪으며 교사로서 사회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유치원 교사들은 교직 첫해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
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많은 연구에서 초임교사를 경력 3년까지로 보고 있지만(이천규,1996; 권영채,1988; 이창
수,1990; 임승렬, 1995 등),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기간 중에서도 Katz(1972)가 생존기라고
표현했듯이 학생에서 교사로 전환되며 가장 많은 심리적 충격을 받는 시기인 교직 경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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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유치원 교사들 128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 교사들의 학력수준은 2년제 졸업자
가 109명(85.2%), 4년제 졸업자가 19명(14.8%)이고, 평균연령은 22.3세이다.
연구 대상의 분포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으로서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 유
치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근무조건과 교육환경이 많
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특히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유치원 원아의 80%정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최한수, 1999)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
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또 입문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원과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권영채(1988), 이창수(1990), 이천규(1996), 한명자
(1993), Queensland Board of Teacher Education(1988)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교사에 관한 사항(2문항), 유치원에 관한 사항(8문항), 교사로서의
자질과 현장 적응력에 관한 사항 (3문항), 초임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사항(20문항), 초
임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에 관한 사항(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하였는데,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이 시기가
교직 첫해의 중반부로서 첫 1년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설문지는 총 137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성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 통계처리가 불
가능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28부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초임교사의 근무여건
초임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원아 수는 20명 미만이 13.3%(17명), 20～2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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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7명), 30～39명이 38.3%(49명), 40명 이상이 3.9%(5명)로 나타나서 86.7%의 대다수의
교사들이 20명 이상의 원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연령은 3세반이 14.1%(18명), 4세반이 32.0%(41명),
5세반이 50.8%(65명), 그리고 혼합연령이 3.1%(4명)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어린 연령보다는
좀 더 나이든 연령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임교사의 근무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 표 1> 과 같다.

<표 1> 초임교사의 근무실태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1일 교육시간

4.59시간

1.40

1일 근무시간

9.87시간

1.11

1주당 근무일수

5.31일

.51

< 표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임 교사는 평균 하루에 4.59시간 교육을 하고, 9.87시간을
근무를 하며, 매주 5.31일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여, 교사들의 교육시간과 근무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시간을 시간대 별로 보면 7시간이 3.1%(4명), 8시간이 3.1%(4명),
9시간이 26.6%(34명), 10시간이 48.4%(62명), 11시간 11.7%(15명), 12시간 4.7%(6명), 13시간
1.6%(2명), 14시간 0.8%(1명)로 10시간이 넘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7.2%에 달하고 있어
유치원 초임교사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초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먼저 전반적으로 초임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복수응답의 결과를 제시하고, 다
음으로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및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임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 표 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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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임교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내

용

사례수

백분율(%)

과중한 업무

56

43.8

학부모와의 관계

43

33.6

어떤 특정한 유아

39

30.5

원장 원감 등 상사와의 관계

34

26.6

교재교구의 부족

31

24.2

유아생활지도

29

22.7

유아의 주의집중

26

20.3

적절한 교수자료의 선택

24

18.8

교육과정 계획

21

16.4

동료와의 인간관계

21

16.4

교과지도

17

13.3

전문지식의 부족

16

12.5

학급경영

16

12.5

위의 결과로 보아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에 응답한 교사는 43.8%로 거의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어떤 특정한 유아에 대
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에 대해 1/3가량의 교사들이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이상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
한 항목은 원장 원감 등 상사와의 관계, 교재교구의 부족, 유아 생활지도, 유아의 주의집중
등의 항목이다.
둘째, 초임교사들은 < 표 2> 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 과중한
업무의 지표가 되는 과중한 근무시간을 포함하는,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표 3>
과 같다.
< 표 3> 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과중한 근무시간, 그리고 이에 비해 낮은 급여로 인하여 가
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교사
로서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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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무조건에 대한 어려움
내

용

사례수

백분율(%)

과중한 근무시간

48

37.5

급여에 대한 불만족

38

29.7

24

18.8

출퇴근의 어려움

13

10.2

기타

5

3.9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인식의 부족

계

128

100

<표 4 >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내

용

사례수

백분율(%)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성의, 인식, 이해 부족

44

34.4

유아의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의 부족

43

33.6

교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

16

12.5

학부모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14

10.9

교사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못 받음

8

6.3

기타

3

2.3

128

100

계

셋째,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 표 4> 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성의나 인식, 이해가 부족한 것에
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교사 자신이 유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낀
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부모들이 교수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학부모와
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정 유아와의 문제를 포함하는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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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유아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내

용

사례수

백분율(%)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

51

39.8

유아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29

22.7

상과 벌

18

14.1

일상적인 생활지도

13

10.2

생활지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10

7.8

특수아 지도

7

5.5

128

100

계

< 표 5> 에서 볼 때 교사들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유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유아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상과 벌을 주는 것, 본인이 생활지
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체적으로 교과지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야기 나누기로 39.8%(51
명)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2%(13명)가 신체 표현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실내
자유선택활동(9.4%, 12명), 수과학활동(9.4%, 12명), 실외자유선택활동(8.6%, 11명), 음악활동
(7.8%, 10명), 미술활동(6.3%, 8명), 언어활동(6.3%, 8명) 등으로 10% 미만의 10명 안팎의 교사
들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급경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유아의 문제행동지도가 42.2%(54명), 유
아의 주의집중이 21.1%(27%), 유아통제가 17.2%(22명), 행사지도가 14.8%(19명), 그리고 교실
환경구성이 4.7%(6명)로 나타나서, 교사들은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것과 유아의 주
의집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임교사의 자기 평가
이런 근무 여건 속에서 초임교사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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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임교사들은 자신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매
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5.5%(7명), 자질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57.0%(73명),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27.3%(35명), 자질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
는 교사가 8.6%(11명), 자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1.6%(2명)으로 나타나서 89.8%
이상의 대부분의 교사가 보통이상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임교사들은 대부분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앞으로 교직생활을
얼마나 더할 것이라고 생각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전직하고 싶다는 응답이 24.2%(31
명), 한정적으로 몇 년간만 하고 싶다는 응답이 44.5%(57명), 평생하고 싶다는 응답이
31.3%(40명)으로 나타나서, 68.7%가 계속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지원실태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의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로서 처음 임용되었을 때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지에 대해 83.6%
(107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16.4%(21명)만이 오리엔테이
션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받은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 복장
등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둘째, 지금까지 초임교사로서 받은 특별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6.7%(111
명)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13.3%(17명)명 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초임교사들이 처음 교사로 임용되면서,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초임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늘 도움을 받는다는 교사가 3.9%(5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교사가 33.6%(43명), 그
저 그렇다는 교사가 18.0%(23명), 간혹 도움을 받았다는 교사가 32.8%(42명), 거의 도움을 받
지 못했다는 교사가 11.7%(15명)로 나타났다.
넷째, 그렇다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선배교사라고 대답한 사례가
56.3%(72명), 같은 처지의 초임교사가 24.2%(31명), 원감 선생님 7.0%(9명), 원장 선생님
3.1%(4명), 기타 2.3%(3명)이라고 대답했고, 도움을 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교사도
7.0%(9명)이 되었다. 교사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든 적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배 교사나, 같은 초임교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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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임교사로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사생활을 보다 성공적으
로 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초임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실습이
50.8%(65명), 유아의 행동지도에 관한 내용이 26.6%(34명), 각 영역별 교과목이 8.6%(11명), 교
육관의 정립이 7.8%(10명), 교육과정의 이해가 5.5%(7명), 기타가 0.8%(1명)로 나타나서, 초임
교사들은 교육실습과, 유아의 행동지도에 대해 대학교육에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임교사로서 교직생활에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 대
해서 < 표 6> 과 같이 대답하였다.

<표 6>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교직경험이 풍부한 선배교사 한 분이 개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초임교사 개별지도제

31

24.2

교직 생활 첫해에는 책임을 맡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수습교사제

29

22.7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25

19.5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강화

23

18.0

지역별로 초임교사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의 주선

19

14.8

1

.8

128

100

기타
계

< 표 6> 에 의하면 교사들은 교직경험이 풍부한 선배교사 한분이 개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
는 초임교사 개별지도제와 수습교사제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연수, 오리엔테이션, 초임교사의 모임 순으로 적응에 필요한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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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이 교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며, 나아가 이들 초임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임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과중한 업무이다. 과중한 업무에 어
려움을 느끼는 교사의 비율이 43.8%가 되어 초임교사의 거의 절반 가량이 과중한 업무를 힘
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업무는 교수활동, 교재준비, 수업계획, 환경구성,
유아생활지도, 행사준비 및 진행, 사무업무, 차량지도, 청소, 급식준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
이 많다. 초임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학급을 경영해 나가
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 속에서 기타의 행사준비 및 행사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춘화(1991)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과다 업무에서 가장 높은 갈등을 보였
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가 초임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과중한 업무는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근무조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는 과중한 근무시간이라고 답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최근 2,3년 사이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에 업무를 준비하고 실행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초임교사들의
1일 교육시간은 평균 4.59시간으로 대부분 연장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육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연장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많아짐에 따라 사립유
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임교사들의 교육시간을 포함한 1일 근무시간은 9.8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9년 통
계청에서 조사한 국민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우리 나라 전국민의 하루평균 근로 시간인 8시
간 42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임선빈, 2000). 초임교사들은 주당 5.31일을 근무한다고 응
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당 근무시간을 산정해 보면 무려 52.41시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OECD가입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인 1999년의 47.9시
간(김규원, 2000)보다도 무려 4.51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숙(1991)의 연구결과에
서도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42.9%가 넘는다고 하였고, 백혜리
(1990)의 연구에서도 40.5%가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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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67.2%가 1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초임교사들은 경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더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초임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긴 근로 시간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초임교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까? Russell(1935)은 아이들과 같이 있다
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자질을 가진 교사라도 업무가 과중할 때에 아이들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을 간직하고 있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가 주는 위해성을 경고
하고 있다.
초임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급여에 대한 불만족, 유치원 교사에 대
한 사회적 대우와 인식의 부족은 전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가능하면 전직하고 싶다
거나, 한정적으로 몇 년간 만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초임교사들의 생
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기도 이전
에 과중한 업무에 눌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초임교사들이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성의, 인식 및 이해의 부족인데, 이는 초임교사들
이 대학에서 배웠던 교육의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나 학부모들이 이와는
다른 요구를 해올 때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임교사 자신이 유아
의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지적했
는데, 학부모들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을 해오거나, 유아의 행동에 대한 진단과 판
단을 묻는 질문을 해올 때 교사들은 유아들과의 경험부족에서 기인한 유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강진옥
(1993)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이직의 원인으로 학부모들의 간섭이 심한 것을 들고 있는 것
과도 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아직 교육경험이 많지 않아서 학부모
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교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과 교사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서 오
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화되지 못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보여진다. 학부모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식되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과, 초등학교에 비해 비싼 교육비와 사교육의 범람으로 유치원 교육 또한 사교육의 범주
에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교실붕괴, 교권 추락
등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교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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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임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그 다음 문제는 특정한 유아의 문제를 포함하는 유아들의
생활지도이다. 초임교사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전체의 30%가 넘는 교
사들이 특정한 어떤 유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생활지도에서 어
려움을 느끼는 교사도 22.7%가 되어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생활지도 중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도 가장 많은

40%정도가 역시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임교사들은 유아의 행동 특성에 관한 경험적 이해가 적기 때문에 유아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임교사들이 경력교사에 비해 문제
어린이의 통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임승렬(199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 살아남기 위해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통제나 제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노정화, 1996), 이 과정에서 한 두명의 특정 유아들은 교사의 통제에 따라주지 않게 되고 초
임교사들은 이로 인해 학급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초임교사들은 또 유아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상과 벌 등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서, 26.6%는 대학교육에서 유아의 행동지도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기
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초임교사들이 유아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수활동 중에서 초임교사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활동은 이야기나누기이고, 그 다음
은 신체표현활동인데, 약 40%정도의 교사가 이야기 나누기가 가장 어려운 활동이라고 대답
하여 대집단 활동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는 학급의 통제와 주의집중
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경력교사에 비해 교실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집단 활동 이외에 초임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교수활동으
로는 실내자유선택활동, 수과학활동, 실외자유선택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어렵다고 대답한 초임교사는 각각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집단활동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교
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교직경험이 풍부한 선배교사 한 분이 개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초
임교사 개별지도제 즉, 멘터 교사제와 1년간 책임을 맡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수습 교사제이
다.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
션의 강화, 지역별로 초임교사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의 주선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박효임, 1997)에서 수습교사제도에 찬성하는 교사는 75.3%가 되어서 초임교사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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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체계적인 초기 적응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한 선배교사와 초임교사
를 연결 지어 실제 수업에서 학급경영 및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개별지도제에 대해서도 82.8%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초임교사들
을 대상으로 한 이천규(1996)의 논문에서도 초임교사들은 초임교사 안내교육을 가장 선호하
였으며 초임교사 개별지도제와 초임교사 간담회 주선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에 관한 임승렬(1999)의 연구에서는
5년 이상의 경력 교사로 하여금 초임교사를 6개월간 계획안 작성, 교육활동 평가, 저널 쓰기
지도, 수시로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등을 지도하게 한 결과, 입문교육을 받
은 초임교사는 교수계획을 수립할 때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신장되었고, 학급에서의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명확하
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되었고, 교수효능감
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Abell과 그의 동료들(1995)은 수습교사 프로그램에서 멘터 교사
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임교사들이 풋내기 교사인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자신
들의 필요에 따라 교사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도록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임교사들이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이 놔둠으로서 좋은 자
질을 가진 교사가 지쳐 떨어지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
의할 필요가 있다. 경력이 많은 교사를 지도교사로 배치하는 방안과 수습교사제는 초임교사
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고 교육현장에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습교사제를 대학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결론
연구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초임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초임교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9.87시간으로, 교사들이 유아들을 교육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의 구조적
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근무시간과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치원의 학교법인과 원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그 다음으로 초임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학부모와의 관계, 유아생활지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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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누기를 비롯한 대집단 활동의 지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직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으로서, 초임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보충하여 줄 필요가 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유치원 원장과 선배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다수의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68.7%가 전직하거나 몇 년간만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초임교사로
서 받은 지원이나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없었다고 밝혀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보
여주고 있다. 초임교사들이 유치원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의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은
교직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사의 개별지도제와 수습교사제를 희망하고 있다. 초임교사들의 현
장 적응을 돕고,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별지도제와 수습교사
제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사립유치원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교사
와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지역에 한정된 연구로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설립
구분에 따른 초임교사들의 어려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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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First-Year
Kindergarten Teachers In Taking A Role Of Their Work:
Centering Around A Private Kindergarten In Metropolitan Area

Le e , Hyu n - Kyu n 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ribe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first-year kindergarten
teachers when they were taking a role of their works, and to find the way of an induction program
for them.
This research was done with 128 beginning teachers in private kindergarten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All the data and information used for constructing this study was based on surveys done by these
beginning teachers sellected.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was a questionnaire composed of 38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survey said the most difficulty of the beginning teachers was their heavy work. Their
average working time was 9.87 hours per day.
2) The next was a relationship with parents of their children.
3) The third biggest difficulty was how to guide and counsel their children.
4) Among their teaching process, storytelling and movement education were major difficulties.
Accordingly they were under a difficulty of teaching in a large group.
5) The induction programs which beginning teachers prefered were mentoring program and
inter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