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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pre-service teachers images as infant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principals and
their changing patterns before and after educare practic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of the
pre-service teachers enrolled in edu-care department at B university in P city. To collect the data, pre-service
teachers were interviewed and interviewed before and after the edu-care practice. For this purpose, we asked
them to describe their images as pre-service teachers, infant and early childhood, principals before and after care
practice. These images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before the educare practice,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white drawing paper,
cute, pure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positive image of love and care. After the educare practice,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positive image with some negation included hateful, not childish, angel, need to trim, etc.
Second, Before the educare practice,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positive image of love and care for the image
of teachers. After the educare practice,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positive image with some negation
included difficult, hard, educator, caregiver, etc. Third, before and after educare practice, pre-service teachers
identity as principals have not changed, but they were nonetheless able to re-cognition their identity as
principals through the educare practice. After child care practice, infant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s
changed love, caring and so on.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educare teachers, principals
professionalism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eachers education and educare
center.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pre-service teachers to give opportunities to reflect their images and from
new images through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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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로서 제기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가지며(이장익, 2005),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
의 보육교사양성과정은 성공적인 교사입문과 지속적인 교사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강문숙, 2010).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양성교육을 받는 과
정에서 보육현장을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여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
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조부경, 배소연, 윤기영, 1995),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다.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과정을 통해 보육현장의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익힐 수 있고(강문
숙, 2011), 실제 현장에서 교직 신념, 정체성 형성 등 교사로서의 모습에 대해 재인식해볼 수 있
는(최애경, 2007) 경험을 한다.
보육실습에서, 보육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하게 되다. 예컨대,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동안에 수많은
이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천적 지식을 쌓는 등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경
험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언어로 보완하여 재표현 해보는 활동은 보육현장의 이미지 형성과정에 있어
매우 좋은 매개물로(Mitchell & Weber, 1999), 직업의식과 신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그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면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상(像)을 정립하고 보육의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며 보육교사, 원장이 전문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이금란, 2000).
이미지란 추상적인 것으로서 경험과 외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예비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의 이미지는 보육현장의 특정 집단에 대한 상으로 개
인이 갖는 신념, 인상, 느낌, 생각, 아이디어의 총합으로서 개인과 사회 구성원의 생각 속에 존
재하는 현실과 이상의 관념이나 그들의 상(象)으로 정의될 수 있다(조형숙, 김정숙, 2011). 그래서
박혜훈(2009)은 특정한 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개념, 인상의 총합인 이미지가 개
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
미지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훨씬 묘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
은 표현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상징적 이미지는 개인이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심리
적인 사실(psychological truth)에 근거한다(Rule & Harrell, 2006)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들의 반성적 사고 과정 및 실천적 지식의 구성과정에 관련되어 전문인으
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교사연구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정
현숙, 이지현, 임승렬, 2002; Lin & Spodeck, 1994).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질, 역할, 직무만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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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울러, 예비보육
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교사, 원장의 이미지는 기억, 호감 등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보육 상황과 보육문화를 이해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에(정명숙, 황해익, 2010)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 원장의 이미지는 교사가 가져야 할 어떠한 이상형으로서, 이는 자아개념에서 비
롯되며 보육 상황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내면적 사고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육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정현숙, 이지현, 임승렬, 2002).
예비보육교사가 드러내는 이미지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주관적이
고 객관적이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박아청, 2003),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언어가 존재
할 수 있다.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이미지를 표현해보는 것은 실제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구체
적인 교사 이미지와 정체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성찰에도 도움이 된다(이학주,
2000; Mitchell & Weber, 1999).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개인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정의적, 내면적 이미지들의 총체적인 것으로(하은옥, 2007) 나타나, 은유의 형
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Moser(2000)는 은유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다면적 연구방법을 제안하
였는데, 은유분석은 특정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행동분석이므로 이미지 분석에 효과적인 도
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이미지 분석은 미래 그들의 이미지
에도 도움을 주므로(Lin & Spodeck, 1994) 내면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보육실습 경험과 관련하여 보육실습 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요인은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양성과정, 실습내용, 실습보육교사 본인의 지식기반, 실습지
도교사와의 관계(박성미, 2002; 임승렬, 2003; Lin & Spodeck, 1994)등이라고 하였다. 그 중 예비보
육교사는 실습지도교사나 원장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윤기영, 정현숙,
류칠선, 2001)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에서 보육프로그램과 교수
방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따라 영유아, 실습지도교사, 원장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보육 상황은 교사가 기대하는 방향이나 순서, 이론
적인 지식 적용이 잘 이끌어지지 않고(Carter, 1990; Connelly & Clandinin, 1985), 부정적인 이미지
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Calderhead & Robson, 1991; McDaniel, 1991) 남아 있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지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 가능한 개념이므로, 이미지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하은옥, 2007).
지금까지의 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교사 이미지(김정원, 조혜선, 2012; 이금란, 2000; 전윤숙,
2010; 정현숙, 이지현, 임승렬, 2002; 최애경, 2007), 유아교사의 자아상(임승렬, 2003), 유아교사
이미지 변화(박은혜, 조운주, 2007; 이은하, 고은경, 2008; 이춘자, 2010; 황해익, 김병만, 김미진,
2013) 연구들이 있다. 외국에서는 그림을 활용한 예비교사의 자아 이미지(Swennen, Jorg, &
Korthagan, 2004; Weber & Mitchell, 1995) 등이 있으며, 이미지 변화 측면에서 김정원, 조혜선
(2012)의 연구는 보육실습 전과 후 교사만의 이미지 변화를 탐색하고 있다. 최근 원장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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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연구와(민혜영, 2015; 이경하, 김영주, 2015) 유아 관련 이미지 연구들이(성원경, 2015; 심상
욱, 2002; 정진, 송원경, 이춘자, 조인경, 2007)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 이미지
연구들은 현장교사, 예비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로 유아교사 이미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
는 것으로 이미지 변화의 대상과 방법을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유를 매개로
보육실습을 통한 다양한 대상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보육현장에 대
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 개선시켜야 할 측면은 원장
과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임을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다(Bloom & Sheer, 1992). 이를 고려하
여, 예비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분석은 보육교사로서의
주체성과 확실한 자아상을 갖게 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정현숙, 이지현, 임승렬,
2002),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보육철학과 보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육교
사양성과정에서는 보육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반성적 글
쓰기와 저널쓰기(석은조, 정금자, 2006) 등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
육교사양성과정이나 보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변화를 명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은 성찰일지, 저널, 대화, 인터뷰의 방법들이(Carter, 1990; Holt-Reynolds, 1991) 있다.
보육현장의 이미지를 지각하는 예비보육교사는 스스로 보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찾고, 동료
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교실수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념을 형성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보육현장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역할과 보육 스타일에 영향을 주
고, 보육현장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과 후에 어
떤 보육교사, 영유아, 원장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영유아 이미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보육교사 이미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원장 이미지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P시 B대학교 보육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34명의 예비보육교사들이다. 예
비보육교사 10명(29.4%)은 민간어린이집, 24명(70.6%)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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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유목적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는데(Merriam, 2002)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보육실습
을 앞두고 있는 보육관련학과 예비보육교사들이다. 이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보육교사, 영유아,
원장의 이미지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은
보육교사론 과목을 수강하여 보육교사가 가지는 직업의식, 신념, 정체성을 위한 반성적 사고과
정을 경험하였고, 보육교사직에 대한 선행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이다.
<표 Ⅱ-1> 연구 참여자 현황
보육시설유형 n(%) 학급 수
이상
국공립 10(29.4) 65학급
학급 이하
6학급 이상
민간 24(70.6) 5학급 이하
계

n(%)
4(11.8%)
6(17.6%)
16(40.05%)
8(23.5%)

(N=34)
실습학급 연령
실습지도교사 경력/연령
2세
6
15년이하
4
20대
2
3세
6
10년이하
14
30대
18
4세
6
5년이하
4
40대
10
5세
10
3년이하
2
50대
4
6세
6
38

예비보육교사는 국공립 보육시설 5학급 이상(3세반)에서 6명이(17.6%), 민간보육시설 6학급 이
상(4세반)에서 16명(47.05%)이 보육실습을 하였다. 이 중에서 예비보육교사 18명(52.9%)은 경력이
10년 이하이고 30대인 실습지도교사에게서 지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과 후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대해 직접 기술한 성찰일지와 인터뷰 내용이다. 예비보육교
사들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전에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그 이유를 기술토
록 하였다. 2015년 11월은 보육실습이 진행되었고, 12월 첫째주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예비보육
교사들에게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 이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변인들인 보육시설유형, 담당학급연령, 실습지도교사, 원장, 영유아 등 전반적인 보육
과 관련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년 12월 한달 간 자신이 경험한 보육실습 전
과 후 이미지의 변화과정에 대해 그룹당 3~5명씩 인터뷰를 하였으며, 총 2회 8시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예비보육교사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개방적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작성하여 3인의 평
가전문가 및 보육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질문문항은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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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 느낌이나 보육실습 후에 느낀 점과 기타 성찰활동 등이다.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
하기 위해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였
고, 직접적인 설명과 보육실습 관련 인터뷰 내용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Bogdan과 Biklen(200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동일 범주로 간주하여 부호화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를 하였다(Merriam, 2002). 그리고 보육전문가인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여
분석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개입과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글 안에 내재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내용분석을 하였
다. 내용분석이란 주어진 문서, 메시지, 문헌, 기록물 등에 나타난 준거, 태도, 주제 등을 알아내
는 절차로 질적자료분석법 중의 하나이다(김도연, 2008). 따라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목록화
(listing), 범주화(classifying), 제거(elimination), 원자료에서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쳤다. 분석자료에 대
한 평정자는 아래와 같이 배치를 하였으며 분석의 과정에서 분석자간 cross checking을 통해 분석
의 타당도를 높였다. 그리고 평정자간 신뢰도 Cronbach‘s ⍺값을 구했고 분석자간 내적 일치도는
.91~.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Ⅱ-2> 분석자료에 대한 검토자 배치
분석자료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원장에 대한 이미지

분석자
연구자 1, 2
연구자 3, 4
연구자 1, 2

검토자
연구자 3, 4
연구자 1, 2
연구자 3, 4

Ⅲ. 연구결과
예비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각 특성에 따라 이미지
가 독특하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직접 기술한 성찰일지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
로 그 속에 내재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미지의 유형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나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 이미지가 명확한 경우 개인적 자질인 인성적, 건설적, 성직자적,
헌신적, 봉사적, 전문적 역할, 정서적, 양육자, 외형적, 순수한, 내면적, 직업적 위상 등의 긍정
또는 부정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1.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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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하얀 도화지, 사랑스러운, 재롱을 부
리는, 귀여운, 순수한, 앙증맞은 등과 같이 나타내었다. 보육실습 후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유아의 이미지 중 사랑스러운, 얄미운, 개구쟁이, 아이들마다 특색이 있으며, 보살펴 주
어야 하는, 잘 다듬어 주어야 하는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들 영유아의 이미지 속성은 사랑과 돌
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1) 보육실습 전에 나타난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보육실습 전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하얀 도화지, 사랑스러운, 위험으로부
터 지켜주어야 하는 등 사랑스럽고 귀여움의 외형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을 가졌고, 늘 동요와 율동으로 재롱을 부리는 모습 하
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귀엽고 마냥 순수할 것 같은 존재...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귀엽고 앙증맞은 상큼한 이미지이다(2015. 9. 5. K예비보육교
사, 성찰일지).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영유아, 엄마와 떨어져서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작용 많이 될텐데..영유아들이 안되어 보이기도 하고요(2015. 10. 13. K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전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하얀 도화지와 같은 순순한 내면적 이
미지와 영유아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다소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서적인 이미지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며 영유아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보육교사는 확
실히 영유아를 좋게 인식하는(Weber, Mitchell, 1995) 정서적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하얀 도화지, 순수한 등으로 표현한 것은 빈 용기 또는 백지상
태인 것으로 보는 로크의 관점으로,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위해 학령기가 될 때까지 돌봄과 교육
을 실천한다. 즉,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하는 순수한 영유
아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Gilligan(1994)에 따르면, 돌봄과 보살핌은 일종의 윤리로서 영유아
에 대한 따뜻한 배려, 희생, 봉사, 동정심, 사랑, 애착,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돌
보고 지켜주어야 하는 돌봄의 주체로서의 대상자임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2) 보육실습 후에 나타난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후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 얄미운 존재, 눈치보는 아이, 개
구쟁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놀리는 아이, 순수한, 천사, 아이들마다 다른 특색을 가졌으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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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쿡 쥐어박고 싶지만 보살펴주어야 하고 잘 다듬어 주어야 하는 등 다소 부정적이면서도 긍
적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때론 사랑스럽고 때론 얄미운 존재였어요...왜냐면 아직 3세인데 눈치를 보거나 아이
답지 않게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 아이도 볼 수 있었어요. 순수하긴 하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라든지 안좋은 경험이 많아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아이도 있었어요
(2015. 12. 14. M, H예비보육교사, 인터뷰).
개구쟁이 같이 말은 독하게 안듣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교사를 놀리는 듯이 하고
쿡 박아주고 싶고 내 아이를 놓으면 미워질 것 같다(2015. 12. 6. M예비보육교사, 성찰
일지).
위와 같이,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에 대해 보육실습 전과 다소 상반된 이미지를 나타내었
다. 즉, 보육현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비보육
교사는 영유아가 순수하지만 때론 말을 듣지 않고 아이답지 않으며, 공격적인 모습에서 쿡 쥐어
박고 싶고, 얄미운 존재로 솔직한 자신의 부정적 정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펴주어야 하고 잘 다듬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마다 특색이 달랐고
요, 아이들의 하나하나 모습이 가정환경을 속속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보육교사가 되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 가르쳐 주고, 옆에서 보듬
어 주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2015. 12. 14. M,
B예비보육교사, 인터뷰).
말을 안들으며 때로는 순수하고 울다가도 먹을 꺼에 웃고 한참 놀다가도 눈만 때면
사고나고 잠잘 땐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여기있는 동안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2015. 12. 5. S예비보육교사, 성찰일지).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보살펴주고 잘 다듬어주어야 하는 돌봄의 주체인 이미지로, 영
유아중심 보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Rogers와 Webb(1991) 그리고
Nodding(1986) 등도 가르치는 일에서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돌봄과 보살핌은 대상을 돌보는
행위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양옥승, 2004). 예비보육교사들의 돌봄에 대
한 실천은 영유아에 대한 관심, 영유아중심의 이해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고 다듬어주며 행동을
수정해주는 등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의 돌봄은 가르치는 일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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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염지숙, 2005).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실습 전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보육실습 후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표 Ⅲ-1> 보육실습 전과 후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
대상
보육실습 전(긍정의 이미지)
보육실습 후(부정의 이미지+긍정의 이미지)
,아이들마다 다른 특색, 때론 쿡 박아주고
영유아에
사랑스러운, 하얀 도화지, 귀 싶은얄미운
, 개구쟁이, 보살펴주어야 하는, 잘 다듬어 주어야
대한 이미지 엽고, 순수한, 지켜주어야 하는 하는, 천사 등

2.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1) 보육실습 전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사랑하는 사람,
잘 돌봐주시는, 도움을 주는, 보육, 안전하게 교육시키는, 제2의 보호자, 올바른 성인으로 키워주
는 등 보육교사의 역할 이미지로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랑과 돌봄을 실
천하는 속성의 긍적적인 이미지를 나타났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유아들을 잘 돌봐주
시는 사람이예요. 저는 단지 아이를 보육만 한다는 선생님의 이미지뿐이예요. 보육교
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비슷합니다(2015. 10. 8. M, K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아이를 사랑으로 다스리며 문제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도움을 주고 안전하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성인으로 키워주는 선생님이다(2015. 9. 5. H예비보육교사, 성찰
일지).
위의 사례에서,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영유아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지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등 돌봄의 이미지를 강
조하고 있다. 즉,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신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보다는 과거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는 제2의 보호자로 온화하고 착하며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2015. 10. 8. M예비보육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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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 그냥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귀가시키
는 이미지이다(2015. 9. 5. J예비보육교사, 성찰일지).
예비보육교사는 보육교사에 대해 온화한, 착한 등의 정의적인 측면이 다소 포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잘 가르치는 교사, 영유아를 돌보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보호자의
역할 이미지와 온화, 착한 등 개인적 자질을 나타내는 교사의 인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보육실습 전 예비보육교사가 나타내는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과 돌봄, 교육을 실
천하는 등 보육교사의 역할과 개인적 자질인 인성의 긍정적인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2) 보육실습 후에 나타난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인내심, 가르쳐주는, 몸을
아끼지 않는, 엄마 같은, 힘든 일, 방치상태, 사랑이 부족한 등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던 보육교사 이미
지가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다소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에서 갈등과 혼란의 은유로 나타나게 되었다. 보육실습 전 예비보육교사들의 기대감은 보육실습
을 거치면서 혼란과 불안으로 변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예비보육
교사는 이러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Fuller, 1969) 때문에 스스
로를 격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 교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피곤해
보였어요.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란 직업은 정말 힘들지만 아이를 사랑
하고 가르쳐서,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교사로서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2015. 12. 13. M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예비보육교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영유아를 사랑으로 가르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에 보람을 느끼는 교사, 헌신하는 교사, 영유아의 행동을 수정해주는 행동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보육실습 전과 같이 보육교사는 보육이 힘들지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에 중점을 둔 긍정
적이고 건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로서 성직자적 보육관을 나타내고 있으
며 전문성을 지닌 보육교사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헌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예비보
육교사는 교사로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적극적이며 능
동적인 교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아무리 보육현장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보육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성직자와 같은 모습의 보육관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봉사와 헌신의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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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육교사의 손길이 많이 모자랐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바쁘고 힘들지만 아이를 자주 쳐다보고 살펴야 한다고 느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다(2015. 12. 6. P, O예비보육교사,
성찰일지).
보육실습 후의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어렵고 힘든, 피곤한 등 희생이
수반되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즉, 예비보육교사는 교사의 관심과 손길이 더 필
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면서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한 교사의 모습을 가
져야 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
로 표현하고 있어 명확하고 뚜렷한 교사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사로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반성적 사고가 잘 일어나며 전문인으로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Bullough,
Knowles, 1991)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신체적 정
신적으로 고되고 힘든 현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영유아중심의 보
육에 초점을 두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예비보육교사는 보육교사가 바쁘고 힘들지만
영유아를 잘 돌볼 수 있는 인내심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실천하는 교사, 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인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랑으로 다스리기에 많이 부족하며 정말 인내심이 깊고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예절과 생활력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2015. 12. 14. M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교육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주는 사람 ‘엄마’같은 존재
라고 생각해요(2015. 12. 14. J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예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이미지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머니와 같은 양육자
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돌보는 엄마의 역할처럼,
보육교사의 자질과 태도는 영유아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전통적인 모친유형(Katz, 1980)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을 아끼지 않고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보육신념이
드러나는 모성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 전에는 영유아들을 보호
하고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실제 보육현장은 보
육교사의 손길과 배려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비
보육교사는 실습 전에는 교사로서 유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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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후에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엄마와
같은 양육자로서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보육교사로서의 돌봄이나
교육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보육교사의 역할을 재인식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 전과 후에도 사랑과 돌봄의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이는 보육
실습 전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던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보육실습을 통해 더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실습에서 힘들었던 경험은 영유아에게 더 많
은 손길과 도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어 오히려 반성적 사고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
다. 또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고려함에 있어 돌봄과 교육자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는 것은 영유
아교사의 역할 중 전문적인 교육자로서의 교수모형(Katz, 1980)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전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으로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렇듯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과 후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들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 보육실습 전과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대상
보육실습 전(긍정의 이미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
보육교사에 람,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보호자, 엄마,
대한 이미지 사랑, 따뜻한, 온화하고
착한

보육실습 후(부정의 이미지+긍정의 이미지)
정말 힘든 일, 부족한 교사의 손길, 인내
심, 생활예절을 가르쳐 주는, 몸을 아끼지
않는, 돌봄, 엄마, 사랑, 교육자, 행동수정
자등

3.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원장에 대한 이미지
1) 보육실습 전에 나타난 원장에 대한 이미지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 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동경, 존경,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온화, 헌신적이면서도 무섭고 까다로운 등 긍정과 부정이 포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원
장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권낙원, 2008; 박병기, 김우리, 김영미, 2015)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존경과 동경의 대상으로 표현하
였다. 즉, 예비보육교사는 원장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모델링이 되는 동경과
존경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원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넘 좋아서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원을 운영해 볼까하는 생
각도 있었거든요. 아이를 사랑하고 보육교사들이 존경하는 인물 같은 이미지인 것 같
아요(2015. 10. 13. M, L예비보육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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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원 교사가 어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많은 행사 일정과
아이들에 대해 어떤 특강을 하면 좋을까 어떤 외부수업을 늘릴까 보육시설에 더 필요
한 것은 없는지 고민하는 문제해결사와 같은 분이다(2015. 9. 5. P예비보육교사, 성찰
일지).
온화하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아낄 줄 모르고 뛰어다닐 줄 아는 어린이집을 책
임지는 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2015. 10. 8. K예비보육교사, 인터뷰).
원장에 대해, 교사가 어려워하는 것을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문제해결사의 이미지를 나타내었
다. 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보육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헌신하는 원장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역할 이미지로 여겨진다. 인터뷰에서, 예비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예측불허한 일들이 일어나
면, 원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원장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내는 관리자, 책임자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무섭고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은 무게를 가지고 원을 하나하나 돌
아보시며 체크하시는 무서운 사람이요.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께는 눈웃음을 만발하
시는 분이예요(2015. 10. 13. J, O예비보육교사, 인터뷰).
보육실습 전, 예비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원장의 이미지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관
리자의 이미지와 원장의 개인적 자질에 관련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즉, 업무수행에서 책임
자, 경영자로 표현하였으며, 개인적 자질에서 무서운, 까다로운, 온화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인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을 이끌어가
는 원장의 교육철학과 경영방식 그리고 무조건적 지시에 따라야 하는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
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 보육실습 후에 나타난 원장에 대한 이미지

보육실습 후 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할 일을 타인에게 미루지만, 아이들에겐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넓은, 잘 챙겨주는, 아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무서
운, 도깨비 아저씨, 몰래카메라, 구두쇠, 사랑하는 척하는 등 보육실습 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이
부각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집단의 구조적 특성상 구성원 간의 역할 모호성과
한 구성원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전윤숙, 2010)하고 있다. 이처럼, 원장은 조
직을 적응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관의 성과를 제고(김경혜, 김진숙, 200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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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리자, 직업적 위상의 역할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예비보육교사는 원장에 대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인의 이미지와 어린이집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관리책임자의 이
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원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아이들에게만은 어머니 같고 아이들의
아이를 보면 따듯하게 안아주시는 원장님이셨어요. 어려운 존재이면서 잘 챙겨주시는
사람! 아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이예요(2015. 12. 14. K, S예비보육교사,
인터뷰).
따뜻하시고 어머니 같으시며 아이들 한명 한명을 자식처럼 여기고, 아이들의 정보를
아시는 따뜻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2015. 12. 5. N예비보육교사, 성찰일지).
보육실습 후, 예비보육교사는 할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영유아들에게는 따
뜻하고 마음이 넓은 등 보육실습 전과 마찬가지로 부정과 긍정이 혼합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예비보육교사에게 비친 원장의 모습은 해야 할 일을 보육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서운, 성난
도깨비 아저씨, 몰래카메라 등의 부정적인 외형적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아래의 원장은 기관장
이라는 직업적 위상을 과시하는 탑다운 방식의 수직적인 관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섭고 성난 도깨비 아저씨가 되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행
동 하나에 마음 속 깊은 한숨이 또 늘 아이들의 집을 망원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속속
히 다 아시는 모습이 꼭 몰래카메라 같은 선생님이다(2015. 12. 14. K예비보육교사, 성
찰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까, 심지어 환경판 만드는데도 돈을 아끼려는 구두쇠 같
고, 부부싸움을 하면 원을 나가버리는 과감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요. 아이들을 사랑
하는 척 했어요. 실습지에서의 원장님의 이미지는 별로였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원아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나니 마음이 아팠다(2015. 12. 5. K, G예비보
육교사, 인터뷰).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원에 잘 안 있으시고 자기 일하느라 바쁘셔서 신경을 쓰
지 않고 한번 들르시면 보육교사에게 요구사항만 말하고 가시는 것 같아 별로 그리
좋아보이진 않았다(2015. 12. 5. L예비보육교사,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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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후, 예비보육교사는 원장이 영유아를 사랑하지만 원에 잘 머물지 않으며, 어려운 재
정적 문제로 힘들어 하는 모습, 영유아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모습은 있지만 보육교사에게는
요구사항과 일만 맡기는 등 부정적인 원장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
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할 일도 많지만 영유아를 감당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정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비보육교사는 원장에 대해, 원 운영
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어려움을 인식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아끼려는 모습에서 구두쇠로 나
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원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영인으로 여기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는 원장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아끼려는 부정적인 경영자의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는 운영자 측면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는 긍정적
인 이미지와 영유아들에게도 가식적인 사랑을 주는 느낌, 구두쇠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는 경영자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 보육실습 전과 후 원장에 대한 이미지
대상 보육실습 전(긍정의 이미지+부정의 이미지)
동경, 존경, 원 운영에 고민이 많은, 문제
원장에 해결사
, 무서운, 까다로운, 부모와 영유아에
대한 게 눈웃음
이미지 책임지는 등만발한, 온화, 영유아를 위하는,

보육실습 후(긍정의 이미지+부정의 이미지)
어머니, 따뜻한, 일을 미루는, 마음이 넓은, 구
두쇠, 사랑하는 척, 어려운 존재, 잘 챙겨주는,
무서운, 도깨비 아저씨, 몰래카메라, 구두쇠, 바
쁘시고 요구사항만 말하는, 좋아 보이지 않는,
별로, 영유아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등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실습 전과 후에 나타난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전과 후, 영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에서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의 이미
지로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전에는 영유아에 대해 사랑스럽고 귀여운, 지켜주어야
하는 등 막연한 보호의 대상으로 표현하였으나,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개구쟁이, 아이들마다
특색이 있고 얄미운 존재이지만 잘 다듬어 주어야 하는 등 영유아의 특성이 나타난 보육대상임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은 유아가 어리고 연약하여 잘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며 막연히 유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정진, 성원경, 이춘
자, 조인경(200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전에는 도화지, 사랑
스러운, 순수한 등의 긍정의 이미지에서 보육실습 후에는 잘 다듬어주어야 하는, 얄미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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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의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를 연약하고 보살
펴야 하는 존재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이미지가 변화하였다고 한 성원경(2015)의
연구와도 같은 입장이다. 또한 보육실습을 통해 영유아들이 방치된다는 인식에서 보육교사의 손
길과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정적 이미지는 오히려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배려와 돌봄
의 대상이 영유아임을 재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비보육교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육신념
을 보육실습이라는 경험을 통해 재인식하고 확인함으로써 더 명확한 이미지가 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요
구를 반영하는 등 자신의 보육실습 경험과 연결하여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보육교사 이미지로
재구성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보육교사는
사랑이 부족한, 손길이 필요한 등의 영유아에 대해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다소 부정과 긍정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영유아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Gunilla,
Peter, & Alan, 1999). 이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영유아에게 귀 기울이고 자세하게 살펴야 할 가치
가 있다고 한 Gunilla, Peter와 Alan(1999)의 연구를 지지한다. 예컨대, 영유아는 좋은 사람들과 친
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일 때 행복감을 느끼며(Seligman,
2009), 심리적 장애와 불안 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줄어들며 나아가 행복감이 높아진다(강문숙,
2017).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과정에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실천적 지식이 형
성되었고, 나아가 영유아에 대해 사랑과 돌봄 그리고 교육의 대상임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이
미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육실습 전과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에서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의 이
미지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고려함에 있어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자로서
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예비보육교사들 자신의 과거 경험들과 보육실습 경험이 보육교
사의 신념과 정체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예비보육교사는 인내하고 사랑
으로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규수, 이병래(1995)의 연구에서 대부
분의 교사들이 헌신적인 어머니 즉, 모친유형(Katz, 1980)과 이금란(2000)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는
정성과 사랑, 따뜻하고 온화한 이미지임을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보육교사에게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동반한 인내의 개인적 자질이 요구되는 인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전과 후, 보육은 힘들지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에 중점을
둔 긍정적인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보육실습 전에 가지고 있던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개인적인 경험과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실습 전과 후에,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영유아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교육자, 지도자의 이미지가 더 명
확하게 나타내었다. 즉, 보육교사는 사랑과 돌봄만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보육실습을 통
해 힘든 직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행동을 수정해주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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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어야 하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의 이미지로 변화하였다고 한 박은혜와 조운주(2007)의 연구
와 일치한다. 예비보육교사들의 전문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양성과정 초기부터
예비보육교사들이 이전에 형성된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
서, 긍정적인 보육교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 대학의 보육관련학과 실습담당교수, 원장, 보육교사
와 협력하여 그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는 보육실습 과정, 즉 보육실습 시작부터 사후지도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학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동안 보육교사들이 수행하는 보육 관련 업무를 경험하면서 보육교사의 신념과 정체성, 자신감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보육현장을 경험하면서 보육교사직에
대한 갈등, 자신감 저하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보육현장에
서는 긍정적인 보육신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후 보육교사에 대해 인내심, 가르쳐주는, 몸을 아끼지 않는,
엄마 같은, 힘든 일, 방치 상태, 사랑이 부족한 등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나타내었
다. 예비보육교사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보육교사 이미지가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다소 갈등
과 혼란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가 가
지고 있던 보육교사에 대한 신념 및 정체감은 변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가능성 내에서 부분적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 Gee(2000)의 연구, 유아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이금란
(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중 사랑과 돌
봄에 대해 Noddings(1986)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에서 돌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 중 지식뿐만 아니라 보살핌과 협력
등(양옥승, 2004)이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육교
사교육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재인식과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자신이 직무 자체에 대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방법의 이미지 표현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원장의 이미지에 대해 보육실습 전과 후, 긍정과 부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
로 나타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즉, 예비보육교사들은 원장의 이미지에 대해 보육실습을 시작하
기 전부터 어머니, 성난 도깨비 아저씨, 문제해결사, 사랑, 책임지는, 구두쇠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원장의 이미지가 지도자, 관리책임자, 보호자, 경영자로 보고한 이경하, 김영주(2015)의 연
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원장은 어린이집의 책임자로서 어린이집의 구성원과 관련자들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임져야하는 관리책임자로서의 긍정
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원을 운영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
이든지 아끼려는 구두쇠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
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교사의 처우문제, 영유아들에게 제
공되는 먹거리 문제 등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차영숙, 권미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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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장에 대해 동경, 존경 등 기관장의 직업적인 위상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전문적이
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장의 이미지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이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한 김영주(2014)의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예비보육교사는 원장이 해야 할 일을 보육교사에게 전가하며,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의 조직문화에서 불합리한 원장의 사적 고
용인으로서의 위계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한 강문숙(2015)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원장의
이미지는 보육교사에게 자신의 일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원장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일과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장의 이미지는 직업적 위
상이 드러나는 일방적인 탑다운방식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보육교사들의 직무만족에도 부정적
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장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보육교사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의미 있게 증진되고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두쇠와 같은 원장의 이미지는 보육교사들이 원장을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경영자의 이미지로 인식한 이경하, 김영주(2015)의 연구와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에게 실망과 불신의 이미지로 이어져 보육교
사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장은 어린이집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보육실습을 경험하는 예비보육교사도 원장에 대한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는 보육실습 사전 오리엔
테이션이나 특강을 통해 원장의 이미지에 대해 정보나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
으로 긍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는 보육실습에
서 반성적 사고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미
지의 변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보육실습을 통해 예비보육
교사의 교사 이미지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성찰일지, 인터뷰만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향후 포트폴리오, 저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미지 변화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보
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인터뷰와 성찰일지의 방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의 복합적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알
아본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의 개인적 경험뿐
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이 경
험한 보육실습은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원장의 특성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 요인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 변화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비보육교사가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가 교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연구도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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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영유아, 교사, 원장에
대한 이미지 분석: 보육실습 전과 후를 중심으로
강 문 숙1․김 두 규2

1한국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2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 교사, 원장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후 그들의 이
미지들이 보육실습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P
시 B대학교 34명의 예비보육교사들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 전과 후에
성찰일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보육교사들이 표현한 보육실습 전과 후의 영유아, 교사, 원장의 이미지
에 대한 은유들을 질적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실습 전, 예비보육교사는 영유
아의 이미지에 대해 하얀 도화지, 귀여운, 사랑스러운 등 사랑과 돌봄의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보육실습 후
에는 얄미운, 아이답지 않은, 천사, 잘 다듬어 주어야 하는 등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
되었다. 둘째, 보육실습 전,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사랑과 돌봄의 긍정에서 보육실습 후 어
렵고 힘든, 교육자, 양육자 등 다소 부정이 포함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셋째, 보육실습 전과 후,
원장의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들에게 보육실습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유아, 교사, 원장의 이미지를 재인식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보육실습
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의 이론적인 내용습득과 보육현장에서의 실천적인 삶의 통
합적인 과정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보육교사양성과정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게다
가, 보육교사교육과정에서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교사, 원장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예비교사, 보육실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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