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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사의 지적 겸손성향이 전문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발욕구와 동료교사 협력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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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tellectual humility refers to a tendency to recognize and accept that one’s personal 
beliefs or knowledge may be fallible and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reschool teachers’ intellectual humility predicts self-development needs and teamwork, which in 
turn, predict professional knowledge. In other word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velopment needs and teamwor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humility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preschool teachers. 
Methods: A total of 206 teachers across 32 pre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ting 
teac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intellectual humility, self-development needs, teamwork, and 
professional knowledge. SPSS 25.0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velopment needs 
and team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humility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teachers. In addition,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 was used to confirm the indirect 
effect.
Results: The teachers’ intellectual humility predicts professional knowledge via self-development needs 
and teamwork. In other words, teachers who acknowledge their own intellectual limits and are open to 
new experiences and learning opportunities have a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in teaching, 
and this relation is mediated by both self-development needs and teamwork. The bootstrapping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ndirec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is the first to introduce and apply a new concept of intellectual humility in a 
Korean sample. By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humility, self-development needs, 
teacher teamwork, and professional knowledge,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virtue in pre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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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

다.” 등은 겸손의 미덕을 뜻하는 속담이다. 겸손이란 남을 존

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진솔한 경향을 뜻한다(Aston & Lee, 2007). 다시 

말해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나타내고 자신에 대한 평

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 할 수 있다(S.-

W. Lee, 2020). 최근, 이러한 겸손을 지적능력에 적용한 개념

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Intellectual Humility (Krumrei-Mancuso, 

2017; Porter, 2015; Porter & Schumann, 2018), 즉 지적겸손이

라 일컫는다.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믿

고 있는 것들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

견을 존중하는 경향성이 있다(Leary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는 지적겸손이 유아 교사의 자기개발, 동료교사협력, 전문성

에 미치는 영향성을 탐색함으로써, 지적겸손의 개념을 국내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고 유아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의 유아교육 기관은 단순히 영유아를 보육하고 돌보

는 양육기관에서 더 많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장소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J. M. Kim, 2019).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정

보의 현대사회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교사의 질을 향상하

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Oh, 2020). 이에 따라 보

육의 질적 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더불

어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게도 민감

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였다(Y. J. Kim, 2001). 교육

기관 안에서 영유아들을 책임지는 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제2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에 교

사의 전문성 함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J. M. 

Lee, 2017).

교사의 전문성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

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의 개념,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열정과 헌

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적 특성을 가진

다(Oh, 2020). 유아 교사는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대한 지

식과 기술수행뿐만 아니라 영유아 개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파

악하고 있어야 하는 등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다(G.-Y. 

An, 1998). 전문성이란 전문적 직업에서의 태도와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그 전문적인 태도는 자신의 일

의 가치에 관한 신념이며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Lindsay & Lindsay, 1987; Cho에서 재인용, 2012). 특히, 유아 

교사에게 전문성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 유아 교사로서의 교육

적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며(Y.-R. Choi, 2018), 유아 

교사의 전문성은 현재 맡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여기고 새로운 

학습이론과 그에 따른 기술을 재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함

으로써 향상된다(S. H. Lee, 2011).

유아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 소진 등과 같은 교사의 심리적, 정서

적 요인이 있다(J. N. An, 2017; Y. Kwon, 2013; J. Lee, 2010; Y. S. 

Park, Song, & Lee, 2018; Yoon, 2017; You, 2011). 더불어 교사 개

인의 성격과 자기개발욕구, 행복감, 교사효능감, 자아 탄력성

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 역시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Y.-R. Choi, 2018; J. Kim, 2017; E. Y. Park, 2018; S. 

Park, 2019; Son, 2014). 그 중 특히 자기개발 욕구와 같이 교사

로서의 내적인 동기가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

타났다(S. Jeon, 2019; J. M. Kim, 2019; Y. Kim, 2019; E. Y. Park, 

2018). 다시말해, 교사의 자기개발욕구가 높을수록 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난다.

교사의 자기개발이란 스스로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하

고자 하는 향상 의욕을 갖고 스스로를 변화하려는 노력을 의

미하며(S.-H. Kim, 2003), 교사의 자기개발은 직무수행에 있어 

당연한 책무이다. 교사가 지녀야 하는 교육적 지식은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적응하고 꾸

준히 노력해서 익혀야 하는 과정이다(B. Y. Park, 2013). 유아에

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어도 유아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가 낮고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H.-J. Kim 

& Shin, 2008). 따라서, 교사의 자기개발욕구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S. H. Lee, 2015), 교사로서

의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등 개인 삶의 질적 향상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 E. Choi, 2018; Kang, 2015). 이러

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는 타인의 강요 없이 교사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

요한 요소이다(J. M. Kim, 2019; E. Y. Park, 2018). 이에,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 스스로가 지

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와 전문적 지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격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교사의 내재적 자기개발 욕구를 예측하는가? 개

인의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깊은 성격 특성 중 지적겸손

(intellectual humility)성향은 자신의 인지능력과 지식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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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지적능력을 인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Krumrei-Mancuso, 2017; Porter & Schumann, 

2018).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중의 많은 부분은 불완

전하거나, 편향이 존재하거나, 틀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Gilovich & Griffin, 2010),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Koehler, 1991; Moore & Healy, 

2008).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

만, 사람마다 자신이 믿고,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

는 정도에는 차이가 난다. 지적겸손 성향은 이렇듯 자신의 지

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다. 예를 들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지, 다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지, 타인의 비판과 조언을 적극 반

영하는지 등이 지적겸손 성향에 포함된다. 지적겸손 성향은 

겸손이라는 전반적인 태도보다는 지적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더욱 구체적인 개인의 성향이다(Davis et al., 2016; Gregg 

& Mahadevan,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더 크고, 새로운 정보를 얻

는 것에 큰 흥미를 보이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서 알아가

려는 의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ary et al., 2017; Porter, 

2015).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자 하는 내재적 동기와 학업 성취가 높다(Porter & Schumann, 

2018). 더불어, 지적겸손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인지적 한계

를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에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를 가져 타

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특성이 있다(Krumrei-Mancuso, 2017). 

또한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덜 하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

는 의견에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용한

다(Davis et al., 2016; Leary et al., 2017). 따라서 지적겸손 성향

은 자신의 믿음, 견해, 지식에 대한 불완전성을 얼마만큼 인정

하는지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견해에 대한 개방성과 수

용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ary et al., 20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새로

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며, 타인의 견해에 개

방적이라는 실증적 연구결과와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보이며, 

배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적겸손 성향의 정의적인 측

면을 고려해 볼 때, 지적겸손의 성향이 높은 교사는 자기개발 

욕구와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겸손성향이 높은 교사일수록 스스로가 더 나은 교육을 위

해 노력하려는 자기개발욕구가 높을 것이며, 이는 높은 전문

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이 자기개발 욕구를 매개로 전문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 내적(intrapersonal)인 발전을 꾀하는 자기

개발  욕구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interpersonal) 또한 교사의 지적겸손성향과 전문성과의 관계

를 매개할 수 있다. 대부분 교육기관이 그러하듯 유아교육기

관에서 동료 교사는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Schaufeli & Greenglass, 2001). 교사는 직무 특성

상 동료 교사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연구하고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S.-H. Kwon & Kim, 

2013).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고,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

며, 교사들 간의 관계가 밀접한 영유아 교육기관의 특징을 고

려해 볼 때,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결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 Kim, 2011).

동료교사 협력은 교사들간의 의사소통 및 전문지식의 공

유를 원활하게 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도 한다

(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 2007; Sung, 2018). 동

료교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교사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하게 되고, 동료교사의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교수법을 시

도해 보는 등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E. M. Jeon, 

2017; M. S. Lee, 2002; J. H. Park, Song, & Lee, 2016). 더불어, 

유아 교사의 교사협력관계는 교사효능감과 부모-교사 협력관

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 교사가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유아와 가족을 지

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성 높은 교사로 성장하는데 동

료교사와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J. Kim, 2019; 

S.-H. Kwon & Kim, 2014).

어떤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동료와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까? 유아 교사의 동료협력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

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 판단,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일수록 동료와 원활한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 Kang, 2015). 더불어 자

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획, 실천, 평가에 

참여하는 자기장학을 하는 교사일수록 동료 교사들과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고, 수업에 관한 주제와 방법을 거리낌 없이 공

유하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Oh, 2020).

비록 자기장학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계획, 실행, 평가

를 거치는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지적겸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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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념 및 성격 특성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개념 모두 외부 강요 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키

고자 한다는 내적인 동기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

라서, 자기장학과 동료교사 협력관계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

준 선행연구(Oh, 2020)와 지적겸손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라는 선행연구(Davis et al., 2016; 

Leary et al., 2017)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받아

들이고자 하는 지적겸손이 높은 교사일수록 긍정적인 동료협

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인지적 부족함을 인정하

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교

사일수록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하고자 하는 자기개발 욕구

가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적겸손이 높은 

개인이 타인의 의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적겸손이 높은 교사들은 동료와의 긍정적인 협력관

계를 유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기개발 욕구와 긍정

적인 동료교사 협력관계가 교사 전문성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다는 선행연구(E. M. Jeon, 2017; H.-J. Kim & Shin, 2008; M. S. 

Lee, 2002; S. H. Lee, 2015)를 토대로,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은 

자기개발 욕구와 동료교사 협력을 매개로 교사 전문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

안에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 신념, 행동, 가치

관,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Y. S. Lee, 2001)이라는 측면

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전문적 지식으로 측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적겸손 성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내 학

계에 최초로 소개함과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연관된 

교사의 성격적 특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향상을 위해 인지적 겸손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욕구와 동료교사협력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

을 밝힘으로써 이를 교사교육에 활용하여 유아의 건전한 성장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 자기개발욕구, 동료교사협력, 전

문적 지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이 전문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자기개발욕구와 동료교사 협력의 이중매개 효과

가 유의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으

며,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32개소에 재직 중

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

로 수집하였으며 총 300부의 질문지 중 210부(70%)의 교사 설

문지가 회수되어 그 중 불성실 응답 4부를 제외한 206부가 분

석에 활용되었다.

교사의 평균 연령은 35.4세(SD = 8.80)로 나타났으며, 연령 

범위는 20대 31.6%, 30대 36.4%, 40대 이상 32%로 30대의 비

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은 전체 참여교사 206명 중에서 남자

가 1명으로 0.5%, 여자가 205명으로 99.5%의 비율로 나타났

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가 65%, 대학교 졸업 

이상이 35%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 이하가 더 높은 비율을 보

였고, 유아 교사의 총 경력 평균은 6년 6개월(SD = 4.49)이다.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유형으로는 국공립 어린이

집과 단설 유치원을 포함하는 지원시설이 52%, 민간 사립기

관을 포함하는 미지원시설이 47.6%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

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 자기개발욕구, 동

료교사협력, 전문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지적겸손성향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orter와 Schumann 

(2018)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지적겸손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내가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적능력에 대해 칭찬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지적 발전을 위해 나의 약점을 

고려한다.”, “나는 내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피드백도 적극 반영

한다.”, “나는 어떤 주제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것을 인정한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지적능력에 감탄한

다.”로 총 6문항이다.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적겸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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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욕구

유아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한 검사척

도는 Y. S. Lee (2001)의 자기개발 영역과 선행연구 자료를 참

고하여 S. H. Lee (2015)가 영유아 교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

완한 교사용 자기개발욕구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중 본 

연구와 관계된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직무수행능

력과 관련된 ‘전문성 영역’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나는 

요즘 영유아 발달의 이해와 아동학에 필요성을 느끼며 관심이 

있다.”, “나는 요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며 지도방법 개

선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를 포함하는 12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응답방식은 5단계의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배점을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

도는 .90이다.

동료교사협력

동료교사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Finkelstein (1981), Lord (1994), 

Sergiovanni (1992), DeShaw (2009)의 변인들을 참고하여, Shah 

(2011)의 Teacher Collegiality Scale (TCS)를 중심으로 S.-H. 

Kwon과 Kim (2013)의 교사협력 측정도구를 J. Lee (2014)가 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나는 학급경영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한다.”, “나

는 동료교사와 함께 일을 하면 그들로부터 배울게 많다고 생

각한다.”, “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며 교육업

무와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등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응답방식은 5단계의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배점을 하고, 점수

가 높을수록 동료교사협력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내적합

치도는 .93이다.

교사의 전문적 지식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수준을 Lindsay와 Lindsay (1987)의 전문

성 인식 도구를 기초로 하여 Cho (2012)가 수정·보완한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인식 척도를 사용하여 하위요인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합한 교수

법과 전문지식적용의 가능 여부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

고 학부모에게 유아발달 및 문제에 대한 상담 가능 여부를 포

함한다. 이에 예를 들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알

고 있다.”를 포함하는 질문 2가지와 “학부모들에게 유아발달 

및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다.”를 묻는 2

가지 질문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단계

의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로 배점을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스스로 지각한 전

문적 지식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77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교사 대상 질문지 문항에 대한 적절성과 이해

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어린

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2019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 대

상 질문지의 소요 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문항의 진

술 방식 등 실시에 문제가 없음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를 진행

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충청북

도에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

여 기관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

명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하는 교사들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

고 교사가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질문지

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우선적으로 SPSS를 사

용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과 자기개발 욕구, 동료교사 협력이 교사의 전

문적 지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version 3.4 (Model 4; Hayes, 2017)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표본수 5,000)을 실시하였다.

Results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영향에 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자료와 상관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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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의 평균은 3.95 (SD = 0.49), 자기개

발 욕구는 3.52 (SD = 0.53), 동료교사 협력은 3.60 (SD = 0.48), 

전문적 지식은 3.75 (SD = 0.51)로 나타났다. 유아 교사의 지적

겸손 성향은 자기개발 욕구(r = .37, p < .001)와 동료교사 협력

(r = .31, p < .001), 전문적 지식(r = .22, p < .01)과 정적인 상관

이 나타났다. 유아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 또한 동료교사 협력

(r = .62, p < .001)과, 전문적 지식(r = .40, p < .001)과 정적인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료교사 협력과 전

문적 지식 역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 = .45, p < .001).

지적겸손 성향과 전문적 지식의 관계에서 자
기개발욕구와 동료교사 협력의 이중매개효과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이 전문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발 욕구와 동료교사 협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4번 모형을 이용하였다(Hayes, 2017; 

Preacher & Hayes, 2004). 결과는 Figure 1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이 자기개발 욕구

로 가는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 = 

.23, SE = .07, 95% CI [.09-.36]), 자기개발 욕구와 동료교사 협

력을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5, SE = 

.07, 95% CI [-.08-.19]). 둘째, 지적겸손 성향이 자기개발 욕구

를 예측하는 경로와(B = .40, SE = .07, 95% CI [.27-.54]) 자기

개발 욕구가 전문적 지식을 예측하는 경로가(B = .18, SE = .08, 

95% CI [.02-.33])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겸손 성향에서 전문적 지식으로 가는 경로에

서 자기개발 욕구의 간접효과 역시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B = .07, SE = .03, 95% CI [.01-.14]). 마지막으로 지적

겸손 성향이 동료교사 협력을 예측하는 경로와(B = .30, SE = 

.06, 95% CI [.17-.43]) 동료교사 협력이 전문적지식을 예측하

는 경로가(B = .34, SE = .08, 95% CI [.18-.5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지적겸손 성향에서 전문적 지식으

로 가는 경로에서 동료교사 협력의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0, SE = .04, 95% CI [.04-.19]).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과 전문적 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유아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Main Variables

Variables M SD 1 2 3
1 Intellectual humility 3.95 0.49
2 Self-development needs 3.52 0.53 .37***
3 Teamwork 3.6 0.48 .31*** .62***
4 Professional knowledge 3.75 0.51 .22** .40*** .45***

Note. N = 206.
**p < .01. ***p < .001.

Figure 1. Path estimates (unstandardized) from double mediation model. Total eff ect is in the parenthesi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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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협력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적겸손이라는 개념을 국내 학계에 소개하고 교

사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지적겸손이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겸손 성향이 전문적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

이 높을수록 교사 스스로가 지각하는 전문적 지식 수준도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유아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과 

전문적 지식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재하다. 

하지만,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개념적인 유사성

을 가진다. 개방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변

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사일수록, 개방적인 태도로 

교수학습 과정에 유연하게 수행하는 교사일수록, 전문성 인

식도 높게 나타나며(Jeong, Hsiao, Song, Kim, & Bae, 2016; Joo, 

Park, & Hwang, 201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까지 유아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자질이나 효능감, 직무만족도 등과 같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느끼는 심리적 변인과 전문성 

간의 관계 탐색이 주를 이루었고, 교사 개인 스스로에 대한 신

념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지적겸손 성향이라는 새로운 성격 특성 변인을 소개하

고, 이 새로운 변인이 교사의 전문적 지식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경로모형에서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은 자기개발욕구

를 통해 전문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의 지적겸손 성향이 강하고 높은 교사일수록 자기개발욕구가 

높다는 것은 지적겸손 성향이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

여를 일으켜 자기개발욕구를 향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도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학습정보

를 얻는 것에 흥미가 있으며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서 지식을 

해소하려는 욕구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eary et al., 2017; 

Whitcomb, Battaly, Baehr, & Howard-Snyder,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겸손 성향은 유아 교사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

습득과 새로운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익히고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여(Porter & 

Schumann, 2018), 자기개발 욕구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의 이러한 자기개발 욕구는 다시 전문적 지식에 정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가 높을수록 교사의 전문적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와 전문성 간의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J. R. Kim, 2008; S. A. Kim, 

2005; Y. Kim, 2019; S. H. Lee, 2015)와 일치한다. 즉, 교사는 꾸

준히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 지식 수준

을 성장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개발 욕구와 더불어 동료교사 협력은 지적겸손 

성향과 전문적 지식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적겸손 성향이 높은 교사일수록 동료들과 원활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는 전문적 지식의 향상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 온 

학교현장에서의 교사들 간의 협력활동을 강조하는 움직임과 

교사협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와 일치한다(McLaughlin & Talbert, 1993; 

Opfer & Pedder, 2011; Song & Park, 2016). 더불어, 본 연구

의 결과는 그간 선행 연구에서 밝힌 교사의 정서지능(Ryu & 

Kang, 2015), 자기 장학(Oh, 2020) 이외에도 자신이 틀릴 수 있

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개방적인 교사의 성격적 특성이 

교육과 행정 업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교사들의 협력관

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적겸손 성향, 자기개발 욕구, 동료교사 협력 등과 같은 정

의적인 요소들이 유아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성을 

탐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 승급 교육 등의 

필수 교사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기술이나, 지식에 치우쳐있

다. 지적겸손, 자기개발과 같은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동료교

사 협력 등과 같은 대인관계 역량이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 본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Table 2
Unstandardized Path Estimates for the Main Model

Paths B (SE ) LLCI ULCI
Total effect: Intellectual humility → Professional knowledge .23 (.07) .09 .36
Direct effect: Intellectual humility → Professional knowledge .05 (.07) -.08 .19
Intellectual humility → Self-development needs → Professional knowledge .07 (.03) .01 .14
Intellectual humility → Teamwork → Professional knowledge .10 (.04)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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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교사의 인성,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적겸손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유익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

에서 시행된다면 교사교육이 또 다른 일거리와 부담으로 전락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지적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의 의견

과 견해에 수용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지

적겸손 성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수준의 노력이 필

요하다.

최근 개정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유아 교사들에게 

있어 과거의 수업방식과 놀이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한다. 가령,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유아·놀이 중심의 교

육과정 운영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끼리 

정서적 지원과 배움을 나눌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자신이 모르

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견해와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교사의 지적겸손 성향은 변화된 환경과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에 더없이 중요한 역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적겸손

을 높일 수 있는 개인, 조직 수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교육과정과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과 혼란이 자신

감과 유능감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지적겸손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

는 연구이기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Porter와 Schumann (2018)

이 개발한 원척도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겸손함의 

의미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Yamagishi et al., 2012), 후속 연구에서는 국

내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도구를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이 자기 보고식의 설문으

로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의 설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답편향(response bias)

이 크게 나타난다(van de Mortel, 2008). 응답편향은 지적겸손, 

자기개발 욕구, 전문적 지식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

람직한 답이 있을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에서 측정한 교사전문지식은 교사의 전문지식을 직접 측정

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인식한’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및 행동측정 등과 같은 보

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지원시설로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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