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및 연구업적

이성복 부교수

학위논문
논문명 소속학교(대학원) 학과/전공 학위 학위취득연도 비고

유아의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

교인 부모의 교육적 책임인식 

및 신앙교육 현황 조사연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석사 2000.2

유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2011.2

경력

기관명 직위 기간 비고
구립창이, 은석어린이집 원 장 2002.214~2011.2.2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과정 전문강사 2012.1~2019.8

협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흥대학교
겸임교수 2008.3.1~2011.2.28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위원 2010.9 ~ 현재

종로구청 종로구 보육정책위원 2019.8.1.~현재

한솔교육희망재단 이 사 2016.9.1~ 2019.8.31

세이브더칠드런 이 사 2022.3.1.~현재

저서

논문게재

번호 일자 구분 도서명 연구자수 발행지역 출판사 기타
1 2015.2 저서 보육실습 1 서울 파워북

2 2011.4 저서 보육과정 1 경기도 칼빈대학교출판부

3 2014.6 공저 3판 어린이집 운영관리 6 서울 창지사

4 2020.2 공저 유아발달 7 서울 파워북

5 2016.3 공저 영유아교육방법론 4 서울 정민사

6 2016.3 공저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10 서울 공동체

7 2016.8 공저 유아사회교육 7 서울 창지사

8 2021.9 공저 3판 아동안전관리 4 서울 창지사

9 2020.8 공저 놀이지도 11 서울 창지사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1 2011.9 국내
유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츤 유아 개인, 보육 및 가정 변인
2

대한가정학회

지
대한가정학회

2 2014.8 국내

초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미래유아교육

학회

3 2016.6 국내
예비보육교사의 정서지능 및 교직선택동기

가 교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2 아동보육연구 아동보육학회

4 2016.10 국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 : 대인관계유능성과 감사성향의 매

개효과

2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한국가정관리

학회

5 2017.6 국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태도가 영아의 다

중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2 한국보육연구

한국아동보육

실천학회



논문발표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대회명 주관학회(기관) 기타

1 201211.2 국내

초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변혁적 리더

십,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1

2012년도 추

계학술대회

구두발표

한국영유아교육

원교육학회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6 2020.6 국내
뇌 기반 교육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재인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2

열린유아교육

연구

한국열린유아

교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