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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셀프리더십, 보육교직원의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491명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사회적 지지 질문지(이재영, 2012), 역할수행 질문지(박복매, 2011)와 셀프리더십 

질문지(박동현, 2014)를 사용하였다. 결과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ANOVA 검증, Scheffé

의 사후검증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임유아교사의 

보수와 학력,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은 각각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

다.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은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으나 셀프리더십에서는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임유아교사의 개인변인을 고려하여 역할수행과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원장이나 동료교사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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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조직구조가 단순하며 기관 특성상 가정과 학교의 특징

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조인숙, 2005) 교사가 안정적으로 역할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는 근저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인적 물적 환경으로서의 직무환경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

별히 교사로서 초임기에 있는 경우 직전교육을 마치고 교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어려

움에 직면하며,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응해 간다. 초

임 유아교사들은 자신의 교수행위와 능력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심리적인 위축감을 보인다(조운주, 최일선, 2004). 임진형(2000)에 의하면 초임교사는 학생지

도, 학부모와 동료와의 관계, 행정가와의 교류, 시간의 부족, 교수활동, 과다한 업무, 사회적 지

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학급경영의 측면에서는 수업자료의 부족, 지식 

및 교수기술의 부족으로 유아의 생활지도, 문제행동 지도,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며(백은주, 2006), 대인관계 면에서는 부모나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

며, 원장의 기대나 동료교사들의 평가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힌다(조혜진, 2007). 

  일반적으로 초임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아의 

행동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Tankersley, 

2010). 이들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인해 이직에 대한 갈등에 부딪히기도 

한다(문혁준 외, 2011). 백은주(2006)는 초임유아교사가 학급경영의 측면에서 수업자료의 부족, 

지식 및 교수기술의 부족으로 유아의 생활지도, 문제행동 지도,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또한 초임유아교사는 담당학급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분석하여 즉각적

으로 도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을 못하

는 등의 미숙함을 보인다(곽현주, 2004).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국가차원에서의 유아교사에 대

한 업무 기대, 교육정책 등에서 오는 교사의 역할은 복잡해지고 있으며(박복매, 2011), 전문가

다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초임교사가 현직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음

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포괄적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보 관리자, 반성적 실천가, 유

아의 권리옹호자, 교사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김정희, 최미경, 최윤진, 2013). 본 

연구에서는 박복매(2011)의 연구를 기초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교육 및 교수활동과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 역할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최현미, 김성민, 권정심, 이경옥(2009)은 교사의 역할수행과 정서지능, 

조직풍토, 직무만족이 관련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유아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 설립유형 

등 개인변인에 따라 역할수행에 차이가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박성남, 2009; 이경, 2002; 한유

진, 2009).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오선영과 강병재(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경력이 많을수

록 역할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박향숙(1995)

의 결과도 있다. 이세나와 이영석(2006)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능력이 기관유형별로 유

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사립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혜진(2003)의 경우 연령과 경력, 학력

이 대체적으로 높았을 때 역할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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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장시간동안 교실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유아교사는 매일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초임유아교사는 교수활동 및 업무처리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여(김옥주, 2012) 의사결정

과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초임유아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원장이나 동료교사 등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지원이 될 수 있다.

  유아교사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기관의 직무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

공되는 긍정적인 자원(Schwarzer & Nina, 2007)으로 직무환경 중 인적 환경에 해당된다. 유아

교사의 업무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아교육기관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한 조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이

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교사들에게 전달되며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수

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직원 지지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고영자(2007)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의 총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정서적 지지는 특정대상으로부터 제공받는 존경, 애정, 관심, 신뢰 등을 의미

하며, 정보적 지지의 경우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고 사건의 해결과 관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평가적 지지는 칭찬이나 조언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태도와 행위를 포

함하는 것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물질적 지지는 재정적인 도움과 지원에 관련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에서 교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장과 동료교사, 직원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그 속성상 유아교사의 역할에 긍정적 기여

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속적인 지지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

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이러한 지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우며(Sarason, 

Shearin, & Sarason, 1987), 문제해결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

에 대해 살펴본 이윤경(1999)은 동료교사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 격려를 바탕으로 밀

접한 관계를 맺을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원장의 교사를 위한 충분한 배려와 지지

는 교사의 업무몰입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초임교사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승연

(1993)은 초임교사의 생존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치원 내의 지지

적인 풍토 조성 등 원장의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며, 동료교사들 간의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Katz(1985)에 의하면 초임교사는 지원, 이해, 격려, 확신, 위로 등의 심

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교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원장이나 선배교사의 즉각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정희와 이용주, 김동춘(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원장의 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원장이나 동료교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초임유아교사들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기도 하

지만 자기 스스로의 주도성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을 쌓아 장기 근속하는 것이 힘들지만, 반면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경력을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교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심리적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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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전략이 있다

는 것이다(윤성은, 2013). 심리적 전략은 자기 자신의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이며, 이는 교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인지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을 스스로 리드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고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전략으로 정의된다(Manz & Sims, 1990; Marshall, 

Kiffin-Petersen, & Soutar, 2012). 즉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

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이끌어 내는 심리적 전략이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자율성, 의사소통능력, 반성적 사고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조부경, 서윤희, 2011), 교사의 전문

성 발달을 위한 특성으로도 간주된다(김진영, 성원경, 2012; Manz, 1986). 본 연구에서는 박동

현(2014)의 연구를 기초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을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하였

다.

  교실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영유아를 진심으로 대하고 수용하려면 교사가 먼저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하는데(서현주, 2006),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발달,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아교사의 초기적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러한 셀프리더

십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초임보육교사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교사의 행동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석되고 있다(김세일, 2011; 서윤희, 조부경, 2012).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희(2012)의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교사가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진영과 성원경(2012)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문성 인식이 더 높았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동현(2014)의 결과에서는 보

수가 높은 집단이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유치원 보다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셀프리

더십이 더 높게 나타난 신미숙(2010)의 결과도 있다. 구지애(2011)의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은 보수와 경력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은 교사보다 참여를 한 교사의 자기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

란희(2012)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김수자(2006)는 셀프리더

십 훈련 프로그램이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현대사회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셀프리더십이 부각되고 있으며, 셀프리

더십은 교사의 배경변인과 관련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직무만족도, 교수의 실

제,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초임유아교사들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교사의 셀프리더십 변인은 돌봄 및 교육의 특

성을 가진 유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타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개인변인에 해당하는 보수나 학력, 연령,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초임유아교사가 지각한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셀프리더십을 역할수행의 예측변인들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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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지지와 교사 자신의 셀프리더십은 초임유아교사가 맡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임유아교사의 다양한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 중 하나로 셀프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개인변인

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둔다. 이를 통해 초임유아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

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사자신의 의지와 직무환경의 중요

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유아교사의 개인변인(보수, 학력, 기관유형, 연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

수행,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셀프리더십이 매개하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보육교직원의 지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셀프리더십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강원도, 전라도, 부산 등 전국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

린이집 교사 가운데 1년 이하 경력의 초임교사 491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다. 월 

보수는 2014년 보육교사 1호봉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급여액을 감안하여 구분하였는데, 

120-150만원 미만이 19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전문대 졸업이 194명(39.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사연령은 31세 

이상의 경우가 279명(56.8%)이였으며, 기관유형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145곳(29.5%)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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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91)

변인 구    분 N(%) 변인 구    분 N(%)

월 

보수

120만원 미만 91(1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13(23.0)

120-150만원 미만 191(38.9) 전문대 졸업 194(39.5)

150-200만원 미만 151(30.8) 4년제 대학교 졸업 151(30.8)

200-250만원 미만 54(11.0) 대학원 이상 13(2.6)

250만원 이상 4(.8) 학점은행제 20(4.1) 

연령

25세 이하 125(25.5) 

기관

유형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10(2.0)

사립유치원 80(16.3)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20(4.1)
26-30세 이하 87(17.7) 

민간 어린이집 145(29.5)

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78(15.9)

31세 이상 279(56.8) 가정 어린이집 128(26.1)

국공립 어린이집 30(6.1)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법으로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셀프리더십, 교사가 지각한 보육교직

원의 지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0명의 유아교사

를 대상으로 2014년 5월 한 달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과정은 유치원 5곳과 어린이

집 5곳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해당교사가 연구자와 함께 문항별로 내용을 체크하면서 대화식으

로 진행되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본 조사는 2014년 7월에서 8월에 실시되었다. 연구

자가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강원도, 전라도, 부산 등의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

운데 경력 1년 이하의 초임교사가 재직 중인 곳에 연락을 취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56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고, 그 중 506부가 회수되어 분석

에 사용되었다(회수율 90.4%). 그 중 누락되거나 다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49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자에 

관한 성세한 설명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함을 명확히 

밝히며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3. 연구도구

  1) 보육교직원의 지지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수정 보완한 이재영(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총 24문항으로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보육교직원의 지지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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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할수행

 본 연구에서는 이희경과 김성수(2000)가 개발하고 보육교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박복매

(2011)의 역할수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할수행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Manz(1998)가 개발하고 김민정(2007)이 번안하고 박동현(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셀프리더십 척도를 사용하였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 척도의 내용, 문항 예,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보육교직원의 지지

(하위요인: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 역할

동료교사, 선배교사, 원장, 기타 교직원으로부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의 전

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24 .971 

문항 예: 보육교직원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보육교직

원들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역할수행

(하위요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유아교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연구 및 반성

적 실천, 관련 역할  등의 역할을 실제로 행하는 것
60 .973

문항 예: 영유아를 쓰다듬어주거나 안아주며 사랑으

로 대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 환경을 준비해 제

공하였다. 

 셀프리더십

(하위요인:

행동적 전략

인지적 전략

교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쳐 자율적 의

사 결정자가 되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및 행동통제

를 통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는 과정
30 .917

문항 예: 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하고 있

는지 늘 확인한다. 나는 주어진 일 중 제일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 및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SPSS WIN 

20.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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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이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검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

하였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셀프

리더십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Sobel test를 이용한 Z(ab)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VIF는 10이하(1.000-1.297), TOL은 0.1이상(0.771-1.000)을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초임유아교사의 개인변인(보수, 학력, 기관유형,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3> 초임유아교사의 보수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N=491)

구분

보수

F
 120만원미만

91명(18.5%)

120-150만원미만

 191명(38.9%)

150-200만원미만

151명(30.8%)  

200만원이상 

58명(11.8%)

M(SD) M(SD) M(SD) M(SD)

보육교직원의 

지지
3.688(.634)a 3.824(.604)a 3.887(.581)a 4.200(.530)b 9.215***

역할수행 3.840(.451)a 3.893(.443)a 3.966(.436)a 4.165(.423)b 7.545***

 셀프리더십 3.752(.447)a 3.828(.476)a 3.884(.451)ab 4.068(.439)b 6.142***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001

  1) 초임유아교사의 보수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보수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F = 9.215, p < .001)와 역할수행(F =

7.545, p < .001), 셀프리더십(F = 6.142, p < .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

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직원의 지지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집단(M =

4.200, SD = .530)이 200만원 미만을 받는 세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역할수행의 경우도 200만원 이상의 집단(M = 4.165, SD = .423)이 200만원 미만을 받는 세 집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김정희

- 207 -

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200만원 이상 집단(M =

4.068, SD = .439)이 150-200만원 미만을 받는 집단(M = 3.884, SD = .451)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150만원 미만을 받는 두 집단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초임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학력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F = 3.051 p < .05), 역할수행(F = 6.122, 

p < .001) 및 셀프리더십(F = 3.568, p < .05)은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Scheffé 검증을 통해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직원의 지지의 경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역할수행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M = 4.047, SD = .449)이 전문대 졸업 집단(M = 3.850, SD = .45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경우도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M = 3.946, SD = .452)이 전문대 졸업 집단(M = 3.786, SD = .48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

<표 4> 초임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N=491)

구분

학력

F
 고등학교 졸업

113명(23.0%)

전문대 졸업 

 194명(39.5%)

4년제대 졸업이상

164(33.4)

학점은행제 

20(4.1)

M(SD) M(SD) M(SD) M(SD)

보육교직원의 

지지
3.783(.683) 3.813(.598) 3.878(.557) 3.858(.590) 3.051*

역할수행 3.943(.406)ab 3.850(.457)a 4.047(.449)b 3.851(.431)ab 6.122***

 셀프리더십 3.864(.433)ab 3.786(.486)a 3.946(.452)b 3.843(.466)ab 3.568*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05, ***p<.001

  3) 초임유아교사의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F = 4.732 p < .001)와 역

할수행(F = 2.456, p < .05)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셀프리더십(F = 1.179, p > .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검증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직원의 지지의 경우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집단(M = 4.111, SD = .478)이 

민간어린이집 근무 집단(M = 3.809, SD = .577)과 사립유치원 근무 집단(M = 3.703, SD = .7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역할수행의 경우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초임유아교사 집단(M = 4.077, SD = .407)이 사립유치원 근무 집단(M = 3.839, SD = .533)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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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임유아교사의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N=491)

구분

기관유형

F

국공립

유치원

10명(2.0%)

사립

유치원

80명(16.3%)

민간

어린이집

145명(29.5%)

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78명(15.9%)

가정

어린이집

128(26.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50(10.2)

M(SD) M(SD) M(SD) M(SD) M(SD) M(SD)

보육교직원의 

지지
4.192(.415)ab 3.703(.741)a 3.809(.577)a 4.111(.478)b 3.863(.564)ab 3.821(.675)ab 4.732***

역할수행 3.896(.413)ab 3.839(.533)a 3.919(.442)ab 4.077(.407)b 3.925(.408)ab 3.968(.455)ab 2.456*

 셀프리더십 3.910(.321) 3.818(.578) 3.832(.452) 3.965(.389) 3.835(.449) 3.892(.481) 1.179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05, ***p<.001

  4) 초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초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F = 3.897 p < .05)와 

역할수행(F = 5.452, p < .01), 셀프리더십(F = 6.027, p < .01)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직원의 지지의 경우 26세-30세 이

하 집단(M = 4.022, SD = .615)이 31세 이상 집단(M = 3.815, SD = .59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 역할수행의 경우 26-30세 이하 집단(M = 4.045, SD = .459)이 25세 이하 집단(M

= 3.842, SD = .49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26-30세 이하 집

단(M = 3.964, SD = .478)과 31세 이상 집단(M = 3.877, SD = .436)이 25세 이하 집단(M = 3.748, SD =

.50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6> 초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차이          (N=491)

구분

연령

F
25세 이하 

125명(25.5%)

26-30세 이하

87명(17.7%)

31세 이상 

279명(56.8%)

M(SD) M(SD) M(SD)

보육교직원의 

지지
3.859(.621)ab 4.022(.615)a 3.815(.595)b 3.897*

역할수행 3.842(.493)a 4.045(.459)b 3.947(.416)ab 5.452**

 셀프리더십 3.748(.502)a 3.964(.478)b 3.877(.436)b 6.027**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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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셀프리더십, 보육교직원의 지지 간의 

관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셀프리더십 사이의 관계는 r=.756 

(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역할수행과 보육교직원 간 관계와 셀프리더

십과 보육교직원의 지지 간의 관계는 각각 r=.494(p<.01), r=.479(p<.0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는 초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이 높아지고,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과 역할수행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7> 초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역할수행, 보육교직원의 지지 간의 관계 

1 2 3

1. 셀프리더십 1

2. 역할수행 .756*** 1

3. 보육교직원의 지지 .479** .4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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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초임유아교사가 인지한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

프리더십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변인 가운데 역할수행을 종속변인으로, 초임유아교사가 인지한 보육교직원의 지지를 독

립변인으로,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역할수행과 갖게 되는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표 8>과 같

다. 단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β=.494, p<.001)

는 종속변인인 역할수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셀

프리더십은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β=.479, p<.001)로부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β=.172 p<.001)에 미치는 정적 

유의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지지의 설명력은 

24.4%(F=158.16, p<.001)에서 셀프리더십이 추가 투입된 후 59.4%로 향상되었고, 이러한 설

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57.13, p<.001). 상기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임유아교사가 인지한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역할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셀프리더십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으로 그 경로모

형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표 8>의 1단계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역할수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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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1, 3 단계를 기반으로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표 8>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adj R2 F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보육교직원의 지지

-> 역할수행
.364 .494*** .244 .243 158.16***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보육교직원의 지지

-> 셀프리더십
 .366  .479*** .229 .228 145.39***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보육교직원의 지지, 

셀프리더십

-> 역할수행  

.127

.649

.172***

.674***
.594 .592 357.13***   

***p<.001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494***

R2=.244

               

[그림 2] 보육교직원의 지지에 따른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479***

R2=.594

       셀프리더십

.674***R2=.229

.172***

[그림 3]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셀프리더십에 따른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간에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10.44, p=0.000(｜Z｜>3.33, 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경로모형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정리하면, 초임유아교사가 인지한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역할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한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셀프리더십을 통해서도 역할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초임유

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역할수행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경로는 셀프리더십이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원장 및 동료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

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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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보육교직원의 지지

-> 역할수행
.494*** .172*** .322***

보육교직원의 지지

-> 셀프리더십
.479***  .479***

셀프리더십

-> 역할수행  
.649*** .649***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개인변인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셀프리

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고,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셀프리더십이 매개하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유아교사의 보수와 학력,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은 

각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셀프리더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에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집단이 200만원 미만을 받는 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200만원 이상 집단이 150만원 미만을 받는 집단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점수가 높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지애(2011)와 박동현(2014)의 결과에서는 보수

가 높은 집단이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보수는 개인의 직업선

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직무만족과 업무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이태평, 2001). 외부적인 보상인 보수는 초임보육교사 자신의 가치인

식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자신의 일 자체가 주는 보상을 

파악하고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잘 활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집

단이 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로부터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 역할수행 및 셀프리더십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결과 역할수행과 셀프리더십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전문대 졸업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집단과 학점은행제 집단

은 다른 집단과 유의차가 없었고,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오선영과 강병재(200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력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없었던 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지애(2011)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희(2012)의 연구결과나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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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난 장제익(2009)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와 행동에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자기영향의 과정이다(Ho & 

Nesbit, 2009). 학업수행기간이나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쌓은 학업성취도 정도가 현직교사로 

진입했을 때 역할수행능력 정도와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과 주도성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속연구를 통해 일관되지 않은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의미를 구체

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은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으나 셀프

리더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é 검증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

육교직원의 지지의 경우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집단이 민간어린이집 근무 집단과 

사립유치원 근무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역할수행의 경우 직장,부

모협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초임유아교사 집단이 사립유치원 근무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능력이 기관유형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이

세나와 이영석(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본 결과는 사립유치원 보다 국공립유

치원 교사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더 높게 나타난 신미숙(2010)의 결과와는 차이가 나며, 유치원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장영숙과 김현미(2013)의 분석결과와는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교사의 퇴직률과 이직률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높음을 감안 할 때(김정희, 

문혁준, 2010), 본 연구를 통해 초임교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제공을 아끼지 않

고 격려와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기관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

생복지 등 근무조건이 좋고 고유의 기관운영특성이 발휘되는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더 활

성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초임교사가 사립유치

원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교수활동이나 상담, 기본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더 적절히 수행함을 예

측할 수 있다. 즉, 기관유형에 따라 근무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

정도나 교사자신의 역할수행정도가 다를 수 있음이 짐작된다. 반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과

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관에 헌신하려는 셀프리더십은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은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Scheffé 검증 결과 보육교직원 지지의 경우 26세-30세 이하 집단이 31세 이상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역할수행의 경우 26-30세 이하 집단이 25세 이하 집

단 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26-30세 이하 집단과 31세 이상 집단이 

25세 이하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역할수

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박향숙(1995)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본 결과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분석한 신미숙(2010)과 김현지(2010)의 것과는 같은 맥락이며, 구지애

(2011)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Fuller와 Brown(1975)에 의하면, 초임교사는 자기중심

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라 설명한다. Burden(1983)은 초임교사를 교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지

식이 제한되어 있고, 교과 중심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쓰

려고 하지 않는 교사발달 단계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26세에서 30세 이하의 

초임교사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며, 선배교사나 원장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

는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십은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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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효과적이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김현미, 2013), 

연령이 높은 집단이 이러한 성향을 더 높게 발휘하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경력이 동일한 초임교사라 하더라도 개인이 처한 직무환경이나 개별 

특성에 따라 역할수행, 원장 및 동료교사 등의 지지,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측하

여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가운데 역할수행을 포함한 교사로서 배양해야 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직무환경에 건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아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은 단일한 요소나 단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기관특성과 

개인특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기관내의 문제해결을 위

한 접근방식이나 조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교사의 특징과 기관의 특징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육교직

원의 지지는 셀프리더십을 통해서도 역할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초임유아교사의 셀

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역할수행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로는 

셀프리더십이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종속변인인 역할수행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영자(2007)와 주연희(2004)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이다. 유아교육기관은 특정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조직으로, 유아, 

학부모, 동료교사, 원장,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기초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김인영, 1994). 초임교사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교직에 들어가는 순간 학생

에서 교사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역할로 변화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 시행

착오를 거치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좌절을 경험한다(Huling-Austin, 1990). 초임교사 기간 동안

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업무 중 부딪히는 갈등이나 무력감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한데(Armstrong, Kinney, & Clayton, 2009), 전문가의 안내나 다각적인 지원

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은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로부터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보겸(2015)의 결과를 참고해 볼 수 있게 한

다. 본 결과를 통해 원장이나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정보와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해주었을 때 초임교사가 자신에게 스스로 영

향력을 행사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수행을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내의 지

지적인 풍토조성 등 원장의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며, 동료교사들 간의 지지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임진형, 2000). 원장과 동료들이 교사에게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인 지원 등의 

적절한 사회적 지원(House, 1981)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다면 초임유아교사는 개인적인 침체에

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위환경에 대한 무능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무나 유아 및 학부모 등에

게 부정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초임유

아교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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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장이나 동료교사로부터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정적 유의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고 이것이 역할수행에도 영향을 준 것

이 확인되었다. 즉,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에 의해 부분 매

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내의 보육교직원의 지지가 초임교사의 역할수

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셀프리더십을 높임으로서 간접

적으로도 역할수행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초임유아교사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교사로서 초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초임유아교사의 업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

직원의 지지에 대한 직접효과 뿐 아니라 셀프리더십의 매개작용에 의한 간접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

육교직원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근무조건과 업무결과에 대한 격려, 애정이 담긴 조언과 함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교직수행능력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한 요인이 되며, 초임교사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사로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교사 및 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위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지시와 자기 동기부여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변인임을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지지는 

초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역할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접

적으로도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 연관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원장이

나 동료교사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교사가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

을 미쳐 교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역할수행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셀프리더십 능력은 후천적으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인데(조병남, 2010), 

스스로 변화를 촉구하는 셀프리더십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시키고 역할수행에서 오는 만

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수법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유아교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스스로 변화를 촉구하는 셀프리더

십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궁극적으로 배가시키고 역할수행에서 오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것이

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나 다양한 교육기회들을 통해 셀프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를 임의표집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

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과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육교직원의 지

지와 셀프리더십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지지와 역할수행,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요인별 분석을 세

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참여관찰 등의 교사의 실질적인 셀프리더십을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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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맥락에 근거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질적인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셀프리더

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청된다. 원장 및 동료교사의 지

지를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료 및 원장 장학, 멘토링 체제 도입 

등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한다. 교사의 교직수행능력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실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초임유아교사가 현장에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변인

임을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초임유아교사가 원장이나 선배교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 

업무로 인한 긴장과 부적응을 감소시키며 교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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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role performance and self leadership, and childcare teachers's suppor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91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Childcare teachers' support questionnaire(Jae-Young Lee, 2012) role performance 

questionnaire(Bog-Mae Park, 2011), an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Dong-Hyen Park,2014)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the research analysis, frequency, Cronbach's α coefficient, ANOVA test, 

Scheffé post-hoc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alculated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role performance and self leadership, and childcare 

teachers's support which were related to early childhood teachers' salary, education background, and 

age. Also,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role 

performance and childcare teachers's support, which were related to type of child-care center  role 

performance,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self leadership. 

Secondly, childcare teachers's support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s on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 leadership.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seek ways to enhance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self leadership under the considerations of their individu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to promote the practical support for the director or colleagues.   

▶Key Words : childcare teachers' support,  role performance, self leadership, beginning early 

childhoo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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