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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인성발달 증진과 노인소외 상 감소를 한 교육 ㆍ사회복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한 연구 상자로는 G시와 J도에 

소재하는 4개 학교의 보육교사과정 이수자인 여학생 176명이다. 연구 도구로 사용된 비보육교사의 경

로행동 측정 도구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새롭게 변형한 모형에 맞춰 구성된 선행연구[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연구설계 내용으로는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

의도, 행동 등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태도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 등 출신념을 포함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검증 결과, 외생변

수와 내생변수 간에 유의한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로써 본 이론의 유

용성이 재 입증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유아의 인성발달이라는 교육  측면과 노인소외 상 감소라는 복지

 측면에서 노력하는 문가들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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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influencing path behaviors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o present the educational and social welfare measures for promoting children’s 

character development and preventing the alienation of the elderl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are 176 students who completed the childcare teacher course in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and J province. The scale of this study utilized modified, supplemented scale used in previous 

studies[1][2] that was constituted for a newly transformed model based on planned behavior 

theories. The contents of research design include salience beliefs such as attitude beliefs, 

normative beliefs, control beliefs, etc. as well as a model of planned behavior theories such as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behavior intension, behavior, etc.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ata collected by using the 

SPSS 18.0 for Windows. From the results of verification, all hypothesis was supported. Thus, 

usefulness of this theory was reconfirm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professionals who make every endeavor in a perspective of children’s character 

development and in a perspective of reducing alienation phenomen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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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2009년에는‘유아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어 2011년에

는 교육기술과학부로부터‘ 리과정’이 고지되었다. 이

는‘창의  인성’, ‘창의ㆍ인성교육’이라는 용어를 등장시

키며 유아의 창의성 계발이 유아교육의 핵심임을 강조

한 것이다. 특히 ‘ 리과정’에서는‘만 5세 아의 기본생활

습 과 질서, 배려, 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을 다.’는 제 하에‘만 5세 아에게 필요한 기본능력

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 를 형성하는 

것’을 목 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 역

시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와 창의ㆍ인성 함양 로그

램의 개발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과서  

교수법 개선에 한 방안을 제시[3]하는 등 인성교육이 

유아교육의 근간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은 

생득 인 것으로 생애 기에 형성되며[4], 서서히 형성

된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발달

의 다양한 역  그 어떤 역보다도 인성발달 역이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기가 인성발

달의 결정 인 시기라는 여러 학자들[5-7]의 주장은  

인성발달을 한 교육  개입의 당 성을 뒷받침한다. 

인성발달의 결정  시기인 유아기에 해당하는 부

분의 유아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육시설

인 어린이집에서 최 의 타인과의 계를 시작하고 있

다. 근래에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증가에 따라 유아들

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가는 추세

로 양육의 기능이 부모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옮겨져 가

고, 부모와 사회의 보육교사에 한 기  역시 높아지

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유아의 올바른 도덕성과 인

간 인 덕성함양에 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계

성  사회성을 포함한 사회  차원에서 요구되는 인성

 가치[8]이다. 

이와 련하여 구본만(2015)은 인성교육을 인격의 고

유한 특성인 개인차원의 주체성, 계차원의 공동체성, 

차원의 존엄성이라는 세 차원의 특성이 통합 으

로 발달되어야 한다[9]고 하 으며,  의미로는 인

성교육을 도덕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통합된 것[10]이

라 보고, 인성교육이 도덕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가진 정서행동문제나 부 응 문제 등을 

방하는 사회ㆍ정서  발달 역이 교육 인 측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한편 박 진과 김

숙자(2012)는 인성교육 내용의 ‘가치’ 측면을 각 민족들

과 국가들이 그들의 오랜 통을 통해 지켜내고자 하는 

지향 으로 밝히고[17], 서양사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유한 한국  효사상이 바로 사회  실천의 가치[11]

라고 하 다. 효사상은 한국  가치와 복지사상의 기

가 되기 때문에 가족  노인복지 주체를 사회  책임

으로 두어야한다는 가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두 

세 를 아우르면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노인에 한 존경의 태도를 포함한 사회 ㆍ국가

 차원의 노력을 효복지라 정의하고, 상호호혜성의 원

칙을[12] 강조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노인은 가부장제도 아래 확 가족의 어

른으로서 권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세 와 함

께 더불어 살았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은 세 는 노인을 단지 부양해야 할 

상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이는 나이에 한 편견이나 

노화에 한 몰이해와 같은 은 세 의 노인에 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13]. 이와 같은 이유로 

의 노인은 과거의 권 인 역할을 잃은 채 좁게는 

가족으로부터 넓게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노인 자살률 1 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10]이다. 노인소외 상을 McLean 외

(2008)는 이탈이론(theory of disengagement)에 근거하

여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  상호작용을 회피

하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수용해야 한다[15]고 

설명하 다. 그러나 노인은 결코 스스로 사회에서 이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진세월의 회한, 망 이

며 처량한 신세, 무가치한 삶, 참을 수 없는 통증과 무력

감, 의지할 것 업는 고독으로 인한[16] 타인으로부터 소

외되는 감정(a feeling of exclusion)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심에서 벗어나게 될 뿐[17]이기

에 동양의 미풍양속이자 다양한 세  간의 정  정서

를 담보할 수 있는 경로효친사상에 포함된 경로행동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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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통한 미시  수 에서의 노력[18]을 제안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동양철학  우리나라의 통 인 

에서 유아를 한 인성교육 내용의 을 경로사

상에 맞춰 유아의 인성발달이라는 교육  측면과 더불

어 노인소외문제를 미시 ‧ 간  수 에서의 사회복

지  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성교육과 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

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Lickona(1997)가 제안한 지

침이다. Lickona는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

는 12가지 상호지원 략을  ‘인성교육의 순환도’를 통

하여 소개하며, 도덕  향력을 지닌 교사가 될 수 있

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온정

인 배려자로서의 역할로 학생을 도덕  방식으로 우

하고 존엄한 존재로 우하는 것이다. 둘째는 도덕  

모델로서의 역할이며, 셋째는 윤리  스승으로서의 역

할로 칭찬과 바로잡음이 도덕  환류과정을 통해 제시

되는 것이다[19]. 이는 보육교사는 유아에게 지 한 

향을 미치는 모델링이라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을 

재차 확인 하는 것이며, 유아발달을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가 내면화 되는 과정이므로 비계설정자

로서의 교사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Klausmeir와 

Ripple(1971)에 의하면 노인에 한 태도와 고정 념은 

일 부터 발달하여 이후 삶에서 그들의 행동에 상당히 

안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20-22]. 한 사회문

화는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노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한 기 으로 작용하고[23][24], 

노인에 한 인식과 편견 역시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

하기에 세  간의 인지  차이는 생물학  측면과 사회

 측면에서의 구축[25]과 노인과의 정 인 상호작용

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성교육의  과정에

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핵심 인 향력을 

미치게 되는 교사가 진자, 조력자, 참된 교육자, 지도

자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끔 모델링 역할을 해야 함

은 물론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한 교사 자신의 심 

 실천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함을 피력하 다[26-32].

따라서 미래에 보육교사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비

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은 유아들의 노인에 한 인식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정 인 향 요인이기에 향후 

이들과 함께 살아갈 노인의 정서  안녕은 물론 나아가 

사회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교사 개인은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통 인 도덕  진리는 물론 극 으로 수용하

고 경청하는 존 의 태도와 같은 인류 보편 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될 필요[7][19]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유아기의 학습은 옳고 그름에 한 자기 자신

의 반성 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습 처럼 익숙해질 

수 있는 태도로 완성시켜져야만 한다. 따라서 비보육

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모델링을 통한 유아의 경로행

동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은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로행동을 통한 노인소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측하는데 

유용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는데, 이는 인간의 비의지  행동을 측 할 경우 합리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추가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 을 때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고 여러 선행연구들[1][33-35]은 보고하고 있다. 

Ajzen(1988)에 의해 개발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인간행동을 온 한 자의

 조 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합리  행동이론의 가정

을 비 실 인 가정으로 보고 행동에 한 태도와 주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추가하여 행동 측

범 를 의지 인 행동으로까지 이론의 폭을 확장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론이다[36]. 여기서 추가된 지

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직ㆍ간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행동 수행이 어렵거나 혹은 쉽다는 개인

의 지각을 의미하며, 이는 진조건, 자기성취를 포함한 

통제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제 요인  행동에 한 태도는 특정행동에 한 정

이거나 부정 인 견해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행동에 

따른 보상체계나 수행의 어려움에 한 지각인 개인  

상 이익, 사회  상 이익, 복잡성을 포함한 태도  신

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한 주  규범은 특정

행동 수행여부에 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회규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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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혹은 반 할 것인가에 한 

사회  압박을 의미하며, 이는 내  규범  신념  외

 규범  신념을 포함한 규범  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의 3요인은 어떤 행동의 

측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주  개연성을 의미하는 

출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7].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인간의 일

반 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합한 모형[38]나 특정행동

인 경로행동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측하기 하여 

Ajzen(1991)이 제안한 출신념을 외생변수로 포함한 

새로운 모형을 용한 연구[1][2]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1]이나 성인[2]을 연구 상으로 한 연

구로 유아의 경로행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태도나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

제의 상  요성과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의도 

측 값이 변화[38]하기에, 비보육교사라는 특정 집

단을 상으로 새롭게 구상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용하여 경로행동을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모델링이 되는 비보육

교사의 경로행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더불어 통합 인 요인으로 구성된 계획된 행동이론

을 근거하여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제 요인

들을 규명함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이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규명하기에 매우 유용한 이론임을 재 입증할 것

이다. 따라서 유아가 경로행동을 학습하는데 지 한 

향을 미치게 될 비보육교사의 자발 인 경로행동을 

유도하여 그들로부터 학습되는 유아가 미래에 핵심

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나라의 미풍양

속을 바탕으로 한 바른 인성을 갖추어 노인소외 상 

감소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 하며 노력

하는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보육교사의 출  신념이 경로행동

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

동의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가 경로행동에 미치

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G시와 J도에 소재하는 4개 학교

의 보육교사과정 이수자  설문응답 참여에 동의한 

247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여학생 182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는 친족

계인 조부모가 노인에 한 태도에 미치는 가장 큰 

향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39][40]를 근거하여 

비보육교사 역시 조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

존한 경우가 노인에 한 태도에 더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경로행동 조사 상으로 합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추출법을 활용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 다. 연구

도구로 사용된 비보육사의 경로행동 측정 도구는 계

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새롭게 변형한 모형에 맞춰 

구성된 선행연구[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인구사회학  항목  외생

변수인 태도  신념, 규범  신념, 통제신념 등 3개의 

출신념, 내생변수인 태도, 주  신념, 지각된 행동

통제, 행동의도, 경로행동 등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인구사회학  항목 3문항을 비롯하여 개인  상

이익 6문항, 사회  상 이익 6문항, 복잡성 6문항 등을 

포함한 태도  신념은 18문항, 내  규범  신념 6문항, 

외  규범  신념 6문항을 포함한 규범  신념은 12문

항, 진조건 6문항, 자기성취 6문항을 포함한 통제신념

은 12문항, 태도 6문항, 주  신념 6문항, 지각된 행동

통제 6문항, 행동의도 6문항, 경로행동 6문항 등 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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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측정하 다. 각 변수의 측정은‘매우 그 지 않

다’를 1 , ‘보통이다’를 3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

는 5  리커트 형식의 등간척도를 사용하 다. 각 항목 

 태도  신념의 하 요인인 복잡성을 제외한 항목에 

한 응답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요인에 하여 

정 인 인식을 나타낸다. 인구사회학  특성 항목 3문

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 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계획된 행

동이론 연구자 1명, 국어국문학 공 교수 1명, 교육학 

공 교수 1명의 검증을 통하여 확정함으로써 측정 변

인에 한 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 다. 확정된 

측정문항의 문제 을 악하기 하여 본 연구 상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6명에게 비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에게 본 연구에 하여 사 교육

을 받은 석사과정 에 있는 연구원 4명이 각 학교의 

교과담당교수의 조 아래 설문 참여에 동의한 비보

육교사 24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자가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 다.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한 설문지 247부  조부모가 생

존해 있는 182명의 자료를 분리하여 설문응답에 일

성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분석 자료로 부 합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7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

하 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비보육교사의 인구사

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타당도 검증

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합성을 알아보

았다. 넷째, 가설검증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5.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용하여 비보

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 규범  신념, 

통제신념을 포함한 외생변수인 출신념  내생변수

인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경로

행동의 계를 검증하는 연구로서 다음 [그림 1]과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H1. 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은 경로태도에 정

(+) 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은 주  규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경로행동에 한 통제  신념은 지각된 행동통제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경로행동에 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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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동통제 주 규범 태도 행동의도 행동 공통성　 신뢰계수
지각된 행동통제5 .876 .070 .194 .287 .076 .899

.948
지각된 행동통제4 .857 .148 .184 .133 .114 .821
지각된 행동통제2 .844 .197 .109 .126 .223 .829
지각된 행동통제6 .824 .106 .177 .342 .167 .866
지각된 행동통제3 .785 .123 .220 .282 .213 .805
지각된 행동통제1 .638 .130 .199 .235 .387 .668
주관적 규범2 .057 .855 .236 .214 .191 .873

.948
주관적 규범5 .129 .831 .314 .210 .142 .869
주관적 규범1 .152 .830 .209 .163 .274 .857
주관적 규범6 .181 .789 .167 .214 .228 .781
주관적 규범3 .048 .776 .250 .292 .150 .775
주관적 규범4 .298 .694 .288 .149 .179 .707
태도2 .180 .292 .814 .182 .184 .848

.934
태도5 .233 .278 .814 .236 .131 .866
태도4 .282 .221 .814 .161 .163 .842
태도1 .193 .186 .733 .158 .264 .704
태도3 .075 .303 .662 .235 .271 .665
태도6 .174 .320 .643 .291 .282 .710
행동의도5 .290 .234 .216 .818 .199 .894

.963　
행동의도3 .248 .260 .206 .796 .215 .852
행동의도6 .318 .222 .203 .750 .302 .846
행동의도2 .309 .376 .305 .704 .226 .877
행동의도1 .390 .305 .219 .669 .316 .841
행동의도4 .314 .310 .344 .649 .221 .784
경로행동1 .121 .231 .142 .107 .785 .715

.904
경로행동6 .105 .175 .147 .222 .759 .689
경로행동5 .255 .179 .228 .171 .759 .754
경로행동3 .124 .181 .170 .298 .727 .695
걍로행동2 .260 .191 .245 .206 .712 .714
경로행동4 .372 .165 .425 .062 .570 .675
고유값 5.229 5.081 4.704 4.372 4.336 KMO=.924(p=.000), 

자유도=435, 근사카이제곱
=5774.716

분산 17.428 16.936 15.679 14.572 14.453
누적분산 17.428 34.364 50.043 64.615 79.068

표 2. 내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분석을 해 빈도분석을 실

시한 결과, 학년은 1학년 50명(28.4%), 2학년 40명

(22.7%), 3학년 46명(26.1%), 4학년 40명(22.7%)이고, 

조부모와의 동거유부에서 동거는 72명(40.9%), 비동거 

104명(59.1%)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항목　 n %

학년

1학년 50 28.4
2학년 40 22.7
3학년 46 26.1
4학년 40 22.7
합계 176 100.0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 72 40.9
비동거 104 59.1
합계 176 100.0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서는 Cronbach Alpha

분석을 실시하여 .600이상을 용하 다. 한 타당도

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기법을 활용하 다.

 

2.1 내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내생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지각된 행동통제 .948, 

주  규범 .948, 태도 .934, 행동의도 .963, 경로행동 

.904로 모두 신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를 검증

결과 30문항이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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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인
상 이익

내 규범 신
념

외 규범 신
념

복잡성
사회
상 이익

진
조건

자기
성취

공통성　
신뢰
계수

개인적 상대이익6 .941 .022 .051 .017 .087 .124 .090 .919

.972
개인적 상대이익5 .937 .079 .085 .060 .133 .117 .062 .929
개인적 상대이익4 .933 .104 .089 .008 .154 .038 .042 .917
개인적 상대이익3 .923 .123 .121 .028 .098 .100 .084 .909
개인적 상대이익2 .916 .089 .147 .020 .112 .087 .080 .896
개인적 상대이익1 .793 .152 .178 .029 .136 .052 .035 .708
내적 규범적 신념5 .116 .816 .240 -.184 .296 .149 .096 .889

.953
내적 규범적 신념4 .125 .814 .294 -.174 .255 .085 .114 .880
내적 규범적 신념3 .075 .781 .158 -.124 .289 .086 .238 .804
내적 규범적 신념6 .117 .760 .243 -.189 .331 .102 .176 .838
내적 규범적 신념2 .105 .752 .221 -.173 .329 .187 .159 .823
내적 규범적 신념1 .188 .653 .292 -.166 .267 .088 .190 .690
외적 규범적 신념5 .179 .202 .848 -.123 .207 .156 .114 .886

.960
외적 규범적 신념1 .107 .270 .841 -.118 .220 .122 .168 .897
외적 규범적 신념4 .074 .296 .812 -.116 .140 .107 .092 .806
외적 규범적 신념2 .114 .307 .795 -.149 .282 .142 .054 .864
외적 규범적 신념3 .177 .097 .790 -.102 .367 .113 .243 .882
외적 규범적 신념6 .188 .177 .782 -.151 .195 .126 .210 .799
복잡성5 .077 -.202 -.100 .912 -.119 -.056 .026 .907

.934
복잡성6 .044 -.123 -.127 .903 -.169 .032 .021 .880
복잡성4 .063 -.188 -.146 .900 -.130 .003 .070 .893
복잡성2 -.016 -.138 -.050 .872 -.050 -.099 -.100 .805
복잡성3 .101 -.060 -.116 .855 -.186 -.130 -.056 .813
복잡성1 -.122 -.034 -.087 .660 .040 -.040 -.385 .611
사회적 상대이익3 .186 .326 .220 -.165 .794 .144 .110 .879

.963
사회적 상대이익4 .195 .336 .304 -.102 .773 .122 .102 .876
사회적 상대이익2 .172 .335 .251 -.151 .752 .132 .169 .840
사회적 상대이익5 .199 .338 .287 -.154 .746 .103 .105 .838
사회적 상대이익6 .128 .335 .305 -.204 .743 .126 .157 .857
사회적 상대이익1 .207 .388 .291 -.131 .670 .136 .182 .795
촉진조건5 .187 .124 .199 -.048 .098 .890 .159 .919

.892촉진조건4 .152 .131 .153 -.075 .160 .882 .126 .888
촉진조건3 .143 .337 .292 -.166 .238 .546 .373 .741
촉진조건2 .186 .371 .207 -.157 .315 .530 .402 .781
자기성취1 .115 .189 .194 -.030 .132 .150 .850 .850

.897자기성취2 .093 .437 .267 -.071 .225 .240 .638 .791
자기성취5 .137 .350 .331 -.114 .285 .267 .573 .745
자기성취3 .125 .411 .309 -.114 .270 .262 .531 .716
고유값 5.584 5.532 5.443 4.897 4.840 2.739 2.723 KMO=.927(p=.000), 자유

도=703, 근사카이제곱
=8018.723

분산 14.696 14.559 14.322 12.888 12.737 7.207 7.166
누적분산 14.696 29.255 43.577 56.465 69.201 76.409 83.575

표 3. 외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결과

2.2 외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외생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개인  상 이익 .972, 

내  규범  신념 .953, 외  규범  신념 .960, 복잡성 

.934, 사회  상 이익 .963, 진조건 .892, 자기성취 

.897로 모두 신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2문항에서 자기성취 4

번과 5번 문항, 진조건 1번과 6번 문항을 제거한 상태

에서 7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은 태도에 정(+) 

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사회  상 이

익(p=.000)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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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 오차 베타

가설1 태도
(상수) 2.334 .289 　 8.081 .000
개인적 상대이익 .006 .035 .011  .173 .863
사회적 상대이익 .529 .061 .591 8.716 .000***
복잡성 -.085 .044 -.122 -1.949 .053

가설2 주관적 규범
(상수) 1.144 .242 　 4.726 .000
내적 규범적 신념 .220 .063 .223 3.497 .001**
외적 규범적 신념 .533 .058 .585 9.177 .000***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
(상수) 2.122 .242 　 8.774 .000
자기성취 .428 .073 .465 5.852 .000***
촉진조건 .135 .065 .165 2.075 .039*

가설4 행동의도 (상수) .911 .303 　 3.008 .003
경로행동에 대한태도 .765 .066 .661 11.618 .000***

가설5 행동의도 (상수) 1.406 .268 　 5.252 .000
주관적 규범 .671 .059 .651 11.305 .000***

가설6 행동의도 (상수) 1.604 .238 　 6.751 .000
지각된 행동통제 .641 .054 .671 11.934 .000***

가설7 경로행동 (상수) 1.721 .274 　 6.278 .000
지각된 행동통제 .545 .062 .554 8.788 .000***

가설8 경로행동 (상수) 1.194 .266 　 4.483 .000
행동의도 .660 .060 .642 11.032 .000***

표 4. 가설검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 F=41.758이고, ∧R 2=.411의 설명력을 

보 으며, 태도  신념(B=.529)은 태도에 한 향요

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2. ‘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은 주  규범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내  규범  신념

(p=.001)과 외  규범  신념(p=.000)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105.406이고, 
∧R 2=.544의 설명력을 보 으며, 내  규범  신념

(B=.220)  외  규범  신념(B=.533)은 주  신념

에 한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3. ‘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은 지각된 행동통

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자기성취(p=.000)과 

진조건(p=.039)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44.500이고, 
∧R 2=.332의 설명력

을 보 으며, 자기성취(B=.428)  진조건(B=.135)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4. ‘경로행동에 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

(+)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태도(p=.000)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39.046이고, 
∧R 2=.434의 설명력을 보 으며, 자기성

취(B=.428)  진조건(B=.135)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5.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은 경로행동의

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주

 규범(p=.000)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

이 채택되었다. F=37.849이고, ∧R 2=.420의 설명력을 보

으며, 주  규범(B=.671)은 행동의도에 한 향

요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6.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

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000)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40.230이고, 
∧R 2=.447로 나

타났으며, 지각된 행동통제(B=.641)는 행동의도에 한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7.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

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지각

된 행동통제(p=.000)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29.042이고, 
∧R 2=.303로 나타났

으며, 지각된 행동통제(B=.545)는 행동에 한 향요

인임을 확인하 다. 

가설8.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행동의도(p=.000)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38.886이고, 
∧R 

2
=.408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B=.660)는 행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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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도출된 변수들

이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본 이론을 근거한 경

로행동에 한 선행연구들[1][2][41]과 일치한 결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여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을 측하고자 한 본 연구 모형설정이 타당함을 시사한

다. 이를 정리하면 [표 4][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설검증

Ⅳ. 결 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출신념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통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향력을 

알아본 결과 제시된 모든 요인이 비보육교사의 경로

행동에 직  는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함으로써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증진을 하여 활

용 가능한 모형임을 재 입증 하 다. 한 모든 요인들

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함으로써 경로행동을 이해

하는데 이론  배경을 확고히 하 다. 회귀분석을 이용

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육교사의 출신념이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설검증 결과, 비보육교사의 경로태도에 한 

태도  신념의 경우 하 요인  개인  상 이익  

복잡성을 제외한 사회  상 이익만이 태도에 유의미

한 인과 계가 있었다. 규범  신념의 경우 하 요인 

 외  규범  신념이 주  규범에 유의미한 인과

계가 있으며, 통제신념의 경우 하 요인인 자기성취와 

진조건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선행요인

으로 제시하고 있는 출신념이 내생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2]결과와 일치한 결과

로 비보육교사는 경로행동이 우리나라에 해오는 

경로효친사상이라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일이며, 노인

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일 수 있다고 인지할수록 경로

행동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거인이 

경로행동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 인 생각을 가

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이 

강하고, 경로행동을 한 구체  실천 방법과 행동에 

한 자신감이 있고, 경로행동이 어렵지 않다고 여길수

록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 강화를 해서는 비보육교사의 개인

인 출신념 향상을 한 개입에 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력에 한 가설검증 결과,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

도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1][2][41]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비보육교사는 경로행동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자

신의 경로행동에 한 주변인의 기 가 크다고 인식하

며, 경로행동 수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

록 행동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29][42]의 연구결과에서 밝 진 바와 같이 교사의 가르

침은 으로 교사의 해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달되

기에 가르침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달이 아닌 마음

을 심어 으로써 학생들의 인간됨을 형성하게 해 다

는 주장을 근거하면 교사의 마음이 반 된 경로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임으로써  

경로행동의도가 강화되어야한다.

셋째,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

통제, 행동의도가 경로행동에 향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설검증 결과, 태도, 주  규범이 행동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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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여 경로행동에 향을 미침이 밝 졌다. 한 지

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경로행동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로행동에 직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1][2][4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비보육교사의 경로행

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강화하여도 경로행동 

수행에 정 인 변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

사의 도덕 인 행 실천을 해서는 실습과정을 통한 

도덕  습 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30-32]의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의 내면발

달과 회복을 해 교사는 자신에 한 앎과 성찰의 과

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인성

교육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인성교육 실

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32]에 비추어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교사 자신의 인

성교육에 한 불충분한 정보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낮

은 수 으로 나타나 경로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로 비보육교사의 극 인 경로행동은 

정보제공을 통한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의 외생변수인 

통제신념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인성성교육

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교원교육을 선행

하여[30] 지각된 행동통제의 출신념인 자기성취  

진조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향상을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한 자기성취감

을 향상시키기 하여 실질 인 경로행동 방법을 배우

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비보

육교사의 일반 인 행동수행에 한 자신감 향상을 

하여 교육 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효능감 향상

로그램’을 경로행동에 한 구체 인 활동내용으로 구

성하여 운 한다거나 경로효친사상에 한 기본지식, 

노인들과 화하는 방법, 노인들의 특성에 한 이해를 

돕는 교육 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학습ㆍ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비보육교사가 함께 경로행동

에 한 정보  의견을 공유한 후 유아  부모를 상

으로 하는 경로행동교육 로그램을 계발하여 직  교

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노인  경로효친사상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감을 갖고 경로행동

을 어렵지 않게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보육교사의 극 인 경로행동 수행을 

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하여  경로행동은 힘들

지 않게 은 노력으로 수행 가능한 행동이고, 이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을 인식하도록 도

와야 한다. 가령 교사-유아-노인으로 삼 일체 을 구

성하여 자원 사활동, 실내놀이 활동, 야외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동행 로그램이나 경로실천 로그램을 비보

육교사가 심이 되어 운 한다면 비보육교사는 물

론 유아들은 노인들과 친숙해지며 향후 자연스럽게 경

로행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미치는 향

을 밝  경로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경로행동이 포함되는 경로효친사상에 한 비

보육교사의 문제의식  실천  근이나 혹은 유아의 

인성교육을 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한 유아만을 학습의 상으로 삼고 있는 비보

육교사의 심을 노인으로까지 확장하여 인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로행동

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인간  자질을 함양함은 물

론 유아교육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유아의 인성발달

이라는 교육  측면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노인소외 상 감소라는 복지  측면에 한 개입

안으로 가능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증진을 한 학교육 장의 노력이 구되

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G시와 J도에 소재한 4개 학에 재

학 인 일부 비보육교사만을 표본으로 하여 모든 

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의 향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좀 더 다

양한 지역에서 확보할 수 노력을 제안한다. 한 계획

된 행동이론의 선행요인  출신념을 모형에 포함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  성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1][2]에 나타난 출신념 하 요인의 향력이 다소 상

이하여 이를 분석ㆍ규명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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