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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rincipals and fellow teacher’s emotional support, teacher’s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self-leadership, and child

care efficacy and commitm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65 child care teachers and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SEM).

Results: First, principals and fellow teacher’ emotion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eacher’s child care commitmen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teacher’s self-leadership. Second, teacher’s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eacher’s child care

commitmen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self-leadership and child care

efficacy. Third, teacher’s self-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eacher’s child care commitmen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 care

efficacy. Fourth, teacher’s child care efficacy was to found have a direct effect

on teacher’s child care commi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great deal of utility to improve

teacher’s child care commitment.

❙key words child care commitment, emotional support,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self-leadership, child care efficacy

Ⅰ. 서 론

오늘날 정부는 보육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보육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 이후 보육재정을 아동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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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표준보육과정 운영 등의 보육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2013년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비의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한층 공공화 된 보육정책을 실시하였다(조지은, 2015). 2016년 7월부터 맞벌이 가정에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는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발전된 보육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여전히 과도한 업무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응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직무에 대한 심

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들의 최상의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즉, 보육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사직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헌신이 요구된다(이정미, 2015).

헌신(commitment)은 한 조직 내의 개인이 그 조직에 대하여 애착심, 애정, 관심, 충성심, 소속감

및 동일시 등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며(김민환, 2006), 직무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비롯한 직무만

족도 및 직무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rsi, Fatima, & Sahibzada, 2009).

헌신의 일반적 개념을 보육현장에 비추어 볼 때, 보육헌신은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보육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애착의 상대적 강도로서(김영분, 2010), 전문성, 교육애, 열정이 기본

요인으로 구성된다(노종희, 2004).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보육헌신이 높은 교사는 어린이집에 대

한 소속감이 높고(최미숙, 2012), 직무스트레스가 낮아 교사효능감도 높으며(이정미, 2015), 행복

감도 높은 것으로(이은숙, 노수진, 이경님, 2016)밝혀지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은 영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신희이, 2011)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은미, 2004; 김명란, 2016).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

로 부각되고 있어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접근하기 위하여 환경적 요인과 교사 개인

내적 요인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함이 필요하다(김현심, 2014; 이정미, 2015).

먼저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있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과 관심의 대상

임을 지각하게 하며, 존중감, 신뢰, 애정, 경청, 관심, 배려의 제공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House, 1981). 어린이집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적은 구성원들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원장과 동료의 충분한 배려와 지지가 강화될수록 보육헌신이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정주, 박형신, 2010; Jorde-Bloom, 1989). 또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직

장 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교사에게 개인의 만족과 업무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박은주, 2010)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교

사는 직무만족도가 높고(주은지, 2012) 소진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지은, 안

선희, 2007; 정순희,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보

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켜 보육에 헌신하게 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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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 내적 요인 중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보육

헌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교직에 대한 적성,

유아에 대한 애정, 보육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열정 등의 내적 욕구와 직업의 안정성, 신분보장

및 경제적․시간적 여유, 타인의 권유나 진학당시의 상황 등의 외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직업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남궁미경, 2011). 일반적으로 능동적 동기에 의해 보

육교사직을 선택한 교사는 교직의 가치와 목표를 신뢰하고,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교직 수행에

열정을 기울이며 교직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한다(황신숙, 2012). 보육교사의 보육헌신과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능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전문의식과 교육애를 가지고 교직생활에 헌신적이며(최병임, 홍창남, 2013; 최소영, 2003; 최주

연, 2006),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등이 높아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강미자, 2013; 권보영, 2013; 남궁미경, 2011; 홍화연, 2015)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초등교사

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와 조직헌신도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을 고

려하여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조직헌신도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최소영, 2003). 이렇듯 많은

연구들에 의해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보육헌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육헌신과 관련된 또 하나의 교사 개인 내적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을 예측

할 수 있다(김현심, 2014; 박동현, 2014). 유아교사는 조직의 구성원인 동시에 한 학급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영유아교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Buell,

Cassidy, Pugh-House, & Russel, 1995; Willer, 1987; 박동현, 2014에서 재인용). 셀프리더십은 Manz

와 Sims(1987)에 의해 수직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적 리더십의 대안으로 처음 제시되었으

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지시와 자기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스스로를 리드하는 내재적인 형태

의 리더십으로(김연선, 2008; 김영태, 2010; Marshall, Kiffin-Petersen, & Soutar, 2012), 자신들의 생

활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과 책임을 가지며,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표

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김현미, 2013). 이에 비추어 볼 때 셀프리더십은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을 이끌어 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운영과 교수행동을 주도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능력이므로 보육에 대한 열정과 애착심, 충성심을 포함하는 보육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영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보육헌신의 관련성이 밝혀짐(김현심, 2014; 윤분옥,

2016)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보육헌신과 보육효능감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김명

란, 2016; 이은숙, 2015; 이정미, 2015; 유현숙, 2013; 정수미, 2015). 보육효능감이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맞게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현정환, 2003). 교사의 효능감은 영유아들의 발달과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의미한다(이점자, 김

형모, 2012).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보육헌신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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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은 보육교사들은 역할 수행능력이 향상되며 조직에 애정적으로 헌신하고(김명란, 2016).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교사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현, 김경숙, 김지연, 2010). 이러

한 연구결과들에 의하여 보육효능감이 보육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편, 교사가 지각하는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 혹은

보육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즉, 유치원교사가 지각

하는 직장내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정미라, 이방실, 박수경, 2015),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

각한 보육교사가 셀프리더십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희, 2015). 또한, 원장과 동료의 정

서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조성자, 문수백, 민

하영, 2008),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도 있다(권영란, 문영경, 2016).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에 대한 긍정적 동기성향과 셀프리더십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손정희, 정찬우, 2016)를 감안하면 보육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의 예비유아교사의 능동적 교직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박희영, 2014), 교사동기와 교사효능감의 정적관계가 나타난 연구(김현

진, 2012)에 비추어 볼 때,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능동적 교직선택동기가 영향을 미치리라 추

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민성혜,

김온기, 2012),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연구(왕지선, 2011)

를 감안하면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의 의미 있는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은 서로 인과적인 관련

성이 있어 보육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리더십, 보

육효능감은 보육헌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원

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간

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넷

째,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효능감을 매개로 보육헌신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주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능동적 교직선택동

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리더십 및 보육효능감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이들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거나 통합하여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교직선택동기, 셀

프리더십 및 보육효능감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구조

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어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

서적 지지, 셀프리더십 및 보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SEM)분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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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간접적인 영

향을 기반으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교사의 보육헌신을 증진하기 위한 방

안과 정책수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보육헌신과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

리더십, 보육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465

명의 보육교사이다. 연구대상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보육교사 양성 교

육을 이수한 교사가 66명(14.2%),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교사가 187명(40.2%), 2∼3년제 전문

대학 졸업자가 212명(45.6%)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25세가 45명(9.7%), 26∼30세가 111

명(23.9%), 31∼35세가 79명(17.0%), 36∼40세가 113명(24.3%), 41세 이상이 117명(25.2%)으로 나

타났으며, 결혼유무는 미혼인 교사가 222명(47.7%), 기혼인 교사가 243명(52.3%)이다. 경력의 경

우 1년 미만 54명(11.6%), 1∼2년 98명(21.1%), 3∼4년 124명(26.7%), 4∼9년 109명(23.4%), 10년

이상 보육교사가 80명(17.2%)이며, 보육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 232

명(49.9%), 국공립․법인 147명(31.6%), 가정 54명(11.6%), 직장 32명(6.9%)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지지

•원장지지

•동료지지

셀프리더십

•행위전략

•인지전략

보육헌신

•전문성

•교육애

•열정

보육효능감

능동적

교직선택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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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보육헌신

교사가 지각한 보육헌신은 노종희(2004)의 보육헌신 척도를 기초로, 김영분(2010)이 보육교사

용으로 재구성한 보육헌신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교육애, 열정의

3하위요인의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성 .83,

교육애 .85, 열정 .71이며, 전체 .87이다.

2)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주연(2006)의 ‘교사 교직의식에 관한 설문

지’(대한교육연합회, 1983)를 토대로 유아교사용으로 제작한 척도를 남궁미경(2011)이 수정·보완

한 척도 중 능동적 동기에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

기 위해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를 실시하여 요인적재치 .50이하의

문항 즉,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2문항을 제거(송지준, 2015)한 후 능동적 동기 3문항을 최종적

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능동적 교직선택동기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84이다.

3)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교사가 지각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초로 재구성

하여 사용한 임진형(2000)의 척도 중 정서적 지지에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장, 동료로 구분하여 원장의 정서적 지지(9문항), 동료의 정서적 지지(9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원장지지 .93, 동료지지 .95이며, 전체 .95이다.

4) 셀프리더십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Manz(1983)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권명은(2006),

김한성(2002), 이재정(2010)이 수정한 척도를 김현심(2014)이 보육교사용으로 수정․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에 관련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를

실시하여 그 결과 3요인을 추출하였고, 모델의 전체 설명변량은 60.27%로 나타났다. 확인된 3요

인에 대하여 행위전략-자기관리(5문항), 행위전략-리허설(4문항), 인지전략(4문항)으로 명명하였

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며,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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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행위전략-자기관리 .85, 행위전략-리허설 .69이고, 인지전략 .78이

며, 전체 .88이다.

5) 보육효능감

교사의 보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정환(2003)이 개발한 보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효능감의 경우 단일요인이므로 꾸러미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보육효능감1은 긍정적 진술문이고 보육효능

감2는 부정적 진술문으로 서술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며, 부정적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보육효능감1 .91이고 보육효능감2 .78이며, 전체 .91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상표집에 있어 표본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국공립 및 법인,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4∼5개원을 임의표집한 후 영유아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어린이집에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참여에 동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및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답변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분석 자료로 최종 465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프로그램과 AMOS 20.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

하였으며,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EF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살펴보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과 Sobel 검증

(1982)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차 타당화 검증을 위한 다중집

단분석(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비

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χ2차이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SEM분석을 실시하기 전 기술통계분석과 적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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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원장과 동료의 지지

1. 1.00

2. .59*** 1.00

교직선택동기

3. .30*** .36*** 1.00

셀프리더십

4. .23*** .32*** .30*** 1.00

5. .13** .25*** .30*** .58*** 1.00

6. .17*** .23*** .26*** .54*** .45*** 1.00

보육효능감

7. .26*** .25*** .39*** .51*** .44*** .60*** 1.00

8. .13** .19*** .24*** .27*** .25*** .36*** .53*** 1.00

보육헌신

9. .37*** .41*** .45*** .34*** .30*** .39*** .41*** .31*** 1.00

10. .30*** .31*** .34*** .41*** .39*** .38*** .52*** .35*** .51*** 1.00

11. .32*** .35*** .27*** .46*** .40*** .43*** .48*** .35*** .37*** .55*** 1.00

M 3.78 3.96 3.91 3.75 3.79 3.51 3.79 3.88 3.77 4.12 3.73

SD .70 .69 .62 .58 .56 .61 .50 .70 .64 .51 .58

왜도 -.96 -.74 -.42 -.48 -.16 -.11 -.02 .19 -.43 -.49 -.14

첨도 1.71 .89 .23 1.29 .52 .08 .37 -.91 .96 1.37 .23

*p < .05, **p < .01, ***p < .001.

1.원장의 정서적지지, 2.동료의 정서적지지, 3.능동적 교직선택동기, 4.행위전략-자기관리, 5.행위전략-리허설,

6.인지전략, 7.보육효능감1, 8.보육효능감2, 9.전문성, 10.교육애, 11.열정

<표 1>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N=465)

<표 1>에 의하여 통계적 모형 하에 잠재변수인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능동적 교직선택

동기,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 보육헌신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

은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r = .30∼r = .41(p < .001),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의 경우 r = .27∼r = .45(p < .001), 셀프리더십의 경우 r = .30∼r = .46(p < .001), 보육효능감의 경우

r = .31∼r = .52(p < .001)의 범위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하여 최대우도추정법(MLE :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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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을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측정모델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적합도지수 χ2 df χ2/df GFI NFI CFI RMR RMSEA

가설모형 170.329 55 3.097 .947 .932 .953 .017 .067

권장수준 <5.0 >.90 >.90 >.90 <.05 <.08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N=465)

<표 2>에 의하면χ2=170.329, χ2 /df=3.097, GFI=.947, NFI=.932, CFI=.953, RMR=.017, RMSEA

=.067로 적합도 기준(송지준, 2015)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구조모형 분석

먼저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χ2=170.329, df=55, 표준카이자승치(χ2

/df)=3.097 GFI=.947, NFI=.932, CFI=.953, RMR=.017, RMSEA=.067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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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인된 구조적 관계 모형의 결과와 최종경로모형을 <표 3>과 [그림 3]에 제

시하였다.

변인 간 경로 B ß　 S.E. C.R.

정서적 지지 → 셀프리더십 .24 .27 .06 4.04***

교직선택동기 → 셀프리더십 .24 .33 .05 5.14***

정서적 지지 → 보육효능감 -.01 -.01 .05 -.14

교직선택동기 → 보육효능감 .11 .14 .04 2.69**

셀프리더십 → 보육효능감 .75 .71 .07 11.14***

정서적 지지 → 보육헌신 .27 .32 .05 5.33***

교직선택동기 → 보육헌신 .09 .12 .04 2.32*

셀프리더십 → 보육헌신 .34 .36 .09 3.73***

보육효능감 → 보육헌신 .27 .30 .08 3.16**

*p < .05, **p < .01, ***p < .001.

<표 3> 구조적 관계 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그림 3] 최종 구조적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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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 의하면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ß = .32, p < .001)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ß = .27, p < .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ß = .12, p < .05)는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ß = .33, p < .001)과 보육효능감(ß = .14, p < .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ß = .36, p < .001)은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육효

능감(ß = .71, p < .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

육효능감(ß = .30, p < .001)은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76.2%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과 Sobel 검증(1982)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R2
Bootstrapping Sobel

정서적 지지 → 보육헌신 .32* .15* .47*

76.2%

정서적 지지 → 셀프리더십 → 보육헌신 2.75**

정서적 지지 → 보육효능감 → 보육헌신 -.14

교직선택동기 → 보육헌신 .12* .23** .35*

교직선택동기 → 셀프리더십 → 보육헌신 3.03**

교직선택동기 → 보육효능감 → 보육헌신 2.04*

셀프리더십 → 보육헌신 .36* .21** .57**

보육효능감 → 보육헌신 .30** .30**

정서적 지지 → 보육효능감 -.01 .20* .19*

60.5%교직선택동기 → 보육효능감 .14* .23** .37**

셀프리더십 → 보육효능감 .71* .71*

정서적 지지 → 셀프리더십 .27* .27*
26.2%

교직선택동기 → 셀프리더십 .33* .33*

*p < .05, **p < .01.

<표 4> 보육헌신과 관련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표 4>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보육헌신과 관련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보육교사의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15, p < .05)는 보육헌신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셀프리

더십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23, p < .01)는 보육헌신

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셀프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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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헌신 경로와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보육효능감→보육헌신을 포함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경로에서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증(1982)을 통하여 실시한 결과, 셀프

리더십의 경우 Z = 3.03(p < .01), 보육효능감의 경우 Z = 2.04(p < .05)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능동

적 교직선택동기가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21, p < .01)은 보육헌신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

났다. 즉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보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상대적 영향을 <표 4>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셀프리

더십(.57, p < .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지지(.47, p < .05),

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35, p < .05), 보육효능감(.30, p < .01)의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4. 구조적 관계 모형의 교차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 구조적 관계 모델의 일반화가 가능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화 과정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

석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타당화할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종 분석 자료에서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집단

으로 구분하여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 타당화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Model χ
2 df χ

2
/df GFI IFI CFI RMR RMSEA ∆χ2/df sig

[자유모형] : 비제약모델

Unconstrained
282.061 110 2.564 .914 .931 .930 .020 .058

[모형1] : 측정제약모델

Measurement weights
292.685 118 2.480 .912 .930 .929 .023 .057 10.624/8 no

[모형2] : 구조제약모델

Structural weights
303.495 127 2.390 .909 .929 .928 .023 .055 21.434/17 no

p=.05일 때, df=8, χ2=15.51 / df=17, χ2=27.59

<표 5> 교차 타당화 모델의 합치도 결과

<표 5>에 의하여 비제약모델은 측정제약모델 및 구조제약모델과 유의확률 .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1과 집단 2가 서로 동일한 모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 A)

과 집단 간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제약모델(Measurement Weights: B)을

비교한 결과 △χ2= 10.624(292.685-282.061), △df = 8(118-110)으로χ2값(p = .05, df = 8)의 값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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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델의 제약뿐 아

니라 비제약모델과 구조제약모델(Structural Weights: C) 간의 비교분석에서도 △χ2 = 21.434

(303.495-282.061), △df = 17(127-110)으로 χ2
값(p = .05, df = 17)의 값 27.59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교차 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다른 표본 집단에도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65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의 보육헌신에 대한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인

들 간의 직·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구조모델에 대한 교차 타당화 과정을 통해 인과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모델의 일반

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한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에 대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보육헌신을 직접적으로 증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

을 증진하여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의미한다. 먼저 원장과 동료의 정

서적 지지가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보육시설 내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조직헌신도 높다는 연구(김정주, 박형신, 2010), 보육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조직헌신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이정미, 2015) 및 원장과 동료의

지지는 유아교사의 교사헌신을 높인다는 연구(고현, 이종철, 2009)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원장의 충분한 배려와 동료교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여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 보육

에 대한 열정과 교육애를 가지게 하여 보육에 헌신하려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셀프리더십을 높여 보육헌신을 증진하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원의 지지가 셀프리더십을 매

개로 하여 초임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정희,

2015),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셀프리더십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정미

라 등, 2015),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현심, 2014; 윤분옥, 2016)

에 의하여 지지된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원장과 동료의 상호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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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보육교사에게 바람직한 역할수행과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게 하여 셀프리더십

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보육헌신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보육교사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스스로 보육 수행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생성하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육헌신을 증대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보육헌신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셀프리더십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보육헌신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동료교사들의 정서적인 지지는 보육헌신을 증진하게 하는 직접적

인 선행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셀프리더십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보육헌신을 증진할

수 있는 간접효과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보육헌신의 증진을 위하여 원장과 동료교사

의 정서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셀프리더

십과 보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

직선택동기가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특수교사의 능동적 교

직선택동기와 교직헌신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구신실, 2015), 초등교사의 능동적 교

직선택동기는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소영, 2003; 최주연, 2006), 중등교사의 교직선택동

기와 교사헌신의 긍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최병임, 홍창남,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직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교사는 보육운영과 수행에 헌신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교직의 역할은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며 다

른 직업에 비해 희생과 봉사 및 헌신을 요구하므로 어떠한 외부의 물질적, 수동적 동기보다 자

신의 내적 욕구인 교사의 능동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능동적 동기에 의한 교직 선택은 교사가 보육에 헌신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하여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간접적

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에 대한 긍정

적 동기 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밝힌 연구(손정희, 정찬우, 2016), 셀프리더십이 보육교사

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심, 2014)에 의하여 지지된다. 따라서 긍정적 동기 성

향을 가진 예비유아교사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셀프리더십을 발휘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육헌신을 증가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

택동기는 보육헌신에 보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다는 연구(남궁미경, 2011; 박

희영, 2014), 예비유아교사의 교사동기는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김현진, 2012)와

보육효능감이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명란, 2016; 이정미, 2015)에 의하여 지지된

다. 이로써 능동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신

념과 기대가 높으며 이는 보육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는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을 증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보육헌신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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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보육헌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예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에 대한 능동적 선택동기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및 적성프로그램

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셀프리더십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보육교사의 셀

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보육헌신도 높아진다는 연구(김현심, 2014)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셀프리

더십과 교직헌신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윤분옥, 2016),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조직헌신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장제익, 2009)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의 일치된 결과는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육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자

기계발을 통해 스스로의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때 영유아 보육 및 교육활동에도 주도적이고 열

정적으로 헌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은 보육헌신에 대하여 보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을 증진하여 보육헌신을 높이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이 유

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왕지선, 2011),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정유정, 2010), 어린이집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혜원, 2014)와 보육효능감이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명란, 2016; 이정미, 2015)에 의하여 지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여 보육교사

의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을 증진시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을 높임을 의미한다. 이는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을 이끌어

내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보육활동과 업무능력에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영유아

들과 온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보육에 헌신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즉 셀프리더십은 교사로 하

여금 자신의 보육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보육 및 교

육활동 전반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 헌신하게 한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은 보육교사 스스로의 삶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

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영유아의 보육

활동에 헌신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헌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현심, 2014),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직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을 밝힌 연구(윤분옥, 2016), 교사를 위한 셀프리더십 직무연수가 교직헌신의 증진에 크게 기

여한 연구(원동선,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일치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의 셀

프리더십이 보육헌신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셀프리더십

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 보육운영 과정에서 자기통제와 자율성, 자기책임을 근거로 한 지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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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여(장영숙, 김현미, 2013)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육활동에 헌신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정된 결정권과 재량권을 소신껏 업무

에 활용하여 교사의 내면에 있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보육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헌신의 중요한 기제가 되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인 방안과 지원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육수행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에게 보육업무수행에 대한 획일적 방식이나 프로그램대로 운영토록 지시하기보다는 교

사의 자기주도적 의사결정과 권한을 보장해주어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보육헌신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을 포함한 관련변인들의 측정이 질문지를 통한 교사의 자기보고에 의

존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원장보고, 동료보고 등의 다차원적 측정과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 분석이 병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

의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변인으로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리더

십, 보육효능감에 한정되어 관련성을 살펴본 제한점이 있어 보육헌신을 충분히 설명함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는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인들로 확대하여

살펴보아 보육헌신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이해의 폭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선행요소로서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육헌신에 영향을 미

치는 보육교사의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셀프리더십 및 보육효능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방향을 규명하고, 보육헌신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보육정책에 이들

요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접근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보육헌

신에 대한 관련요인 중 셀프리더십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 교직

선택동기 및 보육효능감과 더불어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도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구조모델에 대한 교차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구조적 관계모형의 타

당성을 검증하고 연구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

교사의 보육헌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관리나 정책 제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검토하고 나아가 영유아 교육 및 보육현장과 연계하여 원장교육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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