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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저출산의 영향에 기인한 정책변화로 우리

나라 유아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계층에 관계없이 유아교육기관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아들이 더 장시간 보육시설에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물적 인적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물적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요인보다는 인적 환경인 교사의 역할에 

의하여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의 특성상 교사는 유아들과 장시간 한 공간에서 함께 

하면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환경 구성 및 부모와의 관계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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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owerment and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eaching, the reason for teaching intent. The subjects were 181 child care teachers from Chungcheongnam-

do and the city of Daejeo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empowerment and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eaching 

and, the reason for teaching inten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decision making, professional 

growth, status, self-efficacy, autonomy, impact empowerment and child care teacher’ intention of teaching and, 

the reason for teaching intent. Second,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eaching and the reason for teaching 

intent were affected by empowerment. Status and professional growth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s for the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eaching. The impact and self-efficacy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s for enjoy working with children, impact and professional growth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s for finding meaning in teaching, impact and status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s for opportunities to face ongoing challenges, and achievement motive. Status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for reasonable pay and working environment, stability and skill. Therefore, 

status and impact empowerment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for the reason for teaching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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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교사는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

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초임교사

가 된 후 5년 이내에 교직지향성이 낮아져서 이직이나 퇴직을 가

장 많이 고민하게 된다[9].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유아와 교사 

간에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적 관계형성을 방해하여 유아

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킴으로

써, 일차적으로는 보육의 수혜자인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

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18]. 

이러한 현상은 유아교사가 다른 교사에 비해 교직에 머무르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만들고 질적으로 향상된 유아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이직에 관련된 요인들이 연

구되었고 더 나아가 교사가 교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요

인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8, 16, 22, 28]들에 따

라 보육교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왔고, 이와 함께 교사가 교

직에 남아있도록 하는 내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

어졌다. 장기간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외적 요인들 외에 교사가 교직에 남아있으려는 강력한 

내적 욕구인 교직지향성이 교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직

접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1, 20, 29].

교직지향성이란 교직의 목적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교직에서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지 및 교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강

력한 욕구로 정의되는 교직헌신성의 한 하위개념으로서[24], 학

교조직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면화하여 

행동하려는 태도나 경향이며 바람직한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발전해가는 성향을 의미한다[21].

초중등교사와 달리 유아교사의 교직지향성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2, 10, 

14].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2] 교직지향성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배경 변인 및 근무 조건과

는 상관이 없는 반면 교사 개인 특성인 긍정적 사고 및 외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지향성과 함께 교사가 교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인 교직지향 이유는 교사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서 훌륭한 교사로 성장해 나가고 질 높은 교

육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교육 현

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졌다[1, 20, 24, 29]. 이는 교사의 교직지향 이유를 밝힘으로

써 교사가 교직에 자율적으로 몰입하게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조

직 문화 및 근무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은 초등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것으로써 연구 결과 학습자에 대한 기대 및 성취감, 교

직에 대한 열정과 도전감, 학습자 및 동료교사에 대한 신뢰 관계 

등이 교직지향 이유로 언급되었으나[1, 20, 24, 29]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를 대상으로 교직지향 이유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

과 생활하는 즐거움, 가르치는 일의 의미, 끊임없는 도전 및 성취

감, 합당한 보수 및 근무환경, 안정성 및 익숙함의 이유로 교직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와 인

구학적 변인 및 근무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14], 보육교

사의 교직지향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자와 경력이 높을 경우 교직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조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4]의 연구 결과 나타난 보육교사의 교직지향 이유는 Cho와 Go 

[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0]의 연구

에서도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을 교직 지속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높은 직업의식과 원장 및 동료와의 긍정

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교직 지속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 및 교

직지향 이유는 근무조건과 같은 외적 요인 외에 내재적 요인인 직

업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조직 내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이다. 보육교사는 복합적인 내적·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직 및 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을 

높이고 교직지향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보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외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보육시설 자체가 소수의 여성으로 구

성되는 집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직무

에 만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심

리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보육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변수

가 된다[12]. 특히, 교육 분야의 심리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교

사 임파워먼트는 최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임파워먼트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자율적이고 능동적

인 참여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이다[17].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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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0년대 행동과학의 동기부여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

인의 잠재능력과 성장이 조직 변화의 중요한 토대가 됨과 동시

에,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 부여 및 동기 유발

을 통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동 촉진 과정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

하는 개념이다[6]. 임파워먼트는 1980년대부터 교육분야에 적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

사의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를 지향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4].

교사들이 임파워 될수록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직무 자

체에 대해 내적으로 동기화되며 교직에 몰입하려는 태도가 증가

한다는 것은 일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바 있다[4, 15]. 임파워먼

트가 높을수록 교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율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져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학교 운

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가 열악한 여건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임파

워먼트가 높을수록 교사들이 보육기관의 보육 및 교육의 질적 향

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파워먼트는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긍

정적인 직무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갖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 임파

워먼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

먼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와[11] 원장의 변혁적 리더

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조직 몰입에 원

장의 변혁적 리더십보다는 임파워먼트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

과가 밝혀졌고[5],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에 개인 및 조직의 특

성이 중재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11]만이 제시되어 있

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가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교직지향성을 높이고 교직지

향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이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교사

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과

업을 수행하도록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

을 둔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남 N도시와 

대전광역시의 20개 어린이집의 교사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200부가 배부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는 195부였으며, 그 중 잘못 기입되거나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

은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

조사 대상자인 181부의 교사 배경변인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검사도구는 Lee [17]가 개발한 유아교

사용 임파워먼트 검사도구를 Park [23]이 어린이집 교사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 하위 요

인은 의사결정 참여, 전문성 신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

향력 총 6개 요인 53문항으로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임파워먼트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 및 문항수와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 참여는 교사가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Table 1. Background of the Subjects 

Background variable Frequency (%)
Age (yr) 25 or under 43 (23.8)

26-30 41 (22.7)
31-35 35 (19.3)
36-40 33 (18.2)
45 or over 29 (16.0)

Scholarship High school 21 (11.6)
2-3 Years of college 79 (43.6)
4 Years of university 67 (37.1)
Graduate school  3 (1.7)
Others 11 (6.1)

Work experience (yr) 3 or under 81 (44.8)
4-6 52 (28.7)
7-9 15 (8.3)
10 or over 33 (18.3)

Marriage Unmarried 93 (51.4)
Married 88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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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교사의 책임, 학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등 보육교사의 업

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 10문항이며, 신뢰도

는 Cronbach’s a .891이다. 전문성 신장은 교사에게 전문가로

서 대우를 받고, 전문직에 적합한 환경 및 직무연수의 기회, 학부

모와 생활지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는 것 등 연속적인 학습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총 11문항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 .930이다. 지위

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동료, 원장 및 학부모로부터의 지

지 그리고 교사의 법적·경제적 지위, 복지제도 사용 등 교사로

서 가치 있는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사회적·

경제적·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총 14문항이며, 신뢰

도는 Cronbach’s a .874이었다. 자아효능감은 교사가 유아들

의 학습, 특성과 발달 평가에 대한 주도성 등 유아의 학습에 대

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총 4문항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 .824이다. 자율성은 학사 운영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현장체험 학습 

계획 수립 등 교사가 직업생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

하며 총 6문항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 .857이다. 영향력은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의 영향력과 동료교사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의미하는 것

으로 총 8문항이고, 신뢰도는 Cronbach’s a .906이다. 전체 임

파워먼트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67이었다. 

2)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를 알

아보기 위하여 Cho와 Go [2]가 제작하여 사용한 유치원교사의 교

직지향성에 관한 문항을 Kim [14]이 보육교사에게 맞게 수정하

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직지향성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평정 척도로써 

신뢰도는 Cronbach’s a .861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지

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직지향 이유는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

거움 3문항, 가르치는 일의 의미 3문항,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 

4문항,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 5문항, 안정성 및 익숙함 4문항

이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평정척도로써 문항별 점

수가 높을수록 교직지향 이유를 높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

직지향 이유의 문항별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 .830, .821, 

.811, .689, .675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4.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변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고,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

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여 회

귀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의 변량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523-2.484의 범위를 나타냈다. 변량

팽창계수가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 이를 넘지 않아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심각한 다중공선

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보육교

사의 교직지향성과 교직지향 이유를 종속변인으로 놓고 임파워먼

트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넣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이유의 관계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이유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보육교사의 임파워먼

트와 교직지향성 전체는 정적상관(r=.363, p＜.001)이 나타났

다.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지위는 교직지향성과 가장 높은 상

관(r=.44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향력(r=.361, p＜.001), 의사결정(r=.310, p＜.001), 자율성

(r=.281, p＜.001), 자기효능감(r=.266, p＜.001), 전문성 신장

(r=146, p＜.05)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전체는 교직지향 이유 중 합당한 보

수와 근무환경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528, p

＜.001), 그 다음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r=.524, p＜.001), 

가르치는 일의 의미(r=.444, p＜.001),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

움(r=.353, p＜.001), 안정성 및 익숙함(r=.335, p＜.001) 순으

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보육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은 교직지향 이유의 모든 하

위요인들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특

히, 의사결정, 전문성 신장, 지위는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386, p＜.001, r=.432, p

＜.001, r=.550, p＜.001), 자아효능감, 자율성, 영향력은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430, p＜.001, r=.426, p＜.001, r=.4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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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교직지

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

가 높으면 교직지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영향력, 의사결정, 

자율성, 자기효능감, 전문성 신장이 높으면 교직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교직지향 이

유 중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에 대한 이유를 높게 지니며, 그 다

음으로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 가르치는 일의 의미,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 안정성 및 익숙함에 대한 교직지향 이유를 높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이 높으면 교직지향 이유의 

Tabl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owerment and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Reason for Teaching Profession Intent (N=181)

Intent & reasons

Empowerment

Decision 
making

Profession
growth

Status Self- efficacy Autonomy Impact Total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310*** .146* .446*** .266*** .281*** .361*** .363***

Reasons
Enjoy workingt with children .210** .317*** .291*** .348*** .298*** .363*** .353***

Meaningfulness of teaching .364*** .384*** .348*** .370*** .393*** .404*** .444***

Ongoing challenges and achievement motive .384*** .425*** .483*** .430*** .426*** .496*** .524***

Reasonable pay and working environment .386*** .432*** .550*** .391*** .408*** .438*** .528***

Stability and skill .300*** .174* .419*** .187** .197* .32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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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Reason for Teaching Profession Intent (N=18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 SE R R 2 ads.R 2 F
Child care teachers' Constant 1.640 1.190 .446 .199 .194 44.427***

inten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Status .169 .446 .025
Constant 2.626 1.241 .474 .225 .216 25.857***

Status .217 .572 .032
Professional growth -.081 -.206 .033

Reasons
Enjoy working with children Constant  6.264  .885 .363 .132 .127 27.114***

Impact .166 .363  .032
Constant 5.213  1.000 .392 .154 .144 16.199***

Impact .108 .237  .041
Self-efficacy  .184 .196  .085

Meaningfulness of teaching Constant  5.680  .837 .404 .163 .159 34.960***

Impact  .178 .404  .030
Constant  4.591  .930 .439 .192 .183 21.216***

Impact  .119 .271 .038
Professional growth  .068 .217  .027

Ongoing challenges and achievement motive Constant  6.536  1.023 .496 .246 .241  58.296***

Impact  .281 .496 .037
Constant  4.747  1.185 .527 .278 .270  34.301***

Impact  .174 .307  .052
Status  .102 .261  .036

Reasonable pay and working environment Constant  3.795  1.081 .550 .302 .298 77.493***

Status .203 .550 .023
Stability and skill Constant  5.608  1.201 .419 .176 .171 38.198***

Status .158 .419 .0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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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위요인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 임파워먼

트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 전문성 신장, 지위가 높은 경우 합당

한 보수와 근무환경을 교직지향 이유로 높게 지니고 있으며, 자아

효능감, 자율성, 영향력이 높으면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에 대한 

교직지향 이유를 높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에 미치

는 영향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보육교사의 교직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는 19.4%

의 설명력을 지니고(F=44.427, p＜.001), 전문성 신장이 2.2%

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5.857, p＜.001). 

보육교사의 교직지향 이유 중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영향력이 12.7%의 설명력을 지니고

(F=27.114, p＜.001), 자아효능감이 1.7%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6.199, p＜.001).

가르치는 일의 의미는 영향력이 15.9%의 설명력을 지니고

(F=34.960, p＜.001), 전문성 신장이 2.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216, p＜.001). 끊

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은 영향력이 24.1%를 설명하고(F=58.296, 

p＜.001), 지위가 2.9%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27%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34.301, p＜.001).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

경은 지위가 2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7.493, p

＜.001), 안정성 및 익숙함은 지위가 17.1%의 설명력(F=38.198, 

p＜.0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지위였

으며, 다음은 전문성 신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직지향 이유 하위요인 중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

거움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은 자아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르치는 일

에 대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전문성 신장임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지위임을 

알 수 있다.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 안정성 및 익숙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지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

향 이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

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교직지

향성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

트가 높으면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가 임

파워먼트를 높게 인식할수록 교직지향 이유 중 합당한 보수와 근

무환경을 높게 지니고 있으며,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 역시 높게 

지니고 있었다.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의사결정, 

전문성 신장,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교직지향 이유 중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이 가장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자아효능감, 자율성, 영향력이 높으면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

감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교직지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사의 처우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보육교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8, 16]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직에 대한 지향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는 연구결과[25, 27]와 맥을 같이 한다. 보육시설과 유사한 유치

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7]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교육

기관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밀접한 인간관계를 갖는 특성을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원장과 동료교사와 같은 인적 관계가 중요

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원장의 교사에 대한 격려와 명확

한 기대를 제공해주는 지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비교 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거의 없지만, 다른 교육

기관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정과 연계해야 하는 보육기관에서 학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교직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포함한 교사의 외적 지

위 보장이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원장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와의 관계가 보육교사의 교직지향 의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트임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지위와 

관련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식과 전문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격려를 통해, 보육교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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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

는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책임지는 의미 있는 일

을 수행하고 있다는 교직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장 및 교사, 부모를 대상으

로 한 교육에서 보육교사의 지위에 관한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물리적 정서적 보상 제도를 통해 조직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전체는 교직지향 이유 중 합당한 보수

와 근무 환경,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

정, 전문성 신장, 지위는 합당한 보수와 근무환경과 가장 높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들이 합당한 보수와 근

무환경으로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현실적 처우 개선과 같은 외적 요인, 원장·

동료교사·학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내적 요인들을 중요한 요인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 참여

는 교사의 소속감과 책임감, 자발성의 정도를 높임으로서 교사의 

조직에 대한 헌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28] 교사에게 성장 발

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에 몰입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27]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이러한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사의 처우와 같은 외적요인[8, 16] 및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인적 환경에서도 영향

을 받는다는 것[25, 27]을 보여준다.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자아효능감, 자율성, 영향력은 끊

임없는 도전과 성취감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긍정적 사고와 같은 개인적 

자질을 갖추고[2] 학급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직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7, 13, 26]와 동일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료 

교사와의 신뢰 및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때 개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갖게 되어 협력하며 일하는 좋은 환경과 분위기

를 조성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는 보육교사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식하고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전문성을 잘 발휘한다면, 유아들과 생활하면서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유능하게 해결하면서 일에 대한 자긍

심과 보람을 느끼고 다른 교사와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과

정에서 도전과 성취감을 갖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고 교육 환경

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파워먼트가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은 임파

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전문성 신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지향 

이유 중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영향력과 자아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르

치는 일의 의미 역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 

신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

역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지위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당한 보수와 근무 환경, 안정성 및 익숙함

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

향 이유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와 영향력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직지향성이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은 사회적 인식과 교사의 처우와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8, 

16]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도 교직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25, 27]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 요인도 중

요하지만, 개인의 내적욕구가 교직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보육교사 개인이 교사로서의 업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자신에 대한 효능감 및 교사 직무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며 교직지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더불

어 원장, 학부모,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친화력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육교사의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높여 교사지향성

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직지향성에는 전문성 신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교육이나 승급교육, 워크샵, 관련 

세미나, 전문적인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성 

신장 및 잠재적으로 직무상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

을 주기 때문이라고[3]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육교사에게 직무 

환경 속에서 동료교사의 지지와 같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의 기회 및 학업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육교직에 대한 지향성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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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교사교육 내용

에 동료 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류 및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이 현

실적으로 교사연수나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 및 연수

비 지원, 연수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행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심리,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사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

을 발달시키며 교직에 대한 지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교직지향 이유 중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은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영향력과 자아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은 교사 자신

이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수행에 

만족감을 갖게 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자아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

는 교사 개인의 긍정적 사고 및 외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유

아들과 생활하는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 

개인의 긍정적 사고와 외향성이 교직지향성과 상관이 있으며 개

인의 사회적 적응성, 원만한 대인관계로 연결될 수 있음은 이미 

일부 선행 연구[2, 15]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양성 및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만 강조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교사가 되

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일의 의미 역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 신장도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문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Lee [19] 역시 다른 교육기관보다 많

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 보내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보육

교사의 특성상 유아와의 적절하면서도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

고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처하면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데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기초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 역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며 지위도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 수행 능력이 보육환경을 위한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감 외에도 동료의 인정과 같은 인

적 요인으로부터 받는 격려와 지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적 지식

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함께 교사들 간에 상호 업무를 

존중하고 교육 환경 운영에 대한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기적

인 교사간의 상호작용 시간이 보육시설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합당한 보수와 근무 환경, 안정성 및 익숙함은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지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같은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간의 전

문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우호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중

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

성에 맞게 물리적 정서적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원

장, 학부모,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보육교사의 지위

에 관한 임파워먼트가 교직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

는 내용 및 교직원들 간의 친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

함시켜 지위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강화시켜 교직지향성을 높이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

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교사교육 

내용에 동료 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류 및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들

이 현실적으로 교사연수나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 및 

연수비 지원, 연수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행정적인 지원 체계 구

축 및 심리,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사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을 발달시키며 교직에 대한 지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 양성 및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전

문적 기술과 지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

악하고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교사

의 교직지향성 및 임파워먼트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

는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와 원장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현장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충남 및 대전 지역에 소재한 보육기관에

서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특히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비교하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에 기초하여 분석되었으나, 보육기관에

서 교사들이 임파워먼트 및 교직지향성과 지향 이유에 대한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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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지향성 및 교직지향 이유의 관계

담 및 관찰을 통하여 임파워먼트나 교직지향성 및 지향이유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실행한다면 본 연구에 대한 상호보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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