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7.574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The Effects of Job Vocational Calling on Job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Job At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이재무*, 조경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Jae-Moo Lee(ljm-policy@hanmail.net)*, Kyung-Seu Cho(cks6531@eulji.ac.kr)**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보육정책을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관리에 관한 유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고나 의식이 태도를 
구축하고 태도가 근원이 되어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기획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열의·직무소진 등 직무태도, 창의적 행동·적극적 행동·윤리적 행
동 등 직무행동을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209명의 보육교사가 응답한 구조화된 설문지 
내용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이 초과될수록 직무소진이 심해졌으며, 직무소명의
식은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만, 직무행동 중 창의적 행동과 적극적 행동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직무열의만이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 중심어 :∣보육교사∣직무소명의식∣직무열의∣직무소진∣직무행동∣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job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who take charge of child care policy at the front line, social meaning of which is being 
greatly highlighted these days. Especially, the research was designed with causal relationships in mind, 
in which certain job-related thoughts or consciousness forms attitudes, thus leading to behavior.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selected the following variables for analysis: job attitudes including job calling, 
job engagement, and job burnout; and job behavior such as creative behavior, active behavior, and 
ethical behavior. Data collected from 209 child care center teachers’ response to structured 
questionnaires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ob burnout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s extra workhours increased, and that only job engagement, among job attitude 
variables, and creative behavior and active behaviors, among job behavior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Moreover, job engagement was the only variable that was found to work as a mediator in 
relationships between job calling and active behavior. 

■ keyword :∣Job Vocational Calling∣Job Engagement∣Job Burnout∣Job Behavior∣Child Care Teacher∣

    

접수일자 : 2019년 05월 30일
수정일자 : 2019년 07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7월 09일
교신저자 : 조경서, e-mail : cks6531@eulji.ac.kr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575

I. 서 론

생활 경제와 국민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및 다원화 등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육정책의 양
적·질적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효성 
높은 보육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거론되지
만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여러 조처들의 중심에 보육
교사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1]. 보육교사는 영유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정책을 실천하는 최일선 전
문가로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아
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2], 
다수의 연구들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의 다양한 결
정적 영향력에 대해 입증한 바 있기 때문이다[3][4]. 따
라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보육교사 관리 전략
을 수립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발굴하는 활동은 국가의 
미래 동량인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 대처이자 국가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근
거하여 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직무 특성 및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활
발하게 기획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는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연계 속에
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정서적·육체적으로 과
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강한 복합적 긴장과 피로를 경
험한다[5]. 그에 비해 보육교사의 사회적 위상은 높지 
않으며 금전적 수입이나 직무수행 환경 역시 상당히 미
흡한 편이다[6]. 보육교사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어
린이집 37,563개소에 239,996명이 근무하면서 
1,415,742명의 영유아를 맡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약 6명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꼴이지만 어린이집 유형
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육교사 1인이 관리하는 
아이들의 수는 6명을 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공식적 조사인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월평균 초봉이 약 185만원에 불과하고, 평
균 근무시간은 8시간 42분인데 중간경력보육교사들은 
거의 10시간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육교사
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외적 여건을 뛰어넘
는 내면의 특정한 의식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적 요인은 매우 많지만 직무소

명의식(job vocational calling)의 경우, 직무와 관련
한 불만과 부담, 이직의도 등을 저하시켜 환경적 어려
움을 이겨내도록 작용하며[7], 자기만의 비전을 완성시
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8]한다는 측면에서 보육교
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또한 보유
교사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직무소명의식의 직무
만족·이직의도·행복감 등 직무태도에 대한 선행적 영향
력을 설명하였으며[9-11], 인간의 태도가 행동을 좌우
한다는 검증된 명제[12]를 수용하면 직무소명의식은 특
정 직무태도를 매개로 직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
로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 경로에 관한 선례를 수용해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동 간 영향관계, 직
무태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을 위해 직무행동 요인 중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 적극적 행동(proactive behavior),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을, 직무태도 요인 중 직무열의
(job engagement)와 직무소진(job burnout)을 각각 
선정하였다. 다양한 직무행동 요인 중 이들 세 행동을 
선택한 것은 최근 보육교사에 대한 가장 강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창의적 행동은 
근래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창의
성(creativity)[13]에 기반을 두는 행동이다. 적극적 행
동은 자발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이 동반되기에[14] 직무수행에 난항을 겪는 보육교
사에게 의미가 큰 행동이다. 윤리적 행동은 윤리의식이 
근간이 되어 행동 자체가 영유아들에게 귀감이 되며, 
보육과정 중 행해질 수 있는 학대나 방임 등 비도덕적 
행동에 상반되는 보육교사의 필수적 직무행동이다. 다
만 조직 내 중요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직무 
이외 행동을 의미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분
석에서 배제하였다. 직무태도 중에서 직무열의와 직무
소진만 선택한 이유도 이 두 요인이 다른 태도 요인들
의 기초가 되는 본성적 태도이며, 교사라는 직군에 있
어 교육적 성취와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직무태도이기 때문이다[15].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
서 직무소명의식이 어떠한 태도요인을 매개로 행동으
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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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무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
동, 직무태도와 관련해 합리적 직무관리를 위한 유용한 
근거를 확보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에게 실효적 직
무관리가 조치됨으로써 보육교사들이 보육서비스를 제
공함에 있어 더욱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열악한 직무환경이 관
리되어 보육교사들이 직무에 보다 집중하고 충실하게 
된다면 영유아라는 미래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매우 훌
륭한 투자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
가 축적되고 직무관리의 효용이 높아짐으로써 국가 보
육정책의 전향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원래 종교적 조직에서 활용되던 한정적
인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종교조직이 아니더라도 특
정한 일의 수행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목적지향적 정서
로 인정되고 있다[16]. 소명의식은 자신이 수행하거나 
할 일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
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화시켜준다[17]. 그래서 개인에게 자신
의 모든 것을 재구조화하여 자발적 충만감을 느끼고 사
회적으로 의미 있게 헌신하는 행동을 이끌어낸다[18]. 
직무소명의식은 이러한 소명의식이 직무수행에 적용된 
개념으로, 직종과 무관하게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0]. 
다만 직무소명의식과 직무만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없다는 연구가 모두 공존하
고 있어 직무소명의식과 다른 직무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과학적 정보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19]. 

조직구성원의 내적동기와 의사결정, 만족감 등을 비
롯한 조직 내 모든 행동에 대한 통찰을 직무소명의식이 
제공한다는 주장[20]을 반영하듯이 직무소명의식에 관
한 연구는 일반교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에서 다양한 직

무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가 선정한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행연
구들은 직무열의가 직무소명의식의 결과요인이자 직무
소명의식과 다른 요인 간 영향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21][22]. 또한 직무소명의식
을 직무소진의 선행 영향요인으로써 검증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23][24]. 다만 보육교사라는 직업과 관
련해서는 일반교사와 같은 다른 직무영역에서 초창기
에 이루어진 이직의도, 직무만족, 행복감과 같은 일부 
요인에 대한 직무소명의식의 영향력을 분석한 사례만 
일부 존재할 뿐 직무열의나 직무소진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국내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2. 직무행동
2.1 창의적행동
창의적 행동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여러 의

견들을 종합해보면[25-27] 새로움과 독창성, 유용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제해결 지향적 산출 활동을 의미한다. 
창의적 행동은 혁신 행동이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등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혁신 행동보다 선행
된 행동이라는 점과 공식적인 직무영역을 변화시키려
는 행동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아울러 능력, 내적동기부
여, 인지적 활동 등이 전제되어야 원만하게 나타나는 
행동으로써 현대 혁신적 지식 및 정보화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조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28]. 
또한 복잡하고 긴장감이 높은 업무이거나 불확실한 환
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에 더욱 애착을 갖고 
전념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이다[29]. 그래서 미성숙한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 각종 
기관, 언론 등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직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에게 매우 필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창의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여러 직종에서 결
과변수로 선정되어 이루어져 다양한 결과가 존재한다. 
교사의 영역에서도 교사효능감과 교수몰입과 창의적 
행동 간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41] 비롯하여 적지 않은 
분석시도가 이루어졌다. 다만 보육교사의 직무행동으로
써 창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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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특성과 시설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의적 행동이 활
용된 소수의 연구사례[44]를 제외하면 관련 연구를 찾
을 수 없었다. 물론 본 연구가 규정한 직무소명의식이
나 직무열의, 직무소진과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한 연구
도 찾지 못하였다.

2.2 적극적행동
적극적 행동은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참조하면 자발

적 의도성과 환경 변화, 미래지향성 등을 포괄하는 선
제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30-32]. 적극적 행동을 
행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통한 조직 기능의 향상, 구
태에 대한 저항, 조직에 필요한 변혁 견인, 직무 관련 
오류의 교정 등의 기능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33-35]. 
또한 적극적 행동은 사회화 전략에 관한 성찰을 가능케 
하여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역동성과 능동성을 배양하
는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유형과 상관없
이 급변하는 환경에 개인과 조직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36][37]. 그렇다보니 적극적 행동을 자신의 행
동 표준으로 설정한 사람들은 기회를 탐색하고 실천함
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
력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계의 구조화와 경력 주도 등
의 양상을 이끌어낸다[14]. 따라서 보육교사에게 적극
적 행동은 빠르게 격변하는 최근의 보육환경 속에서 보
육교사가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으로
써 중요하다.

창의적 행동만큼은 아니지만 적극적 행동의 경우도 
많은 직무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를 밝
히기 위해 다루어져왔다. 교사의 영역에서도 직무자율
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42]를 비롯하여 적지 않
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보육교사의 영역에서는 아직
까지 직무소명의식, 직무열의, 직무소진과의 영향관계
에 대한 규명이 시도된 바 없으며, 기타 요인들과 분석
에 사용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주도성과 같이 
적극적 행동과 유사성을 가진 요인을 활용한 연구는 일
부 존재하였으나 이들 연구들의 경우, 사고나 태도의 
범주를 포괄하는 속성까지 확장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행동에 제한하여 분석을 실
시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3 윤리적행동
윤리적 행동은 어원적으로 보면, 사회 보편적 가치판

단 기준과 개인의 도덕적 신념·가치관을 부합시켜 일관
되게 표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38]. 특징으로는 성별
이나 나이 등 인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에 따른 일관
된 영향관계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요인의 영향
이 크다는 의견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다분하게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다[39]. 윤리적 행동은 
강조되는 행위적 측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철저하
게 윤리적 준거에 맞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행위, 의
사결정 시 윤리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비윤리적 의사결
정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60]. 윤리적 행
동은 행동 자체가 목적론적 시각에서 가치가 있으며, 
재정적 성과, 직무만족, 위험감소, 바람직한 조직문화 
창출 등에 바람직한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40]. 따라
서 보육교사가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영유
아에게 그 자체로 모범적 교육이 되며, 양질의 보육서
비스라는 조직 목표 달성에 높은 효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윤리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다양한 직무 영역
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적 영
역의 직무와 관련되어 많이 다루어졌는데, 교사 역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윤리적 리더
십이라는 행동 방식을 통해 이상적 교사상에 대해 거론
한 연구와[43] 같이 다각적 관점에서 직무행동으로서의 
중요성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창의적 행동, 적극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직무행동으로써 명확하게 윤리적 행동이라
는 명칭으로 규정하여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당연히 직무소명의식과 직무열의, 직무
소진이 포함된 분석 국내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창의적 행동, 적극적 행동, 윤리
적 행동 등 세 가지 직무행동은 높은 정보화 사회의 보
편적 복지 정책 하에서 보육교사가 다각적 변화와 치열
한 경쟁에 대응하며, 사회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차
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
동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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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도
3.1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성과를 염두에 두

고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태도이다. 직
무열의의 수준은 자신이 편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뜻하는 심리적 유의성(psychological 
meaningfulness), 자신의 경력과 이미지에 부정적 영
향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심리적 안
정성(psychological safety), 자신의 사용할 수 있는자
원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심리적 이용가능성
(psychological availability)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45]. 직무열의는 직무행동에 있어 구성원으로서의 의
무와 책임에 대한 자각이며, 직면하는 난관을 이겨내도
록 태도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5], 동기부여의 원동력
이자 조직생산성 강화 효과가 있는 요인이다
[6][46][47]. 직무열의의 구성요인으로는 활력(vigor), 
전념(dedication), 집중(absorption) 등이 있다[6].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는 최근에 와서야 그 의미가 크
게 부각되면서 비교적 늦게 다양한 직종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직무태도이다. 초창기에는 직무열의가 
직무소진과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부정
적 속성의 직무소진을 제거하면 직무성과나 만족이 나
타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수행된 
연구들이 소진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일정한 수준 열의
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서로 무관한 독립적 영
향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52]. 직무열의는 보육교사 
영역에서도 중요한 직무태도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직무열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신뢰 간 
영향관계 속에서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되었다
[5].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직
무열의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학급수가 많아질수록 
직무열의가 감소되어 상호 부적 영향관계를 맺고 있음 
역시 확인되었다[53]. 그리고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직
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판별되었다
[6].  

3.2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직무에 전념했으나 결과나 보상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정서적 회의와 절망감으로 
인한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총칭한다[48]. 직무소
진은 한때 대인접촉이 잦은 일부 직무에 한정되는 태도
로 인식되었으나 검증을 통해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에
게나 발생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탈진임이 확인되었다
[49-51]. 직무소진의 구성요인으로는 냉소(cynicism),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무력함
(ineffectiveness) 등이 있다[6]. 또한 일반적 상태에서 
끌어올려 활용하는 속성을 가진 직무열의에 비해 직무
소진은 보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
문에 개인적 특성과 환경, 역량 등에 따른 개인차가 크
지 않은 편이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쉽게 확인
되기 때문에 직무소진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
져왔다. 그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매우 활발하게 다
루어졌으며, 부정적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직무태도 요인으로 인정되어 다분
하게 분석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 보육교사의 직무소진 수준은 높다는 보고와 높지 
않다는 보고가 혼재되어 있으며, 직무만족과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다수 제시된 바 있다[54], 보육
교사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의 하위요
인들 중에서는 직무특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영향력이 낮고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55].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이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을 받으며, 이직의도 수준을 높이고 각 요인별 관계에
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역시 파악되었다[56]. 

이상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이 여러 직무태도들 가운
데서 특히 보육교사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보육교사가 직무수행 중 느끼는 정서의 이중성 때문이
다. 즉, 보육교사는 미래의 동량인 영유아의 안위와 교
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및 직업적 위상으로 
인해 자존감이 훼손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있어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은 직무행동에 강하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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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에 주재하는 어린이집 13개소를 편의표집하고, 그곳에
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설명
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
지 19일 동안 구조화된 자기응답식 설문지를 각 어린
이집을 방문하여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
었다. 배포된 설문지 총 250부이었으며, 그중 238부가 
회수됨으로써 회수율은 95.2%를 보였지만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모든 응답에 
동일한 수치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9부를 분석
에서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209부의 설문지 응답 내
용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모두 여
성이었다. 연령대는 20대 69명(33.0%), 30대 75명
(35.9%), 40대 51명(24.4%), 50대 이상 14명(6.7%)이
었고, 혼인형태는 미혼 93명(44.5%), 기혼자 116명
(55.5%)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 8명(3.8%), 전문대졸 
101명(48.3%), 대졸 83명(39.7%), 대학원졸 이상 17
명(8.1%)이었으며, 보유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 126명
(60.3%), 보육교사 2급 52명(24.9%), 보육교사 3급 23
명(11.0%), 기타 8명(3.8%)이었다. 경력은 1년 미만 15
명(7.2%), 1년 이상 3년 미만 29명 (13.9%), 3년 이상 
5년 미만 36명(17.2%), 5년 이상 7년 미만 38명
(18.2%), 7년 이상 10년 미만 37명(17.7%), 10년 이상 
54명(25.8%)이었고,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 6명
(2.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8명(3.8%), 15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7명(32.1%),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00명(47.8%), 250만원 이상 28명
(13.4%)이었다. 근무시간은 시간제 포함 4시간 이하 7
명(3.3%), 8시간 60명(28.7%), 9시간 근무 107명
(51.2%), 10시간 이상 35명(16.7%)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MS Excel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장 먼저 분석에 사용된 척도들

의 신뢰도와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
과의 구체적 해석을 위한 근거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분석요인들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요인
별 영향관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태도
인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
다. 각 변수에 관한 검토 내용을 종합해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소명의식, 직무행동, 직무태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가설 2]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태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동 간 관
계에서 직무태도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측정도구

직무소명의식의 파악을 위해 본 연구는 ‘직무의 사회 
기여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자발적 동
기부여를 시켜주며 직무에 의미 있게 집중함으로써 충
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내적요인’으로 정의하였고, 보육
교사의 직무소명의식을 분석한 연구가 활용한 척도별 
문항 12개를 인용하였다[11]. 

직무행동 중 창의적 행동은 ‘보육교사가 직무과정에 
유용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나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활용 
방법을 착안해내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초창기 창
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57]와 보육교사의 창의적 행동
을 분석한 연구가 활용한 척도별 문항 10개를 인용하
였다[44]. 직무행동 중 적극적 행동은 ‘직무수행 과정에
서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직무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선제적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나 보육교사의 적극적 행
동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초창기 적극적 행동에 관
한 연구[58]와 일반교사의 적극적 행동을 분석한 연구
가 활용한 척도별 문항 15개를 인용하였다[42]. 직무행
동 중 윤리적 행동은 ‘직무수행에 있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나, 보육교사의 윤리적 행동을 분석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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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없어 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보육
교사를 주어로 재구성해 7문항을 구축하였다
[39][59][60].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에
너지를 투입하고 집중해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활력과 전념, 집중으로 구성되는 직무열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61]의 척도를 참조해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를 분석한 연구가 활용한 척도별 문항 15개를 
인용하였다[5][6][53]. 직무태도 중 직무소진은 ‘직무수
행 과정에서 다양한 반복적 압박에 의해 절망감을 느끼
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정의
하였으며, 감정적 고갈, 몰개인화, 성취감 감소로 구성
되는 직무소진 개념을 제시한 연구[49]의 척도를 참조
해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을 분석한 연구가 활용한 척도
별 문항 15개를 인용하였다[54-56]. 모든 측정 문항은 
리커트(Ric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 문항들에 대하여 크론바하알파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는 신뢰도 분석과 주성분분석 추출방법 
및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크론바하알파 값을 산출하였더
니 각 변수의 모든 척도가 .70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
을 보였다. 그에 따라 모든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
다고 판단하여 척도의 배제 없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별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은 
각 요인별 공통성 지수만 확인하여 요인으로써 적격 여
부만 판단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각 척도는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요인으로써 타당성을 검증받은 
척도이기 때문이다. 요인으로써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은 요인적재량 .500 이상의 요인은 분석에 활용
해도 무방하다는 선행연구의 과학적 검증결과[62]를 그
대로 차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직무소명의식에 
관한 문항 중 5개가 요인적재량 미달로 분석에서 제외
되었으며, 직무행동 중 창의적 행동 문항 5개, 적극적 
행동 문항 2개, 윤리적 행동 문항 3개가 각각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 문항 2개, 직무
소진 문항 4개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무소명의식 7개, 창의적 행동 5개, 
적극적 행동 13개, 윤리적 행동 4개, 직무열의 13개, 

직무소진 11개 문항이 영향관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분석변수 측정지표 및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결과

측정지표 문항 수 크론바하
알파 값

최종분석
문항 수 출처

직무소명의식 12 .779 7 [11]

직무
행동

창의적 행동 10 .812 5 [44][57]
적극적 행동 15 .871 13 [42][58]
윤리적 행동 7 .713 4 [39][59][60]

직무
태도

직무열의 15 .854 13 [5][6][53][61]
직무소진 15 .853 11 [49][54][55][56]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평균 차이 분
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들의 직무소명의식, 직무행동, 직무태도 등 요인별 기술
통계분석 결과와 t-검정,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
식 평균은 3.6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직무행동의 경우, 창의적 행동 3.24, 적극적 행동 3.59, 
윤리적 행동 3.70으로 확인되어 창의적 행동을 제외하
면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직무태도의 경우, 직무
열의 평균은 3.51로 비교적 높은 수준, 직무소진 평균
은 2.4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 응답한 보육교사들 개개인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명의식, 직무행동, 직무태도 등의 
요인 내 집단별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근무
시간에 따른 직무소진 수준을 빼고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 내 
집단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시간
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는 8시간 근무자와 10시간 이
상 근무자 집단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정근무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직무소진이 심해진다는 인과관계로 간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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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별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평균 차이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F 값
연령 최종학력 보육자격증 경력

직무소명의식 3.63(.533) 0.29 1.24 0.76 0.71
창의적 행동 3.24(.502) 2.24 2.34 0.22 0.70
적극적 행동 3.59(.490) 0.29 2.09 1.16 0.55
윤리적 행동 3.70(.585) 1.75 2.07 1.41 0.97

직무열의 3.51(.498) 0.86 0.84 1.28 0.21
직무소진 2.48(.591) 0.22 1.43 1.74 1.41

평균
(표준편차)

F 값
근무시간 근무기관 월평균소득 혼인여부

직무소명의식 3.63(.533) 0.18 0.10 1.82 0.01
창의적 행동 3.24(.502) 0.09 0.04 1.02 0.00
적극적 행동 3.59(.490) 0.66 1.08 0.19 0.53
윤리적 행동 3.70(.585) 1.81 1.28 1.54 0.38

직무열의 3.51(.498) 1.14 1.06 0.32 5.67
직무소진 2.48(.591) 4.39** 2.11 0.41 0.05

** p < .01

2. 직무소명의식이 직무행동, 직무태도 간 영향 관
계 분석결과

첫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행
동, 직무소명의식과 직무태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내용을 보면,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행동 중 창의적 행
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p<.05)를, 적
극적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p<.01)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극적 행동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p<.01)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직무
열의가 적극적 행동, 직무소진이 윤리적 행동과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가 설정한 분석의 
구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파악된 변수들의 지수 값이 .500가 
넘어 다중공선성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가 .100보다 훨씬 크고 
VIF 역시 10보다 훨씬 작고 1에 근접하여 공선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분석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a b c d e f

a.직무소명의식 1
b.창의적 행동 -.165* 1
c.주도적 행동 .735** -.087 1
d.윤리적 행동 -.054 .064 -.088 1
e.직무열의 .760** -.108 .746** -.063 1
f.직무소진 -.027 .031 .011 -.149* -.065 1

* p < .05  ** p < .01

둘째, 상관관계가 확인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
소명의식과 창의적 행동,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직무소명의식과 직무열의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내용을 보면,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던 직무소명의식과 
창의적 행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회
귀모형적합도와 회귀계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직무소명
의식과 적극적 행동 간에는 F=27.57(p<.001)의 회귀모
형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설명력은 53.5% 
(R²=.535)로 파악되었고, 회귀계수(β=.676, t=14.97,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직
무소명의식과 직무열의 간에는 F=32.47(p<.001)의 회
귀모형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설명력은 
57.7%(R²=.577)로 파악되었고, 회귀계수(β=.772, 
t=15.49, p<.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표 4. 직무소명의식과 창의적 행동, 적극적 행동, 직무소명의식
과 직무열의 간 영향관계 분석결과

R² F B β t
직무
소명
의식

창의적 행동 .031 1.75 -.139 -.148 -2.09
적극적 행동 .535 27.57*** .676 .735 14.97***

직무열의 .577 32.47*** .722 .772 15.49***
*** p < .001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와 회귀식이 확인
된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사이에서 직무열의가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한 위계적 회귀분석 마지
막 단계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용을 보면,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간 영향관
계에 매개변수 직무열의가 포함된 회귀분석 결과가 
F=34.02(p<.001)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7582

회귀모형설명력은 61.4%(R²=.614)로 확인되었으며, 회
귀계수 역시 (β=.436, t=6.44, p<.001)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의 β=.436은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사이의 회귀
분석결과에서의 β=.676보다 감소하였다. 따라서 직무
열의는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사이에서 매개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증을 위한 소벨테
스트(Sobel test)의 결과 값 역시 5.91이 나와 1.96보
다 높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5.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
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R² F B β t
직무소
명의식

직무 
열의

적극적 
행동 .614 34.02*** .429 .436 6.44***

*** p < .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과 창
의적 행동, 적극적 행동, 윤리적 행동 등 직무행동 간 
영향관계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 등 직무태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설 1
에서 4까지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육교사들은 직무
요인들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지만 직무소진과 창
의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경
우,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변수
의 평균 차이는 직무소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무소진은 근무시
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설 2
의 경우,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행동 중 적극적 행동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3의 경우, 직무소명의식은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
으로 유효한 변수만으로 검증한 가설 4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직무소명의식이 적극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칠 때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

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우선 본 연구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고한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 수준은 선행연구 결과[11]와 상이하다. 
이는 직무소명의식이 같은 직종 내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한 작용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증한다. 보육교사의 직무행동 중 
창의적 행동 수준이 낮게 확인된 것이나 적극적 행동과 
윤리적 행동 수준이 높게 확인된 것은 비교할 선행연구
가 없어 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직무태도 
중 직무열의 수준이 높고, 직무소진 수준이 낮다고 확
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다
[5][55].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
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직무소진이 근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은 불필요한 근
무시간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상적 인식을 재확
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수별 영향관계에 대한 결
과는 모두 보육교사 분야에서는 시론적인 결과이다. 직
무소명의식이 자발적 의지가 기반이 되며, 적극적 행동
과 직무열의가 자기 동기부여가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질적결과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적극적 
행동의 경우, 직무열의를 매개로 발현됨이 확인되었으
므로 직무소명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직무
에 있어 유효한 행동과 태도를 갖거나 유발할 수 있도
록 조치해야 하며 직무열의를 강화시켜 적극적 행동을 
양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보육교사
에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직무행동이고, 유의성이 높은 
직무태도임에도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요
인들에 대한 심층적 후속 분석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
들의 보고와 보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 수준에 대한 내
용이 차이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와 직무소진 
수준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구조
로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통념적 인식과 비
교했을 때 바람직한 직무행동인 창의적 행동수준이 낮
게 나온 것은 이채로운 결과이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
록 직무소진이 심해진다는 것은 무난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이론적 측면의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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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수가 보
육교사와 관련된 시초적 정보라는 점이다. 또한 직무소
명의식이 유효한 직무요인이지만 속성이나 영향력 측
면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며, 직무소명의식은 직무열
의를 매개로 적극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구조
가 확인된 점도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
적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직무태도에 관한 정
보를 재확인했다는 점과 그동안 확인한 적 없는 보육교
사의 직무행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
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직무소명의식은 보육교사에게 
유효한 심리적 요인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
육교사의 직무소명의식 수준의 높고 낮음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그를 중심으로 관리 및 기타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여 비교적 낮게 확인된 보육교사의 창의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창의적 행동은 혁신지향문화와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제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3][63]. 따라서 창의성 혹은 
혁신성 자체대회나 워크숍 등으로 직무 상 기류를 형성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직무소진이 심화되고 
직무소진의 악화는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직
무수행 시간에 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어린이집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력 충원과 효율적 직무수
행 훈련,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긍정적 직무태도인 직무열의가 직무소명의식과 
적극적 행동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써 유효성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고 직무자원을 증
가시켜 직무열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61] 관리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직무요구 
중 감정적 요구와 직무자원 중 사회적 지원이 가장 크
게 영향력을 행사한다[6].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직무수
행 시 정서적 인내력을 넘어 예민해지고 긴장감을 초래
할 수 있는 요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함께 원장이나 동료 보육교사들 상호 간 제공되는 협조
와 심리적 지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의 모색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획득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분석대상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어
린이집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추출 상 오류 가능
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특
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만 유효한 직무행동이나 직
무태도 중에서 본 연구가 한정하여 선택한 요인들에 대
한 임의추출 관련 이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외생 및 
내생 변수들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본 연구
가 선택하지 않은 통제변수 및 선정한 변수 이외의 요
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 무엇
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초적 분석결과이기 때문
에 비교할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심층적 숙고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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