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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역할수행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윤 채 영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역할수

행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

의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떠한가. 넷째,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문성 인

식 및 역할수행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다섯째,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원장의 서

번트 리더십, 전문성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246명이었다. 보육

교사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희경과 김성수(2002)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육교사 전문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Wang(2005)이 개발

한 전문성 인식 척도를 송근영(201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원

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Laub(1999)가 제시한 척도를 김금영(2017)이

어린이집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t-검증, F-검증으로 교사 변인과 어린이집 변인 간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전

문성 인식,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

다. 둘째,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따른 역할수행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 regression)으로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역할수행은 연령, 결혼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결혼

유무, 자격증 급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

번트 리더십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상관관계는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신장 능력, 보육

보호 능력 및 전문성 인식(전체)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 역할수행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가치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정성, 리

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및 서번트 리더십(전체) 모두 교사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인 보

육 및 기본생활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 및 역할수행(전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본 결과, 역할

수행의 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수능력, 의사소

통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공유,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운영관

리능력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역

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에 대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보육교사 역할수행, 보육교사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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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보육의 질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모용희, 김규수, 2013; Cho

& Saracho, 1997; Mcnairy, 1989). 과거의 보육교사는 단순한 교수자로서의 역할수행

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보육과

정을 계획과 수행하고,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박복매, 2011). 따라서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이청, 2017; 박복매, 2011).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길고 담당하는 연령의 폭이 넓어 보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에 의해 보육의 방법과 내용 등의 의사 결정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에게 좀 더 다양한 지식과 적절한 자질을 갖

추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성남, 2009; 박형신, 김정주, 2011; 변길희, 김나

림, 2010).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역할인식, 소진, 정서지능, 직무만족, 효능감,

전문성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박복매, 2011; 송

순옥, 성연정, 2016; 심영희, 성소영, 2013; 이수정, 2008; 안선희, 김지은, 2010; 이지영,

문혁준, 2015; 전정민, 김정미, 2016; 황종귀, 배성희, 2015). 이 중 전문성은 보육의 질

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 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프로그램의 우수한 수준과 부모들

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된다

(안선희, 김지은, 2010).

전문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송근영, 2016), 보육교사에게 있어 전문성이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정아람,

2016).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보

육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육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안

선희, 김지은, 2010).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는 교사 자신이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해하

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신념, 철학, 윤리강령을 가지며, 또한 전문적

인 지식, 기술과 실무 능력, 자율성이 있다(이석순, 박은미, 2014).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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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모용희, 김규수, 2013). 보육교사가 사회

적으로 전문직이라는 공유된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직

업에 대해 전문직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박형신, 김정주, 2011). 전문성 인식이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념으로, 스스로 직업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

율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성혜, 김연하,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전문성 발달 수준도 높아져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이석순, 박은미, 2014). 보육교사는 자신

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므

로 결국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

다(이지영, 문혁준, 2015). 따라서 전문성 인식은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다(이수정, 2008; 이지영, 문혁준, 2015; 황경애, 김현주, 2005).

보육교사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내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외적 요인

으로 원장의 리더십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형경, 2016; 황혜정, 2017).

원장은 어린이집의 그 어떤 구성원보다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며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곽윤숙, 2014; 김금영, 2017; 김명순, 2015; 조혜진,

김수연, 2013).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교사역할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은

희, 2016; 이숙희, 2005).

원장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 등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리더십이 발휘되

며 보육교사의 다양한 경험과 신념 및 조직분위기와 관련되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승현, 권연희, 2017; 윤혜진, 허영림, 2012). 원장은 보육교직원들이 공

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박은주, 이효림, 2014) 보육

교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몰입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보육교사의 신뢰와 존경이 따르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공인숙, 한미현, 김

영주, 권기남, 2013; 김정주, 박형신, 2001). 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나 내부구조의 유

지를 위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혜경, 2014).

어린이집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인간관계가 밀접하며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장의 영향이 보육교사의 사기나 직무만족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든 보육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희정, 김정희,

2016).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목표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단순한 운영중심의 관리차원

이거나 지휘하고 명령하는 피라미드식 체계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어린이집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관리차원과 기존의 리더십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

이 요구되고 있다(박형경, 2016; 윤지영, 2006).

원장은 전통적인 리더십을 지양하고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의 공동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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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서번트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현, 2015; 김의석, 김성원, 권

성민, 2013; 김옥남, 2016; 예남희, 2014; 오승현, 권연희, 2017; 정미영, 2010). 서번트

리더십이란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지각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배려하고 도와주는 리더십으로(Woodruff, 2004) 섬김과 봉사에 기초하여 구성원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용학, 2010; 민하영, 2014; 최남례, 2005).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린이집은 교사와 영유아, 교사와 원장, 교사 간 상호작용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에게 적절한

성장기회를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준다(고현, 2015; 오승현, 권연희, 2017). 또한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보호되

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통하여(김미경, 문혁준, 2010) 상호관계적인 힘을 중

요하게 여기게 되어 구성원의 자율성과 공동선을 강화시킨다(윤지영, 2006).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부각되며, 리더는 구성원의 정서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므로 원장에게 적합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예남희, 201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역할수행 연구(박성남, 2009; 안선

희, 김지은, 2010; 안점님, 2017; 이수정, 2008; 이지영, 문혁준, 2015; 황경애, 김현주,

2005)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하여 역

할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

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으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설정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역할수

행의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역할수행

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1-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보육교사

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1-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 4 -

2.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가?

2-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보육교사

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가?

2-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

가?

3.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떠한가?

3-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떠한가?

3-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은 어떠한가?

4.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및 역할수행 간의 상

관은 어떠한가?

5.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역할이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으로 보육교사의 역할은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영유아 발달에 보호 및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의

미한다.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이란 보육교사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실제로 행

동함을 정의한다(김은희, 2016).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교육 및 교

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

할의 하위요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하위 요인별 정의로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는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며, 영유아의 건

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 및 교수

활동은 보육교사가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조직, 분석, 평가하고, 학습 환경 및 교

재교구를 구성하고 제작해서 활용하고, 다양한 교수법으로 영유아의 놀이 및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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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 자아실현을 존

중하며, 영유아의 내면적 갈등과 문제 해결을 도우며,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하고

중재적 역할을 한다. 연구 및 반성적 실천은 보육교사가 교직과 관련된 연구와 노력

을 하며 자기 개발, 반성적 실천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관

련적 역할은 보육교사가 보육과 관련하여 부모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역할 및 보육교

직원과 관련된 역할, 여러 사무와 잡무 등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이희경, 김성수,

2000).

2)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전문성이란 어떤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정의한다(정아람, 2016).

Wang(2005)의 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신장 능력, 보육보

호 능력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하위 요인별 정

의로 교수능력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개발, 실행하는 능력이다. 운영

관리 능력은 영유아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관리를 계획,

운영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고, 보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영유아의 가족과 동료, 지역 사회와 상호

교류하는 능력이다.

전문성 신장 능력은 보육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과 개인적 변화, 성장

을 이끌어내는 반영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자기 성장 능력이다.

보육보호 능력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영유아의 신체와 인지발달을

확인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Wang, 2005).

3)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처음 소개한 Greenleaf(1970)는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도우며, 조직의 진정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규정했다(신재흡, 2015).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김금영(2017)의 연구에서 Greenleaf의 이론을 바탕으로

Spears(1995)는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자기 인지, 비전 제시, 통찰, 청지기 정신, 구

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의 10가지 주요 행동 특성을 참조하여 가치존중,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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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 진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를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 설

정하고자 한다.

하위 요인별 정의로 가치존중(valuing people)은 교사들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에 봉사하며 사람을 믿는 것이다. 성장지원(developing people)은 교사들의 능력개

발을 위해 지원하며 학습할 기회를 제공, 행동양식의 모델이 되고, 격려를 통해 다른 사

람들을 발전시킨다. 공동체 형성(building community)는 밀접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

체 형성을 도우면서 협동적으로 일하며, 개인의 능력 차이를 높이 평가한다. 진정성

(displaying authenticity)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신뢰감, 성실성, 책임감, 솔직

함, 자진해서 배우려는 마음이다. 리더십 발휘(providing leadership)은 미래를 구성하여

목표를 명백하게 하고 솔선수범하여 시작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십 공유(sharing

leadership)란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비전을 공유하며 의사결정과 지위, 특권을 공유한

다(성복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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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

트 리더십에 따른 역할수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전문성 인식, 원

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순서로 각 주제와 관련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1)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역할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기대되어지는 것으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재흡, 2015). 이은

화, 배소연, 조부경(2006)은 역할을 정의할 때 지위의 개념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차

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기대 유형과 지위와 관련된 행동유형의 내용을 포함하

였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영유아 발달에 보

호, 교육 측면의 전문가적 역할을 의미하였다(김은희, 2016).

박복매(2011)은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 수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즉각적인 대처 능력 및

전문적인 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오숙자(2015)는 역할수행이란 어떤 지위에

있는 개인이 그 지위에 맞는 기대에 따라 수행하는 개인의 행동을 말하며, 이를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자기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인식하

고 역할 행위가 내면화되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느 정

도의 해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와 김미진(2016)은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교사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행동으로 영유아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라고 정의하였다. 박

복매(2011)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으로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 능력과 전문적인 결정

능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Katz(1970)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친 모형, 교수 모형, 치료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유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할 수 있는 모친 모형, 영유아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교수 모형, 영유아들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우

며, 긴장을 풀어주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치료모형으로 설명하였다. Spodek(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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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육역할, 교수역할, 관련적 역할로 제시하였

다. Cho와 Saracho(1997)는 교사의 역할 내용을 교육과정 설계자, 일과 계획 및 수행

자, 상담자 및 조언자, 연구자, 행정업무 및 관리자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희경, 김성수(2000)는 유아의 신체적 발달의 지원과 일상생활습관지도에 있어 보

호 및 양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유아교사의 역할로 양육·훈육 및 모친의

역할, 유아들의 정서적인 배려와 문제의 해결을 도우며, 감정 표현과 태도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정의적 역할인 유아교사의 상담·조언 및 안내·치료의 역할, 교육과정

의 운영자의 역할인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평가의 역할, 교사의 교수행

위 및 의사결정과 개인의 연구와 노력에 반영되는 반성적 실천의 역할, 유아교육과

관련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교직원들과의 상호작용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뿐 아니

라 각종 사무와 잡무 등 상황요인에 따른 관련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은혜(2003)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사회마다 특정한 지위에 대하여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교육관, 가치관, 아동관 등이 바

뀌면 달라진다고 했다. 또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의 의

미하며, 이러한 역할은 교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2014)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교사가

교육과정을 계획, 조직,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며, 학습 환경 및 교재교구를 구성하고

제작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교수법으로 영유아의 놀이 및 학습활동을 지도하고 평가

를 하는 교육 및 교수활동과 교사가 영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감 및 자아실현을 존

중하고 영유아의 내면적 갈등, 문제해결을 도우며, 정서적으로 지원, 조언, 중재 역할

을 하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중요시하였다.

신재흡(2015)은 보육교사의 일반적 역할로 양육자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본보기의 역할, 스트레스 관리자로서의 역할, 환경관리자로서의 역할, 환경제공자로서

의 역할, 생활지도 및 건강에서의 역할, 보육프로그램 구성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와

의 교류 및 부모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 보육프로그램의 평가자로서의 역할로 설명

하였다. 김은희(2016)는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

원, 연구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의 하위요인을 설정하였

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특정역할을 강조하거나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

니라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내용으로 특성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시대의 변천, 사회 및 교육체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특성이므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희경, 김성수, 2000).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설명되었다. 공통

적으로 보호자의 역할과 교수자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보육교사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실제로 행동함을 정의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보육 및 반성적 실천,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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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로 나누었다(김은희, 2016).

2)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선행연구

많은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개인, 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교사의 역할수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개인변인으로 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 등에 있어

박복매(2011)는 연령, 학력, 경력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으나 역할수행 하위요인 중 ‘연

구 및 반성적 실천’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더 높게 지각했다. 이는 연령이 어린 교사가

적응하기 위해 연구하고, 반성 및 실천하는 역할을 위해 더 노력함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청(2017)은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여부, 자격유형에 따라 역할수행의 차이

가 있음을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역할수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변인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있어 박복매(2011)는 역할수행 전체, 하위요인

중 ‘교육 및 교수활동’, ‘연구 및 반성적 실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관련적 역할‘에

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

집 근무하는 보육교사보다 역할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김현진(2012)는 어린이집

유형에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역할수행의 차이는 어린이집 유형

에 따라 인적, 물리적 환경과 조직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정

민, 김정미(2016)은 시설유형별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

린이집, 가정어린이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개인, 어린이집 변인은 역할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써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개인, 어린이집 변인에 따

른 역할수행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할수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내적요인

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 심영회, 성소영(2013)는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인식의 차이에 있어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보육 및 기본생활

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연구 및 반성적 실천에서 유아교사가 영아교사보다 역할수행

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관련적 역할에서는 영아교사가 유아교사보다 역할수행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경력에 따라 역할수행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업무

와 교수 기술이 숙달되고 유아의 내면적 갈등 또는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

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2014)은 역할수행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로 교

사로서의 역할수행을 효율적으로 잘할수록 직무에 대한 소진이 낮아짐을 보고했다.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 및 동료의 장학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교사연수와 교육 기회를 얻음으로써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신감과 전문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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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문혁준(2015)은 오랜 교직경험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 경험, 기

술을 바탕으로 실천적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보육교사의 경력이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송순옥, 성연정(2016)은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역할수행과의 상관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역할수행 하위영역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서지

능 중 정서활용, 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인식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해석하였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주로 원장과 동료교사들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됨에 따

라 교사의 외적 요인으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김은희(2016)는 어린이집의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역할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는 원장과의 관계 및 동료와의 협조체계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원장은 교사에

대한 고충을 이해 및 격려하며, 일반적인 업무 지시 보다는 교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율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과 훈련기회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제공될수록 교사의 조직문화가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열악한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남희, 김미진(2016)은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서 일과 계획 및 수행자, 교육과정 설

계자, 연구자로서의 역할은 주로 혼자 수행하며, 상담자 및 조언가, 행정업무 및 관리

자로서의 역할은 타인과의 대화 및 소통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특히 상담자 및 조언가, 행

정업무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 보육교사가 역할수행을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전문성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원장의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1)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Wang(2005)은 교사가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필요한 지식,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효

율적으로 보육하기 위한 행동이 전문성이라고 정의했다. 전문성 향상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 지각한 것이 자기 평가를 통해 전문성 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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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2006)은 전문성이란 개인적인 차원

의 해당되는 개념으로써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행동을 의미로 자신

의 일에 대한 신념과 지식에 의해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 태도 등이라고 했다.

안선희, 김지은(2010)은 전문성이란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훈련

을 통해 습득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갖추고, 실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자율

성이 포함된다. 즉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보육의 양질에 있어 핵심 요소라 했다. 정아

람(2016)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친 후 일정 자격 수준을 갖

춘 교사가 영유아발달 및 보육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수정(2008)은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으로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 보육에 대한 중요성, 보육교사직에 대

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로서 사회봉사성에 대한 인식, 자율성에 대

한 인식, 전문직 단체에 대한 인식,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아람(2016)은 Wang(2005)의 전문성 인식 평정 척도에서 교사 스스로 희망하는 전

문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

문성 신장 능력, 보육보호 능력으로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2)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황경애, 김현주(2005)는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교사의 개인 변인 중 경력,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전공, 어린이집유형, 근무시간, 월 보수

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냈으며 역할수행 하위

변인 중 교육과정 설계자와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역할수행은 전문성 인식 하위

변인 중 직업윤리와 높은 상관으로 나타났다.

안선희, 김지은(2010)는 전문성 인식이 높은 교사는 학급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

한 수준이 되며 교사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부모들과 긴밀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 역할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재교육 강호, 교사 자격기준 강화, 공

보육화를 제시하였다. 영아보육교사는 영아들 간의 개인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개별화

된 보육이 필요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변길희와 김나림(2010)은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

타나 이는 보육교사는 전문성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 경우,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성 인식



- 12 -

이 높게 나타나 이는 초임교사 기간을 잘 극복하고, 연령이 높아지며, 결혼을 하고,

또한 경력이 생길수록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획득한다고 본다.

이석순, 박은미(2014)는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기

혼자일 경우 전문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오랜 교직

경험과 기술의 축적과 인생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전문성이 높아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무기관에 있어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전문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가 높을수록 전문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근무환경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선별하여 채용하고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의 연수지

원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되는 것에서 기인된다고 보았다. 전문성 인식과 전문성

발달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문성 발달은 보육교사가 역할 수

행을 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보육과정을 계획, 실

시, 평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교수 효능감, 직무환경, 자율성, 동료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가 향상된다고 했다.

이지영, 문혁준(2015)은 기혼영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급수에 있어 역할수행

의 하위요인 중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에서 1급 보유교사가 높게 나타났

으며, 경력에 있어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관련적 역할에서

경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교직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교직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역할수행에 동기유발이 되므로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교사는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했다.

정아람(2016)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으나 조직 풍토에서 전문성 향상 지원

이 낮은 점에서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교사의 전문성 지원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

다고 보며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학력과 경력에 따라 전문성 인식

이 높게 나타났다.

김명순, 신윤승, 채은화(2016)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중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있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근무형태에 있어 민간어린이집보다 법

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근무환경 면

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안점님(2017)은 보육교사의 개인 변인 중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1급 보육교사가 2

급 보육교사와 3급 보육교사보다 직업 전문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미

혼 보육교사보다 기혼 보육교사가 전문성 인식을 더 높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직업

전문성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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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3.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1)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Leader와 ship이 합쳐 배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뜻을 의미

한다. 사전적으로는 집단의 목표나 내부구조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

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혜경, 2014).

서번트 리더십은 Greenleaf(1970)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개념으로써 타인을 위한 봉

사에 초점을 두어 조직구성원과 고객, 지역공동체를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

키는 헌신적인 리더십이다(신재흡, 2015). Greenleaf는 서번트 리더란 섬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우선인 리더라고 말한다(성복련, 2010). 서번트 리더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보다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

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김용학, 2010).

최남례(2005)는 서번트리더십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룰 때 정신적, 육체적

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며, 이를 도와주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의했다.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을 섬김을 대상으로 여기며 무조건 명령하고 통제하는 자기중심

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의 바탕에는 리더의 서비스 정신이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으며 리더십의 발휘로

구성원의 성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을 이끌어감으로써 구성원이 성장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를 존중하여 교사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장을 도우며 교사 스스로 조직체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특징이

다(허영림, 정선영, 2009). 신재흡, 2010)은 서번트 리더십을 과업과 달성의 관계를 서

로 상반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리더의 서비스 행위에 하나로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본

다. 이에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코칭, 지원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개인적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예남희(2014)는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적 정의는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빠르게 변화

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지녀, 보육교사들에게 사려 깊은 논리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설득하며, 사회 변화되는 요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할이라 한다.

고현(2015)은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으로 특정한 지위로 물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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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섬김의 욕구에 기반을 둔 리더십으로 구성원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은 처음으로 Spears(1995)가 Greenleaf(1970)의 이론을 바탕으

로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자기 인지, 비전 제시, 통찰, 청지기 정신,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의 10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별 정의로 경청은 구성원의 존중

과 수용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경청을 통해 구성원의 욕

구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경청(listening)은 서번트 리더로서 가장핵심적인 요

소이다. 공감(empathy)은 차원이 높은 이해심이다. 리더는 동료 간 선의를 믿으며 구

성원과의 감정을 공감 형성하며 일체감을 갖는다. 치유(healing)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며 보살펴 주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핌으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치

유하는 능력이다. 설득(persuasion)은 리더가 지위나 권위보다는 설득을 통해 비전을

달성하며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타인을 납득시킨다. 자기 인지(awareness,

self-understanding)은 전체적인 인식에서 자기인식을 함으로써 리더 스스로 강하게

만든다. 비전 제시(conceptualization)는 문제를 바라보고 개념화하는 능력은 일상에

서의 현실을 넘어서서 생각해야 한다. 통찰(foresight)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리더의

특징으로 직관적 정신을 갖는다.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은 리더가 현재의 직분이

구성원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함이라 생각하며 구성원들을 위한 봉사와 돌봄이 최우선

으로 본다.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the growht of people)은 리더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치는 지녔다고 믿어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며 구성원의 성

장과 전문적인 발전과 정신적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을 한다. 공동체 형

성(building community)는 리더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진정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Spears, 1995).

Laub(1999)는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하는 서

번트 리더십으로 가치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성복련, 2010).

Barbuto와 Wheeler(2006)는 Greenleaf(1970)와 Spears(1995)의 서번트 요인을 바탕

으로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 청지기 정신으로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

다. 오승현, 권영희(2017)은 예남희(2014) 연구를 바탕으로 업무지향 서번트 리더십,

정서지향 서번트 리더십으로 2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2)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은 교사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승현, 권연희,

2017; 윤혜진, 허영림, 2012; 정희정, 김정희, 2016; 황혜정(2017). 2011년 이후 리더십

원장의 리더십이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유형으로는 거래적 리더십, 전통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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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변혁적 리더십, 코칭리더십, 감성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 리

더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절반이상으로 이루

어져 있다(정희정, 김정희, 2016).

이 중 서번트 리더십은 1990년대 후반 학자들과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연구가 이루

어졌다. 성복련(2010)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으로 중요성, 역할수행능력, 영향력, 자기결정력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으며, 서번트 리더십 중 가치존중, 성장지원,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은 교사들과 인간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교사 의견을 경청하여 교사

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한 정미영(2010)은 보육교사의 원장에 대한

신뢰는 정적인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특성이 원장에 대한 신뢰

에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버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신

뢰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특성 중 공감대 형성은 경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공감, 치유, 설득요인, 공동체 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옥남(2016)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 중 자율성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리더십 공유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원장은 교사를 신뢰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행동하여 어린이집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금영(2017)은 보육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로 서번트 리더십 전체와 교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소 중

원장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번트 리더

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원장과의 관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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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N %

교사

변인

연령

30세 이하 107 43.5

31-40세 65 26.4

41세 이상 74 30.1

결혼여부
미혼 124 50.4

기혼 122 49.6

보육교사
자격

1급 64 26

2급 127 51.6

3급 55 22.4

경력

1년 미만 24 9.8

1년–3년 미만 92 37.4

3년-5년 미만 70 28.5

5년-7년 미만 28 11.4

7년 이상 32 13

최종학력

고졸 31 12.6

전문대졸 87 35.4

대학교졸 128 52.1

어린이집
변인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7 15

민간 92 37.4

가정 37 15

직장 80 32.5

합계 　 246 10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따른 역할수행

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246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을 <표 1>

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보육교사의 교사 변인과 어린이집 변인 N=246



- 17 -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1, 2, 3, 4, 5, 6 6 .75

<표 1>에서 교사 변인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107명(43.5%)으

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65명(26.4%), 41세 이상이 74명(30.1%)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결혼여부는 미혼이 124명(50.4%), 기혼이 122명(49.6%)으로 비슷하게 나타

났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2급이 127명(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1급 64명(26%), 3급

55명(22.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92명(37.4%)

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 미만이 70명(28.5%), 7년 이상이 32명(13%), 5년-7년 미

만이 28명(11.4%), 1년 미만이 24명(9.8%)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대학

교졸업이 128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이 87명(35.4%), 고졸이 31명

(12.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변인으로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어린이집이 92명(37.4%)으로 가

장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 80명(32.5%),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37명(15%)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보육교사 역할수행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이희경과 김성수(2002)가 개발

한 도구를 김은희(201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 요

인으로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 6문항, 교육 및 교수활동 5문항, 상담 및 정서적 지원 6

문항, 연구 및 반성적 실천 5문항, 관련적 역할 5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역할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연구도구의 하위요인별 내용 및 문항수와 하위변인별

Cronbach⍺를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설문지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는 .75,

교육 및 교수활동은 .81,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은 .85, 연구 및 반성적 실천은 .64, 관련

적 역할은 .80이며 역할수행(전체)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표 2> 보육교사 역할수행 연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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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교수활동 7, 8, 9, 10, 11 5 .81

상담 및
정서적 지원

12, 13, 14, 15, 16, 17 6 .85

연구 및
반성적 실천

18, 19, 20, 21, 22 5 .64

관련적
역할

23, 24, 25, 26, 27 5 .80

　 합 계 27 .88

2)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Wang(2005)이 개발한

전문성 인식 척도(Current Status and Self-Desire for Professional Competence)를 송

근영(201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교수능력 7문항, 운영관리 능력 6문항, 의사소통 능

력 9문항, 전문성 신장 능력 3문항, 보육보호 능력 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연구도구의 하위요인별 내용 및 문항수와 하

위변인별 Cronbach⍺를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 설문지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교수능력은 .90, 운영관리

능력은 .84, 의사소통 능력은 .87, 전문성 신장 능력은 .80, 보육보호 능력은 .81이며 전

문성 인식(전체)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표 3>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교수 능력 1, 2, 3, 4, 5, 6, 7 7 .90

운영관리 능력 8, 9, 10, 11, 12, 13 6 .84

의사소통 능력 14, 15, 16, 17, 18, 19, 20, 21, 22 9 .87

전문성 신장 능력 23, 24, 25 3 .80

보육보호 능력 26, 27, 28, 29, 30 5 .81

　 합계 30 .96

3)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Laub(1999)가 Ass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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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ant Organization :Development of the Servant Organizational Leadership

Assessment(SOLA)에서 제시한 척도를 김금영(2017)이 어린이집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가치존중 4문항, 성장지원 4문항, 공동체 형성 4문

항, 진정성 4문항, 리더십 발휘 4문항, 리더십 공유 4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5점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연구도구의 하위요인별 내용

및 문항수와 하위변인별 Cronbach⍺를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 설문지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가치존중은 .94, 성장지원은 .91, 공동체 형성은 .91, 진정성은

.81, 리더십 발휘는 .92이며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전체)의 신뢰도

는 .98로 나타났다.

<표 4>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가치존중 1, 2, 3, 4 4 .94

성장지원 5, 6, 7, 8 4 .91

공동체 형성 9, 10, 11, 12 4 .91

진정성 13, 14, 15, 16 4 .81

리더십 발휘 17, 18, 19, 20 4 .92

리더십 공유 21, 22, 23, 24 4 .93

　 합 계 24 .98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시방법은 연구자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

어 원장의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총 배부한 설문지 287부 가운데 267부가 회

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24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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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도구인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

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인구학적 변인 중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유무, 자격증 급수,

경력, 최종 학력)과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역할수행, 보육교사가 지각

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실

시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

트 리더십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보

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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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변인 　
N M SD t

교사
역할수행　

미혼 124 4.23 .42 -3.15**
　기혼 122 4.40 .43

**p<.01

변인 연령 N M SD F Scheffe

교사
역할수행

30세 이하 107 4.22 .44

4.33* c>a
31-40세 65 4.35 .42

41세 이상 74 4.40 .41

전체 246 4.31 .43

IV. 연구결과

1.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1-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보육

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교사 개인변인에 따라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평

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에 대한 유의

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검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a. 30세 이하, b. 31-40세, c. 41세 이상

*p<.05

<표 5>에 의하면,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경우 30세 이하(M=4.22, SD=.44), 31-40세

(M=4.35, SD=.42), 41세 이상(M=4.40, SD=.41)로 41세 이상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은

41세 이상 보육교사가 30세 이하 보육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4.3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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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변인　 자격증 급수 N M SD F Scheffe

교사
역할수행

1급 64 4.41 .34

2.59
2급 127 4.28 .43

3급 55 4.27 .51

전체 246 4.31 .43

<표 8>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변인 　교사경력 N M SD F Scheffe

교사
역할수행　

1년 미만 24 4.58 .68

3.69

1년-3년 미만 92 4.07 .78

3년-5년 미만 70 3.91 .89

5년-7년 미만 28 4.25 .94

7년 이상 32 4.30 .75

전체 246 4.12 .84

<표 9>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변인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교사
역할수행　

고졸 31 4.31 .40
.05

전문대졸 87 4.32 .47

<표 6>에 의하면,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경우 미혼은(M=4.23, SD=.42), 기혼은(M=4.40,

SD=.43)로 기혼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유무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

사의 결혼유무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은 기혼 보육교사가 미혼 보육교사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15, p<.01).

<표 7>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교사 역

할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보육교사 경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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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졸 이상 128 4.30 .41

전체 246 4.30 .43

<표 10>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의 차이 N=246

변인 어린이집유형　 N M SD F Scheffe

교사
역할수행

국공립 37 4.24 .35

.75

민간 92 4.29 .44

가정 37 4.33 .57

직장 80 4.35 .37

전체 246 4.31 .43

<표 9>에 의하면 보육교사 최종학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 역할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 역할수행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평

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에 대한 유의

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보육교사 어린이집 유형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

할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

가?

2-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보육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떠한가?

교사 개인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

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검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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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변인 　
N M SD t

교사
전문성 인식　

미혼 124 4.31 .42
-1.95

기혼 122 4.42 .46

변인 연령 N M SD F Scheffe

교사
전문성 인식

30세 이하 107 4.31 .42

1.62
31-40세 65 4.39 .44

41세 이상 74 4.21 .48

전체 246 4.36 .46

<표 13>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변인　 자격증 급수 N M SD F Scheffe

교사
전문성
인식

1급 64 4.45 .44

2.37
2급 127 4.36 .41

3급 55 4.27 .51

전체 246 4.36 .45

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표 11>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

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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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변인 　교사경력 N M SD F Scheffe

교사
전문성
인식　

1년 미만 24 4.39 .31

2.22

1년-3년 미만 92 4.28 .47

3년-5년 미만 70 4.34 .47

5년-7년 미만 28 4.49 .38

7년 이상 32 4.50 .42

전체 246 4.36 .45

<표 15>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변인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교사
전문성
인식　

고졸 31 4.24 .54

1.31
전문대졸 87 4.37 .46

대학교졸 이상 128 4.39 .41

전체 246 4.36 .45

<표 16>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차이 N=246

변인 어린이집유형　 N M SD F Scheffe

교사 국공립 37 4.34 .36 .18

<표 14>에 의하면, 보육교사 경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 의하면, 보육교사 최종학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은 어

떠한가?

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

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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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인식

민간 92 4.35 .46

가정 37 4.36 .55

직장 80 4.39 .42

전체 246 4.36 .45

변인 연령 N M SD F Scheffe

서번트
리더십

30세 이하 107 4.21 .84

1.72
31-40세 65 3.96 .91

41세 이상 74 4.14 .76

전체 246 4.12 .84

<표 16>에 의하면, 보육교사 어린이집 유형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

각한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은 어떠한가?

3-1 교사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 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연구

대상이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떠한가?

교사 개인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유의한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

차의 차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검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표 17>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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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변인 　
N M SD t

서번트
리더십　

미혼 124 4.25 .80
2.38*

기혼 122 4.00 .86

*p<.05

<표 19>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변인 자격증 급수 N M SD F Scheffe

서번트
리더십
　

1급 64 4.36 .80

6.89** a,b>c
2급 127 4.15 .84

3급 55 3.80 .78

전체 246 4.12 .84

<표 18>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미혼은(M=4.25,

SD=.80), 기혼은(M=4.00, SD=.86)로 미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버트 리더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유무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8, p<.05). 미혼 보육교사가 기혼 보육교사

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보육교사 1급, b. 보육교사 2급, c. 보육교사 3급

**p<.01

<표 19>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1급 보육교사

(M=4.36, SD=.80), 2급 보육교사(M=4.15, SD=.84), 3급 보육교사(M=3.80, SD=.78)로 1급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증 급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서번트 리더십은 교사의 자격증 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9, p<.01).

또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차이가 이번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

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집단이 3급 보육교사집단 보다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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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변인 　교사경력 N M SD F Scheffe

서번트
리더십
　

1년 미만 24 4.58 .68

3.69** a>c

1년-3년 미만 92 4.07 .78

3년-5년 미만 70 3.91 .89

5년-7년 미만 28 4.25 .94

7년 이상 32 4.30 .75

전체 246 4.12 .84

<표 21>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변인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서번트
리더십　

고졸 31 3.88 .82

1.62
전문대졸 87 4.13 .81

대학교졸 이상 128 4.18 .86

전체 246 4.12 .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1년 미만, b. 1년-3년 미만, c. 3년-5년 미만, d. 5년-7년 미만, e. 7년 이상

**p<.01

<표 20>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1년 미만의 교사

(M=4.58, SD=.68), 1년-3년 미만의 교사(M=4.07, SD=.78), 3년-5년 미만의 교사(M=3.91,

SD=.89), 5년-7년 미만의 교사(M=4.25, SD=.94), 7년 이상의 교사(M=4.30, SD=.75)로 1년

미만의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

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서번트 리더십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69, p<.01).

또한 경력에 따라 차이가 이번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1년 미만의 교사 집단이 3년

-5년 미만의 교사집단 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에 의하면, 보육교사 최종학력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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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차이 N=246

어린이집유형　 N M SD F Scheffe

서번트
리더십

국공립 37 4.13 .87

5.70** b<d

민간 92 3.87 .85

가정 37 4.16 .78

직장 80 4.39 .76

전체 246 4.12 .84

3-2 어린이집 변인(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

십은 어떠한가?

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유의한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균과 표준편

차의 차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국공립어린이집, b. 민간어린이집, c. 가정어린이집, d. 직장어린이집

**p<.01

<표 22>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M=4.39, SD=.76), 가정어린이집(M=4.16, SD=.78), 국공립어린이집(M=4.13, SD=.87), 민

간어린이집(M=3.87, SD=.85)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유형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지각한 서번트 리더십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70, p<.01).

또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이번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직장어린이집 교

사 집단이 민간 어린이집 교사집단 보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및 역할수

행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1)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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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기본생활
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

역할수행
전체

교수 능력 .50** .67** .62** .45** .62** .72**

운영관리 능력 .47** .58** .63** .39** .57** .66**

의사소통 능력 .52** .56** .64** .39** .63** .67**

전문성 신장
능력

.31** .43** .44** .35** .41** .50**

보육보호 능력 .45** 58** .52** .42** .59** .64**

전문성 인식
전체

.52** .65** .66** .47** .65** .74**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다음과 같다.

<표 23>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계 N=246

**p<.01

<표 23>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역할수행 전체는 전문성 인식 전체(r=.74,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교수능력(r=.72, p<0.1), 의사소통 능력(r=.67, p<0.1), 운영관리

능력(r=.66, p<0.1), 보육보호 능력(r=.64, p<0.1), 전문성 신장 능력(r=.50, p<0.1)에서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보육 및 기본생활지도는 전문성 인식 전체(r=.52,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의사소통 능력(r=.52, p<0.1), 교수

능력(r=.50, p<0.1), 운영관리 능력(r=.47, p<0.1), 보육보호 능력(r=.45, p<0.1), 전문성 신

장 능력(r=.31,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교육 및 교수활동은 전문성 인식 전체(r=.65, p<0.1)에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교수 능력(r=.67, p<0.1), 운영관리 능

력(r=.58, p<0.1), 보육보호 능력(r=.58, p<0.1), 의사소통 능력(r=.56, p<0.1), 전문성 신장

능력(r=.43,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은 전문성 인식 전체(r=.66,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의사소통 능력(r=.64, p<0.1), 운영관

리 능력(r=.63, p<0.1), 교수 능력(r=.62, p<0.1), 보육보호능력(r=.52, p<0.1), 전문성 신장

능력(r=.44,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연구 및 반성적 실천은 전문성 인식 전체(r=.47,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교수 능력(r=.45, p<0.1), 보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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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기본생활
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

역할수행
전체

가치존중 .27** .34** .28** .21** .31** .35**

성장지원 .32** .35** .26** .20** .30** .35**

공동체 형성 .21** .33** .22** .20** .28** .32**

진정성 .20** .37** .22** .21** .33** .34**

리더십 발휘 .22** 34** .25** .22** .30** .34**

리더십 공유 .20** 34** .24** .25** .31** .35**

리더십 전체 .26** .37** .26** .23** .33** .37**

능력(r=.42, p<0.1), 운영관리 능력(r=.39, p<0.1), 의사소통 능력(r=.39, p<0.1), 전문성 신

장 능력(r=.35,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관련적 역할은 전문성 인식 전체(r=.65,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의사소통 능력(r=.63, p<0.1), 교수 능력

(r=.62, p<0.1), 보육보호 능력(r=.59, p<0.1), 운영관리 능력(r=.57, p<0.1), 전문성 신장

능력(r=.41,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 전체와 역할수행 전체는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

식의 하위요인인 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신장 능력, 보육보호

능력은 역할수행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다음과 같다.

<표 24>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계 N=246

**p<.01

<표 24>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 역할수행 전체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r=.37,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가치존중(r=.35, p<0.1),

성장지원(r=.35, p<0.1), 리더십 공유(r=.35, p<0.1), 진정성(r=.34, p<0.1), 리더십 발휘

(r=.34,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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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보유 및 기본생활지도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r=.26,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성장지원(r=.32, p<0.1),

가치존중(r=.27, p<0.1), 리더십 발휘(r=.22, p<0.1), 공동체 형성(r=.21, p<0.1), 진정성

(r=.20, p<0.1), 리더십 공유(r=.20,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교육 및 교수활동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r=.37,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진정성(r=.37, p<0.1), 성

장지원(r=.35, p<0.1), 가치종중(r=.34, p<0.1), 리더십 발휘(r=.34, p<0.1), 리더십 공유

(r=.34, p<0.1), 공동체 형성(r=.33,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r=.26,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가치존중(r=.28, p<0.1),

성장지원(r=.26, p<0.1), 리더십 발휘(r=.25, p<0.1), 리더십 공유(r=.24, p<0.1), 공동체 형

성(r=.22, p<0.1), 진정성(r=.22,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연구 및 반성적 실천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r=.23,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리더십 공유(r=.25,

p<0.1), 리더십 발휘(r=.22, p<0.1), 가치존중(r=.21, p<0.1), 진정성(r=.21, p<0.1), 성장지

원(r=.20, p<0.1), 공동체 형성(r=.20,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관련적 역할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r=.33,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진정성(r=.33, p<0.1), 가치존중

(r=.31, p<0.1), 리더십 공유(r=.31, p<0.1), 성장지원(r=.30, p<0.1), 리더십 발휘(r=.30,

p<0.1), 공동체 형성(r=.28,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체와 역할수행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에서는 원장의 서번

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가치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는 역할수행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문성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중

공선성이 높은 독립변수는 회귀분석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을 진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즉 분산팽창계수를 사용하여 판단하

는데 일반적으로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

구에서는 VIF가 3.16 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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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전체에 대한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문성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 N=246

준거변수 예측변수 B β t R2 수정R2 F

교사
역할
수행

교수능력 .59 .72 16.29*** .52 .52 265.35***

교수능력 .40 .49 7.49***

.56 .56 154.50***

의사소통능력 .29 .30 4.63***

교수능력 .39 .48 7.35***

.58 .57 109.42***의사소통능력 .26 .28 4.23***

리더십공유 .06 .13 3.01**

교수능력 .32 .39 5.34***

.58 .58 84.62***

의사소통능력 .21 .22 3.14**

리더십공유 .06 .14 3.11**

운영관리능력 .14 .16 2.22*

***p<.001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전체에 대한 전문성 인식(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신장 능력, 보육보호 능력)과 서번트 리더십(가치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정성, 리더십발휘, 리더십공유)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 regression)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문성 인

식의 하위요인인 교수 능력, 의사소통 능력, 운영관리 능력과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

인인 리더십 공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

수능력(F=265.35, p<.001)이 5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

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능력(F=154.50, p<.001)이 참가되면 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공유(F=109.42,

p<.001)이 첨가되면서 약 2%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

인인 운영관리 능력(F=84.62, p<.001)가 첨가되면서 총 58%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 34 -

이상의 결과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수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운영관리 능력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공유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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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전문성

인식에 따른 역할수행을 알아보고 보육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교사의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1세 이상

보육교사가 30세 이하 보육교사보다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기혼 보육교사가

미혼 보육교사보다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역할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난 선행

연구(이청, 2017; 황경애, 김현주, 2005)결과와는 같으나,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역할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복매, 2011)와는 다른 결과이

다. 또한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 역할수행 하위요인 중 ‘상담 및 정서적 지원’에서

기혼 보육교사가 미혼 보육교사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풍부한 경험으로 영유아에 대한 특성이나 성격을 잘 이

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복매, 2011)를 지지

하는 결과이나, 경력에 따라 역할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난 선행 연구(이

청, 2017)와는 다른 결과이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라 역할수행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복매, 2011; 이청, 2017)와 같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역할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

(김현진, 2012; 박복매, 2011; 전정민, 김정미,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교사·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

형에 따라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황경애, 김현

주, 2005)와는 같으나 교사의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결혼을 했을 때 전문성 인

식이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모용희, 김규수, 2013; 이석순, 박은미, 2014)와는 다른 결

과이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

(안점님, 2017; 정아람, 2016)와는 같으나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

식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모용희, 김규수, 2013; 이석순, 박은미, 2014)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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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이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인식함에 있어 교사의 연령, 결혼여부, 보육교사

자격유형, 경력, 최종학력 및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지원환경

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심화되

고 있는 반면,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스스로 전문직으로서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이다(모용희, 김규수, 2013). 이와 같은 해결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

기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 및 대체교사 지원 등의 제

도적인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가 지각한 서번트 리더십은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급, 2급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년 미만의 교사가

3-5년 미만의 교사보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은 어린이집 변인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전문성발달의 하위 요

인 중 자기이해 발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김금영(2017)의 연구를 통해 자

격증 급수, 경력에 높을수록 자기이해 발달이 높아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높게 인

식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전문성 인식

의 하위요인인 교수 능력, 운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신장 능력, 보육보호

능력, 전문성 인식(전체)는 역할수행의 하위요인과 전체에 있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역할수행 간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교

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하위요인인 가치존중,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진

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서번트 리더십(전체) 모두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인 보

육 및 기본생활지도, 교육 및 교수활동,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성적 실천,

관련적 역할, 역할수행(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아직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적 속성들이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보육교사 역할수행에 대한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전문성 인

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역할수행 전체 있어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수능력’, ‘의사소통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공유’,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운영관리능력’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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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혼영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전문성 인식 정도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이지영, 문혁준(201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전문성 인식이 높으면 전문

성 발달수준이 높아져 보육교사로서의 지식과 기술 발달, 자기 이해 발달, 생태적 발

달에 향상된다는 이석순, 박은미(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역할수행에 있어 동기유발이 되므로, 재정과 복

지의 지원을 늘려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사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 중 리더십 공유가 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복련(2010)의 연구와 보육교사가 원장의 서

번트 리더십 특성 중 공감대 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정미영(2010), 어린이집 원장의 서

번트 리더십 중 리더십 공유는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연구한 김옥남(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보육교사의 역할수

행을 위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은 이타적인 소명

을 가지고 교사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유의미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 원

장은 교사를 섬기고 배려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교사들의 개인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

불어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올바른

보육을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높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적합한 리더십으로 중요성을 강조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보육교사의 전문

성 인식,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

소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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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라 역할수행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유무, 자격증 급수, 경력, 어린

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한 전문성 인식과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역할수

행 전체 및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원

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보육교사 역할수행 전체와 하위요인이 높게

지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전체와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교수능력’, ‘의사소통 능력’,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하위

요인인 ‘리더십 공유’,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보육보호 능력’ 순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보육교사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보육교사에 대한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는 광범위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관계있는 변인으로 한정된 변인들만 연구

가 이루어졌으므로 역할수행과 관계있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상

관이 높게 나타난 결과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심층적이고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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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문항이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항

이며,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응답해주시면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을 알아보

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질 경우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바쁘

시더라도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기분으로 선생님이 질문지에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 및 O 를 해주시면 됩

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성심껏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시 1>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석사과정 : 윤채영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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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규칙적인 생활습관(일어나기, 잠자기, 배변 등)을 갖도록 지도하였

다. 

2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이 닦기, 손·발 씻기 등)을 갖도록 지도하였

다. 

3
영양섭취를 위해 간식 및 식사(골고루 먹기, 편식, 과식 조절)를 잘 

하도록 지도하였다. 

4
식사습관(바른 태도, 수저 사용법, 흘리지 않기 등)지도에 주력하였

다. 

5 시설(놀이터 기구 등)과 용품(실험도구, 가위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였다.

6 실내·외에서 안전사고나 위험에 대비한 지도를 하였다.

7 수업에 필요한 학습 환경을 준비해 제공하였다.

8 자유선택활동 영역(흥미, 놀이영역)에 적합한 교재들을 배치해 
운영하였다.

9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발달수준과 학습정도를 파악하였다.

10 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여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11 관찰기록, 작품분석,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였다.

12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언어와 태도로 유아와 상호작용하였다.

13 영유아가 자신감, 성취감을 갖도록 지원하였다.

14 친구에게 나누어주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등 친사회적인 행동을 
격려하였다.

15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가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16 영유아의 행동에 미소 짓거나 관심을 보이는 반응을 하였다.

17 영유아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반응하였다.

18 강습회나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였다.

<부록 – 1>

A. 선생님의 ‘교사역할수행’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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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동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보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2 나는 생활이나 놀이에 관련된 활동을 잘 구상할 수 있다.

3 나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4 나는 평가(교사, 아동 평가 등) 후에 교수법을 개선할 수 있다.

5 나는 아동이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6 나는 보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공간과 교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

7 나는 아동의 학습을 잘 안내할 수 있다.

8
나는 교실 내의 모든 개별 아동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 파

악할 수 있다.

19 다양한 지원(인터넷, 서적 등)으로부터 유아교육 정보를 
수집하였다.

20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잡지, 서적을 찾아 보며 
꾸준히 연구하였다.

21 관심 있는 분야(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였다.

22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3 깨끗한 실내 환경(예: 청소, 정리정돈)을 제공하였다.

24 활동영역과 교구들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였다.

25 게시판, 가정통신 등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26 영유아의 발달 및 문제행동에 관하여 학부모와 상담하였다.

27 부모가 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였다.

B. 선생님의 ‘전문성 인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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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아동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10 나는 아동들이 개인차를 인정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다.

11 나는 아동들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12 나는 부모참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13 나는 아동들의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다.

14 나는 아동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15 나는 아동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6 나는 아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17 나는 아동의 가족과 솔직하고 신뢰감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8 나는 아동의 발달에 관해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19 나는 동료를 지원하고 협동할 수 있다.

20 나는 보육활동 실제에 대한 정보를 동료와 공유할 수 있다.

21 나는 나와 다른 교수방법을 존중할 수 있다.

22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예) 경찰서나 소방서와의 지역사회연계활동

23
나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 협회의 새로운 전문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24 나는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5 나는 교육적 실제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다.

26 나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7 나는 안전한 교육,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28 나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평가할 수 있다.

29 나는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30 나는 아동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수 있다.



- 48 -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2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4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과 호의적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5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8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 개인이 능력을 향상하도록 격려한다.

9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도록 
권장한다.

10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11 우리 원장은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12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의 개인차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13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을 신뢰한다.

14 우리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한다.

15 우리 원장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16 우리 원장은 무엇이든지 다른 동료 교사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17 우리 원장은 항상 솔선수범한다.

18 우리 원장은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19 우리 원장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20 우리 학교 원장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C. 선생님의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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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업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22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들과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23 우리 원장은 업무계획과 결정에 다른 동료 교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24 우리 원장은 다른 동료 교사 개개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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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 선생님의 연령대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세 이상 

2.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   ④ 가정   ⑤ 직장   ⑥ 부모협동

4. 선생님의 보육교사 자격 

① 1급 보육교사   ② 2급 보육교사   ③ 3급 보육교사

5. 선생님의 어린이집에서의 경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년 이상

6. 선생님의 최종학력

① 고졸   ② 대학(2~3년제)졸업   ③ 대학교(4년제)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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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Performance in Relation to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o suggest methods to increase role performance

of child care teacher through looking into the effects that role performance in

relation to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

I set five research problem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rst problem is whether there is role performance by child care teacher according

to child care center variable or not. Second one is whether there is professional

recognition by child care teacher according to child care center variable or not.

Third one is whether there is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by child care teacher

according to child care center variable or not. Fourth one i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recognitio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 and role performance in relation or not.

Fifth one is how professional recognitio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awareness

impact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246 child care teachers working in child care center

teacher located in Ulsan. This researched used the scale of role performance of Kim

Seong-soo(2002) developed and us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it in order to

measure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This researched used the scale of

professional recognition of Wang(2005) developed and Song geun-yeong(2017) adapted

and us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it in order to measure professional

recognition by child care teacher. This researched used the scale of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of Laub(1999) developed and Kim Gum-yeong(2017) adapted and

us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it in order to measure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by child care teacher.

I analyzed the collected data in the following way, using SPSS 22.0 program. First, I

analyzed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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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variable and child care center variable which are two of teacher’s demographic

variables through t-test and F-test. Secondly, I analyzed if there is a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in role performance in relation to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inally, I analyzed the impact on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s I looked in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age, marital status of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I looked in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ype of certification, career, type of child care center of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by child care teacher.

Second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role

performance based on professional ability, administrative control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specialized kidney ability, protection abilit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and role performance based on

valuing, developing people, building community, displaying authenticity, providing

leadership, sharing leadership.

Thirdly, about the impact of professional recognitio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on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the result was that professional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valuing, and administrative control ability.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se research results that there impact of

professional recognition,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on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e aware of the expertise to

fulfill child care teacher’s role performance which must be considered top priorit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and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important Yosoru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keyword : role performance of child care teacher, professional recognition, srvan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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