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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nvestigation studied 1)the correlations among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d 2)the mediating effect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The subjects were 240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working at S-center for nursery teacher education or 

I-center for nursery teacher education in the Incheon a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s among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were examined by showing correlations. Second, 

we found that in terms of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type D and type S show self-efficacy; they als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social 

support indirectly affected through. Thus, social support can be seen as hav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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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의 다양한 시  요구와 함께 유아보육기

은 양질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질 으로 우수한 교육과 환경의 핵심은 우수한 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사의 기본 인 철학과 삶에 한 태

도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

인 자기 효능감(A. Bandura, 1986)으로 가늠할 수 있다(P. 

Ashton, 1985; S. Cho & H. Koo, 2005; M. Gibson & M. 

Dembo, 1984; S. Lee & Y. Park, 2007). D. Schunk(1983)

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제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장기간 학습을 지속할 수 있지만, 자기 효

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  흥분이 높고, 무력감에 의해 성취

불안을 느끼며, 실제 문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인식한다고 

하 다. P. Ashton(1985)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특징은 

훌륭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일치한다고 주장하 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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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styles Behavioral characteristics 

D type

(dominance)

the results come out right. first action is taken. accept a challenge. quick decision. 

troubleshootiong. ask about the phenomenon. 

I type

(influence)
to entertain people. the person or the situation looks positive. join group. contact with people. 

S type

(supportiveness)

patient has. help other people. show faith. create a stable and well-organized working 

environment.

C type

(conscientiousness)
to important instructions approach to the structure. finding a crucial part.

Table 1. DISC Behavioral Characteristics

교사들이 효율 으로 교직업무를 수행하며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수를 제공(H. Kim, 2006: Y. Kim, S. Park, J. Lim, & S. 

Ahn, 2011)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나 스트 스 소진에 

해 보호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밝 졌다(J. Lee, 2010; 

Y. Park, K. Lee & S. Ha, 2008). 

한편, 비보육교사들에게 있어 자기 효능감은 새로운 상

황에서도 자신의 스트 스를 이겨내고 구체 인 장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써, 이후 우

수한 교수행 를 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한 개념 가운

데 하나이다(U. Park & E. Kim, 2001). S. Lee(2009) and 

E. Park(2005)은 비보육교사들이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합한 개인 , 문 인 자질을 갖추고 교육 장에 나아가 교

육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자기 효능감의 요성을 언 하 다. 한, 비보육교사들

의 효능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의 계  

차이를 밝힘으로써 양성교육과정에 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

을 말해 주고 있다. 보육교사의 문 인 자질과 신념은 짧

은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 Housego(1992)

도 비교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

는 토 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 다. 더불어 한 번 증가된 효능

감은 다른 행동에도 일반화되며 다른 상황에도 쉽게 이된다

는 M. Shere, E. Maddux, B. Mercadante, S. Prentice-

Dunn, and B. Jacobs.(198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이 일반 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이 교

사로서의 역할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교사 효능감으로 

이됨은 측 가능하다(J. Jo, J. Song & Y. Kim, 2011). 따라

서, 비교사를 양성하는 기 에서도 장에 질 인 교사들

이 배치되기 해서 비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하며(K. Jeon, Y. Hur & N. Han, 

2006; E. Park et al., 2002),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들의 탐색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특성에 한 연구는 보육

의 시  변화에 따라 교사의 정신  성숙에서, 교수행동으

로, 최근엔 교사의 행동을 결정짓는 사고과정  심리  특성

에 한 연구들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S. Park & J. Kim, 

2007). 이러한 시  흐름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개인 인 특

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면  특성(J. Koo, 2005; J. 

Park, 2006)을 고려해 볼 때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비보육교사의 심리유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심리유형을 잘 이해하기 한 주요 근 방법으로 

행동특성을 꼽을 수 있다. 행동특성이라 함은 타인이 한 개

인을 정의할 수 있는 외 화 특성으로 그 개인의 인성, 기질, 

성격 등의 결집된 하나의 독특한 형태로 개인에게 지속 으

로 나타나는 상이다(I. Kang & H. Lee, 2008). 1928년 

William Marston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서 인간

행동에 한 특성을 분류하 다. 그는 인간행동 조사에서 인

간행동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한, 그 환경 속에서 자

기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내  에 지의 속도와 내  동기

에 기인한다고 하 다(S. Julie, 2002). 즉, 내  에 지는 인

간행동의 속도에 한 것으로 개인 삶의 페이스(paced)로서, 

속 속결형(fast paced)과 심사숙고형(slow pacde)으로 나

타나고, 내  동기는 인간행동의 우선순 가 정해지는 것으

로 과업 심형(conscientious moved)과 인간 심형(inter-

personal moved)으로 구분하게 되어 4가지의 특징  유형

이 나타난다(Boyd, 1994)는 것이다. 4가지 DISC행동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주도(D)형의 특성은 자신감

이 강하고, 용기가 있으며 결과를 시한다. 때론 지시 이

고 명령 이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을 알아주기를 기 하고 권 가 존 되기를 기 한다. 상호

작용(I)형은 감성 이고 즐거움을 찾는 성향이 강하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다. 한편 지지(S)형의 특성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부탁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

진해서 도와 다. 그러나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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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며 리드하기 보다는 따르는 편이다. 끝으로 단(C)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자라 표 할 수 있다. 감정이 풍부하고 매

우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써 조심스럽고 분석 인 태도를 

갖고 있다(I. Kang & H. Lee, 2008).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과 자기효능감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S. Lee(2009)은 비유아교사의 기질  행동특

성과 교사효능감의 계를 살펴 으로써 이 두 변인간의 정

상 을 확인하 다. 한, 보건교사의 DISC 행동특성별 

교사효능감을 살펴본 J. Lee and I. Yoo(2011)의 연구결과를 

토 로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M. Grin-

dler and B. Straton(1990), R. Henson and S. Chamber

(2002)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 교사가 행동

하는데 요한 동기가 되며 자신이 더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선호경향에 따라 교사의 교수행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보육교사 자신의 역할을 정 으로 인식하고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향을  수 있는 교사의 환경 변인

으로 사회  지지(S. Cho, S. Moon & H. Min, 2008; F. 

Jourden, 1991; Y. Ju, 2004; H. Kim, C. Park & J. Lee, 

2010)를 들 수 있다. 한 개인이 속한 사회  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  지지는 개인의 잠재 인 행동변수로 큰 주목

을 받고 있다(M. Choi, 2005). 사회  지지의 개념은 당면하

는 상황이나 문제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용

어로 한 개인이 가진 인 계 즉,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문가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원조(S. 

Cohen & H. Hobeman, 1983; J. Park, 1985)라 정의할 수 

있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사회  지지를 제공받는 교사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정

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역할에 해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 자

기 효능감이 높아진다(M. Kim, 2005; Y. Yu, 2012). 한, 

사회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 스의 부정  효과를 

약화시키고, 환경에 한 응력을 높여주며(S. Cohen & H. 

Hobeman, 1983), 문제해결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요하

다(I. Sarason, H. Levine, R. Basham & B. Rarason, 1983). 

이러한 결과들은 비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사회  지지가 

미래의 유아교육 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

장하게 하는 변인임을 확인한 M. Choi(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지지의 정  효과는 크게 직 효과와 완충효과

로 나뉠 수 있는데(B. Buunk & V. Hoorens, 1992), 직

효과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있다는 인식이

나 소속감에 기인한 것이고, 완충효과는 개인 삶 속에서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회  지지가 그들의 극복능

력이나 극복행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보호하는 역할에 기

인한 것이다(S. Cohen & S. Syme, 1985; Y. Kim, 2005). 이

러한 완충효과에 한 해석은 매개효과를 포함하는데(N. 

Lin, M. Woelfel & S. Light, 1986), 개인이 자신의 실제

인 인 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들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J. House & R. Kahn, 

1985). 이를 확인한 J. Lee and I. Yoo(2011)의 연구에서는 

DISC 행동특성별로 교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 역할

로써 각 개인에게 맞는 갈등 리, 인 계 유지방법 등의 

사회  지지에 한 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

를 통해 각기 다른 행동특성을 가진 개인은 매개효과로 각자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지를 동원하여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보육교사의 자기 효능

감과 련된 변인들 간의 계를 보다 종합 으로 고찰하기 

해선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K. Lee, M. Ju & H. Lee, 2011).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이론  모형(직  모형)을 근거

로 비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에 향을 주는 내면  차원

의 행동특성과 환경  차원의 사회  지지 변인의 구조모형 

<Figure 1>을 설정하고 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해서 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다양한 비보육교사들의 집단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교육원생을 연구 상으로 하 다. 1년이라는 교육

과정은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데 많은 제약이 따

른다는 에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보육교사의 문성에 

부정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교육원이 다양

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성인 자원의 극  활용에 기여하는 정 인 견해(B. 

Lee & H. Lim, 2013)도 있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교육원 교

육과정에 한 부정 , 정  이 립되고 있는 시  

상황과 함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졸업한 보육교사의 교육원

생이 체 보육 장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양성

기 (J. Jo et al., 2011)이라는 에서 이들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에 향을 주

는 개인  차원의 행동특성과 환경  차원의 사회  지지의 

인과 계 모형 설정  합성을 검증하며, 변인들 간의 경

로를 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비보육교사에게 요한 자

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양성교육과

정에서의 사회  지지를 지원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비보육교사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  

시사 을 얻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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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Frequency %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82 75.8

College graduate 35 14.6

Bachelor's or higher graduate 23 9.6

Marital status

Single 28 11.7

Married 208 86.7

Divorced or widowed 4 1.6

Number of children

None 26 10.8

1 40 16.7

2 152 63.3

3 or more 22 9.2

Age
Less than 39 128 53.3

more than 40 112 46.7

Family monthly income
Less than 299 99 41.3

More than 300 141 58.7

Satisfaction with income
Unsatisfactory 96 40.0

Normal or satisfactory 144 60.0

Table 2.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Study Subject (N=240)

<연구문제 1>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사회  지지, 자

기 효능감 간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에 따라 자기 효

능감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하며, 이에 한 

비보육교사의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인천에 치한 S보육교사교육원과 I보육교사교

육원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검사도구는 연

구자가 직  해당 보육교사양성교육원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연구목   검사도구의 작성방법에 해 설명

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 다. 질문지는 2012년 11월에 배부하

여 2012년 12월에 회수하 다. 배포된 질문지는 27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259부로, 이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0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배경은 <Table 2>와 같다. 

Dominance

Influence

Supportiveness

Conscientiousn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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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본 연구에 참여한 비보육교사 총 240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82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문 (2년

제) 졸업은 35명(14.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학교

(4년제) 졸업 이상은 23명(9.6%)으로 가장 었다. 결혼 상태

는 미혼이 28명(11.7%), 기혼이 208명(86.7%), 이혼 는 사별

이 4명(1.6%)이었다. 자녀가 없는 상은 26명(10.8%) 고, 자

녀가 1명인 상은 40명(16.7%), 2명인 상은 152명(63.3%), 

3명 이상인 상은 22명(9.2%)이었다. 상의 연령을 살펴보

면 39세 이하가 128명(53.1%), 40세 이상이 112명(46.9%)로 나

타났다. 한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99명(41.3%), 

300만원 이상이 141명(58.7%)로 나타났으며, 수입에 한 만

족은 불만족이 96명(40.0%), 보통 는 만족이 144명(60.0%)

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자기 효능감

연구 상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M. Sherer and 

C. Adams(1983)의 도구를 G. Yang(1999)이 번안 후 Y. Son

(2009)이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17문항

으로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계획 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

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어떤 일을 첫 번에 잘

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등으로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연구 상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2) 사회  지지

연구 상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J. Park

(1985)이 제작한 사회  지지 지각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하 요인은 정서  지지(존경, 애정, 

신뢰, 심 등) 7문항, 정보  지지(개인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6문항, 물질  지지(시간, 돈, 물건, 노동 등) 

6문항, 평가  지지(인정, 칭찬, 존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회  지지의 원천에 따라 가족, 친구, 동료로 나

고 이들이 각각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1

~5 까지의 Likert식 5  척도로 표시한다. 이에 수가 높

을수록 연구 상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가족 .98, 친구 

.97, 동료 .97로 나타났고, 체 Cronbach's α .98로 나타났다. 

3) DISC 행동특성

연구 상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 해 2005년 미국 Talent 

Smart 연구소에 의한 Personality Profile System을 I. Kang

(2009)이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 다. 본 척도는 총 60문항으로, 하  변인은 주도 (D), 

상호작용 (I), 지지 (S), 단 (C)의 4가지 행동특성 각각 

1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를 살펴보면, 

주도  행동특성에는 ‘나는 솔직하고 분명하다, 나는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등이, 상호작용  행동특성에는 ‘나

의 성격은 활발한 편이다, 나는 외향 인 스타일이다’ 등이, 

지지  행동특성에는 ‘나는 성취감에 만족을 느끼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결같다’ 등이, 단  행동특성에

는 ‘나는 매사에 날카로운 편이다, 나는 매사에 신 한 편이

다’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이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묘

사한다고 생각하면 4 , 자신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하면 1 으로 표시하는 Likert식 4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하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각각 .76, 

.79, .70, .6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로그램과 AMOS 

16.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을 하 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 고,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사회  지지, 자기 효능감 간의 계

를 알아보기 해서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비

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이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자기 효

능감에 미치는 향의 경로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 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한 지표로는 합지수인 X2(CMIN), 

GFI, AGFI, RMR, RMSEA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X2=122.1(df=13, p=.000)이고, GFI=.90, 

AGFI=.91, RMR=.01, RMSEA=.09로 나타났다. GFI, AGFI

는 .90이상이면 합하다고 평가하고, RMR은 .05이하면 양

호, RMSEA는 .10~.08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되므로(J. Woo, 

2012) 본 연구모델은 표본자료에 합하다고 단되어 수정

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비보육교사의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ootstrapping

을 이용한 간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다. 

Ⅲ. 연구결과

1.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사회  지지와 자기 효능

감 간의 계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과 사회  지지와 자기 효능감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비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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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b β S.E. C.R.

D type → Social support .36 .22 .15 2.31*

I type → Social support .24 .15 .14 1.63

S type → Social support .53 .30 .15 3.58***

C type → Social support -.25 -.13 .15 -1.61

Social support → Self-efficacy .14 .13 .06 2.24*

D type → Self-efficacy .72 .42 .13 5.35***

I type → Self-efficacy .22 .13 .13 1.77

S type → Self-efficacy .33 .17 .13 2.57*

C type → Self-efficacy -.04 -.02 .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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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Coefficients

Behavior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D type I type S type C type

Behavior 

characteristics

D 1

I .74*** 1

S .43*** .49*** 1

C .58*** .49*** .61*** 1

Social support .36*** .37*** .42*** .26*** 1

Self-efficacy .62*** .56*** .44*** .41*** .39*** 1

***p <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사의 사회  지지는 행동특성별로 주도(D)형(r=.36, p<.001), 

상호작용(I)형(r=.37, p<.001), 지지(S)형(r=.42, p<.001), 

단(C)형(r=.26, p<.001)과 정  상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 비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도 행동특성별로 각각 

정  상 이 나타났는데, 그  주도(D)형이(r=.62, p<.001) 

가장 높은 상 을 보 다. 자기 효능감은 사회  지지(r=.39, 

p<.001)와도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즉, 모든 행동특

성과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의한 련성이 있

으며 비보육교사들이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향의 경로모형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이 연구모델을 구조방정식 모델에 맞게 구체화한 모델은 

<Figure 2>와 같다. 

각 변인간의 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주도(D)형의 경로

계수는 .22(CR=2.31, p<.05), 지지(S)형의 경로계수는 .30(CR

=3.58, 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상호작용(I)형(CR

=1.63, p>.05)과 단(C)형(CR=-1.61, p>.05)은 직 인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행동특성이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  지지에 유의미한 향을 보 던 주도(D)형(CR=5.35, 

p<.001)과 지지(S)형(CR=2.57, p<.05)이 자기 효능감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I)형(CR=1.77, p>

.05)과 단(C)형(CR=-.30, p>.05)은 자기 효능감과 직

인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회  지지와 자기 효능감 

두 변인에 주도(D)형과 지지(S)형은 모두 향을 미쳤는데 

특히, 주도(D)형은 자기 효능감에, 지지(S)형은 사회  지지

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향

- 119 -

Rout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 type → Self-efficacy .42* .03* .46

I type → Self-efficacy .13 .02 .16

S type → Self-efficacy .17*** .04* .21

C type → Self-efficacy -.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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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Direct,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Charac-

teristics and Self-efficacy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Figure 2. Research Model

사회  지지가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3(CR=2.24, p<.05)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 인 유의성을 

확인하 다. 

1)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 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보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인 외생변수가 사회  지지를 

매개로 최종 종속변수인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알아보았다. 간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

기 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이 사용되었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결과로 보아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주도(D)형은 

자기 효능감에 직 인 향(p<.05)도 미치지만, 사회  지

지를 통해서 간 으로도 유의하게 향(p<.05)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 행동특성  지지(S)형도 직(p<.001)․간

 향(p<.05)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  지

지가 자기 효능감에 부분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보

육교사의 도 이고 주도 인 행동특성(D형)과 타인을 배

려하고 지지해주는 행동특성(S형)은 주변 환경에서 지지를 

많이 받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신념이 높아짐을 확인

하 다. 

반면, 비보육교사의 상호작용(I)형과 단(C)형의 행동

특성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직․간  향이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지지는 비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행동특성(I형), 단 인 행동특성(C형)과 자기 효능감 사

이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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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사회  지지  자기 

효능감 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비보

육교사의 사회  지지가 행동특성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변

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심으로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육교사의 DISC 행동특성과 사회  지지는 

자기 효능감과 모두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에 따라 조 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 사회  지지를 많이 받고, 자기 효능감도 높

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특성과 자기 효

능감, 사회  지지와 자기 효능감과의 련성을 개별 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S. Cohen & T. Wills, 1985; H. 

Dan & Y. Yu, 2006; S. Lee, 2009; J. Lim, 1999)와 일치한

다. 한 보건교사를 상으로 한 J. Lee and I. Yoo(2011)의 

연구나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K. Lee et al.(2011)의 연

구에서도 교사의 DISC 특성 모두 자기 효능감과 정 상

이 나타난 반면, Y. Yu(2012)는 보육교사의 행동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와의 정 , 부 상 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함께 비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J. Jo et al.(2011)

의 연구는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

아짐을 보고하면서, 비보육교사에게 요한 사회  자원

을 교수, 학교 동료, 가족, 친구 등으로 유추하 다. 비보육

교사도 진로를 비하는 학습자라는 면에서 볼 때,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높은 수 의 진로계획과 

직업기 를 갖게 되고(M. Choi, 2009) 충분한 지지 체계가 

있을 때 질 높은 보육교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 Cho et al.(2008)과 Y. Kim et al.(2011)의 연

구 한 사회  지지가 교사 효능감이라는  다른 형태의 

심리  특성에 향을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 간에 바람직한 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언 하 다. 같은 맥락으로써 비보

육교사들에게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 이

고 극 인 가족  동료들의 사회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둘째, 비보육교사의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행동특

성에 따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향의 경로모형을 살펴본 

결과,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주도(D)형과 지지(S)형은 

자기 효능감에 사회  지지를 경유함으로써 그 향력이 더욱 

증가하 다. 이는 S. Park(2009)이 외부환경과 조화를 잘 이

루며 사회를 잘 이해하고 집단에서 들보 역할을 하며, 강

한 책임감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 특성(D형)이 교사 효능감

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 사회  

지지의 매개역할에 한 B. Buunk and V. Hoorens(1992)

와 N. Lin et al.(1986)의 연구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진취 으로 행동하고 빠

른 의사결정 등의 극성과 담함을 보이는 주도(D)형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지원 , 호의 으로 인식함으로써 조화

를 이루고 어울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지지(S)형을 가진 비

보육교사를 해 가족과 친구 뿐만 아니라 교육원에서의 동

료들이 서로를 지지해  수 있도록 지원 로그램이 보강되

어야 할 것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과목을 이수

해서 교사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두기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

해 주는 일이 더 요하게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특성  상호작용(I)형과 단(C)형은 자기 효

능감과 직 인 향도 없었고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ISC 행동특성의 특징

으로 볼 수 있는데 즉, 각 특성들의 환경에 한 인식은 비슷

하지만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동특성에 따라 자기 효능감에 다른 향을 미친다는 결과

로 미루어 볼 때 교사들에게 있어서 행동특성을 개인차로 이

해하여(W. Huitt, 1992; A. No & Y. Kang, 2003) 교사들에

게도 개인차에 따른 지원의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더불어 행동특성에 따른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은 

련성이 낮은 행동특성이라고 해서 비효율 인 것으로 분

류해서는 안되며, 사회  지지나 자기 효능감을 개인과 그 

개인이 놓여 있는 환경과의 합(fit)과 련해서 이해해야 

한다(J. Lee & I. Yoo, 2011)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 뿐 아니라 연구

마다 행동특성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J. Lee and I. Yoo(2011)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I)형의 

교사가 교사 효능감의 모든 하 역에서 높은 향력을 보

여주었고, H. Dan and Y. Yu(2006)의 연구에서는 외향형의 

교사가 역할수행 능력을 반 으로 높게 인식하 고, S. 

Kim(1998)의 연구에서도 활동 이고 능동 인 외향형의 교

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더 극 이고 요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역할에 한 기  한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이러한 유형에 한 다양한 연구결

과가 시사하는 바는, 행동특성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단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언어일 뿐 옳고 그름에 한 

가치 단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특성은 각기 나름

의 장단 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 더 

합할 뿐이다(H. Park, 2012). 한, 한 개인의 행동특성을 단

으로 D형, I형 등으로 명확히 나  수 있는 단일 유형이 

아니라 2차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D형이라도 DI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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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형 등으로 나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 따라 타인과 말하

기를 즐겨하고 을 좋아하는 상호작용(I)형과 분석 이고 

규칙이나 규율에 엄격한 단(C)형의 비보육교사들이 자

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변인과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보육교사교육원생으로 제한하

여 실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을 좀 더 확 하여 실시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구조방정식 모형은 많은 선행연구를 뒷받침

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비보육교사

를 상으로 하여 사회  지지를 매개변수로 본 선행연구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했다는 에서 한계 을 갖는다.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수 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비보육교사를 한 확실한 사회  지지체

계(J. Lee & S. Cho, 2011)와 자기 효능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능력

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비보육교사에게도 

행동특성, 사회  지지, 자기 효능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보육교사의 행동특성

에 따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와 자기 효능감이 다른 향

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많은 양의 교사를 배출하

기보다 양질의 교사를 배출하기 해 비보육교사들이 자

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음 보육교사교육원에 입

학할 때부터 개인에 한 이해를 한 지속 인 상담과 지원

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소모임 등의 련 사업들을 지원하

거나 력과제를 해결할 때도 개인의 유형에 따른 강 이 부

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것이 자기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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