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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함이다. 이를 하여 K시와 J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인 교사 277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 Pearson 률상 분석,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체는 감성지능 체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에 7.2%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체는 삶의 

질 체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삶의 질 체에 9.9%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하여 보육교사

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중심어 :∣감성리더십∣감성지능∣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 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o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77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K and J provinces.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hild 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s a 7.2% influence on child 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hild 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quality of life, and has a 9.9% influence on child care teachers’ quality of life.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policy strategies for improving child 

care teachers’ quality of life in terms of child care center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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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인들은 정보화, 국제화시 에 살고 있다. 

최근 소득이 증 되면서 삶의 방식과 의식에 큰 향을 

주고 있으며 삶의 질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

람들은 구나 소득증 에 따라 삶의 질도 윤택해지고 

삶의 만족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하기 해서는 삶의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는 세계11 의 경제 국

이지만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8 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증가율은 더디게 나타났다[1]. 이는 1인당 GDP는 증가

하 으나 삶의 질 개선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 삶의 질 종합지수를 분

석한 결과 교육과 안 , 소득·소비, 사회복지 역은 증

가를 보 으나 건강, 주거, 고용·임 역은 다른 분야

에 비해 개선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1]. 이는 정

부에서 사회복지 역의 개인의 복지향상을 해 주40

시간근무와 5일제 근무제 도입, 국민행복시 를 강조하

며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2].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3][4][27]

들은 근무환경과 직무만족, 조직헌신, 건강과 소진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러 요인  보육교

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원장과의 계의 질

은 교사가 가지는 어린이집에 한 만족도, 업무에 임

하는 태도, 유아를 하는 자세 등에 향을 미치고

[5], 유아의 발달, 유아의 생활 속에 깊이 연 되어 

있다는 에서 요하다[3]. 다른 교육기 과 달리 어린

이집은 규모가 작고 보육교직원의 수도 어 조직 구성

원들 간의 력이 요성하며 개인  특성도 공존하고 

있어 조직 환경의 복합 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한 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

소통 방식이 사 이며 인간 계 심으로 이루어진다

[6].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도력과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야 한

다. 시 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지도성도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조 하며 조직 구

성원들에게 감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성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7]. 이러한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개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 하는 감성 인 

부분에 한 감성지능을 진함[15][16]은 물론 삶의 만

족이나 행복과 유사한[21]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인 요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에 

한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성리더십이란 리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

고 구성원의 감성필요를 배려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

들과의 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조직의 감성역량

을 높이는 것이다[8].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직원

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9-13]를 살펴보면 원

장의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

직몰입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원

장의 감성리더십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함께 업무에 해 의논하고 교직원을 배려할 

경우 높은 성과를 발휘한다[9].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낮추어 

주고[10],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향을 미친다[11]. 

김철구[12]는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교사의 감성지능을 

매개로 교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최미애[13]는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교

사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기유발자와 모델

링의 역할을 통해 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유아를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감정이 수반되며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이성보다는 감

성 인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도 

요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표 하며 효과 으로 조 하여 감성

을 활용할  아는 능력이다[14]. 개인의 경력개발과 조

직의 성공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개인의 감성

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 하는 등의 감성 인 부분이 

업무에 한 동기부여, 리더십발휘, 구성원들의 직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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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조직몰입 등에 요한 향을 미친다[15][16]. 보

육교사의 감성지능은 교사- 아의 상호작용과 정 인 

상 계가 있어 감성지능이 높은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 다[17][18]. 감성지능이 높은 교

사는 교사자신의 정서를 히 조 하고 표 하여 보

육교직원간의 인간 계 증진은 물론 인 계를 원활

하게 한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은 원장의 감성

리더십을 통하여 정 인 향을 받는다[19]. 신혜은, 

고태순, 장세희[20]는 유아교육기  원장의 지도성은 

조직의 구성원인 교사들로 하여  유아들을 더욱 수업

에 극 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효과 인 수업의 방

법과 기술을 제시하고, 교사 스스로 유아에게 많은 

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등 교사에게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원장의 감

성리더십은 그 조직안의 교사가 가지는 감성지능의 

요한 변인으로써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

의 감성지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듯 원

장의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이 효율 으로 

발휘하는데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은 인간의 안녕과 

복지의 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유사하며[21] 명확히 규명되어지는 개념은 아니

지만 인간의 물질 , 경제 , 사회문화 , 정치 , 정신

 측면까지 포함하는 복합  개념[22][23]인 삶의 질

(Quality of Life)에 요한 작용을 하는 변인이다. 삶의 

질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 의 성취를 해 필요

한 물리  상태나 상황,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행복감의 수 과 직 으로 련된다[24]. 유

아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기 에서 만나고 소통하게 되

는 보육교사와의 계는 유아의 삶의 질에 결정 인 

향을 다[25]. 교사가 행복감을 느끼면 유아들에게 기

쁨과 보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정 인 정서가 확 되

어 교사가 자부심, 사명, 보람, 지를 가지고 보육을 의

무가 아닌 사랑으로 임할 수 있는 분 기를 이끌어 

다[26]. 이처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이 만족스럽고 행복

할 때 유아와 정 인 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낮을수록 유아들에게 정  에 지와 양질의 

보육과 교육  자극이 어든다[27].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들은 보육교사 자신들의 삶의 질에 해 보통 이하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28], 유아교사의 삶의 질은 보통

정도의 삶의 질 양태를 보 다[27].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열악한 근무여건, 교사에 한 낮은 사회  인식 등

으로 인해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직무스트 스를 

받고 있어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하시킴을 알 수 있

다. 어린이집원장은 한 기 의 장으로서 보육과 행정업

무를 책임져야 함은 물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해하고 통제하며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한 애

정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통해 

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원장이 자신의 감

성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여 보육교사의 감정을 이해

하고 조 하여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육·교육 활동에 

념할 수 있고 감성지능의 역량을 최 한 발휘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 보육의 질  향상, 직무만족, 이직률을 

감소시켜 보육교사의 삶의 질 한 증진시키는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어린이집원장이 발휘하는 감성

리더십은 보육교사들에게 정 인 향을 가져와 보

육교사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요한 원

동력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

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규명해볼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지 까지 감성리더십에 한 연구들은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부분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정

서지능[28], 감성지능[29], 교사효능감[28][30-32], 조직

몰입[11][30][33], 직무만족[10][11][28][30][32][34], 직

무스트 스[35], 조직효과성[36][37], 조직성과[29], 행

복감[35], 자기효능감[29]을 변인으로 하여 어린이집원

장의 감성리더십이 조직에 정 인 향을 다는 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원장의 감성리더십 

련 연구는 주로, 원장이 자신의 감성리더십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을 둔 연구 보다 교사가 원장의 감성

리더십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련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개인  변인과 함께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과의 련 연구

가 많았다.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의 계는 어떠하며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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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보육교

사의 삶의 질을 설정하고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과의 계와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변화하는 시 에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의 발휘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진시키

고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는데 

교육  의의가 있다.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을 증

진하고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진시켜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된 연구

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감성리더십이 감성지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의 상 계와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보육교사의 

삶의 질의 상 계와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K시와 J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인 교사 

 집합교육과 1  승 교육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임

의표집하여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 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00부로 이  280부

가 회송되어 회수율은 93% 다. 회수된 질문지  분

석과정에서 부실한 응답  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277부를 최종분석 하 다. 본 연구 상의 일반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N = 277)

구분 N %

결혼여부
기혼 218 78.7 

미혼 59 21.3 

연령

20대 27 9.7 

30대 77 27.8 

40대 129 46.6 

50대이상 44 15.9 

교사경력

3년미만 18 6.5 

3-5년이하 76 27.4 

6-10년이하 120 43.3 

11년이상 63 22.7 

학력

전문대졸이하 131 47.3 

4년대졸 109 39.4 

대학원이상 37 13.4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37 13.4 

직장어린이집 12 4.3 

법인어린이집 38 13.7 

민간어린이집 95 34.3 

가정어린이집 95 34.3 

어린이집 
교사 

선택한 동기

자신의 가치관과 맞아서 159 57.4 

부모의 권위로 31 11.2 

자녀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6 13.0 

안정성 및 신분보장 22 7.9 

다른 진로가 없어서 29 10.5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 23 8.3 

9시간이하 108 39.0 

10시간이하 97 35.0 

11시간이상 49 17.7 

2. 연구도구

2.1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을 측정하기 하여  

Goleman[38]이 ‘the Priminai Reader Ship'에서 제시한 

감성지능요인과 ECI(Emotional Intelligence 

Inventory:)척도를 바탕으로 이석열[39]이 개발한 학교

장의 감성리더십 진단척도를 어린이집맥락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유아교육 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와 요

인분석을 통해 검증받은 박성애[40]의 연구도구를 사용

하 다. 이 검사도구는 어린이집원장 자기인식  자기

리능력 6문항, 사회인식  계 리능력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교사에 의해 지각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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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

인 하  구성요인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내용 

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
도

자기
인식 및 
자기관리
능력

어린이집원장의 자기
인식과 자기관리능력
에 대한 내용

1,3,4,5,6,7 6 .888

사회
인식 및 
관계관리
능력

어린이집원장의 사회
인식과 
관계 관리능력에 대한 
내용

2,8,9,10,11
,12,13,14,1
5,16,17,18

12 .955

계 18 .956

2.2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하여 Wong & 

Law[41]가 개발한 척도를 정은정[29]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연구도구를 사용하

다.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

해, 감성조 , 감성활용 요인의 하 요인으로 총1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를 이용

하여 수를 산출하 다. 구체 인 하  구성요인 내용

과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내용 

하
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
도

자기 
감성이해

자신의 내면감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2,3,4 4 .824

타인 
감성이해

주변 사람들의 감성
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5,6,7,8 4 .795

감성조절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

9,10,11,12 4 .837

감성활용

자신의 감정을 건설
적인 활동과 성과를 
얻를 수 있는 방향으
로 활용하는 능력

13,14,15,16 4 .840

계 16 .871

2.3 보육교사의 삶의 질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하여 김경범[22]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가족 계, 

사회 계, 여가 계 등을 포함하는 총 11문항의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

다. 구체 인 하  구성요인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보육교사의 삶의 질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내용

하 요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
도

가족 
관계

가정생활, 자녀의 
학업수준,

가족과 시간, 건강
1,2,3,4 4 .639

여가 
관계

 여가시간, 여가활동, 
생활수준 만족

5,6,7 3 .773

사회 
관계

지역사회구성원역할, 
사회·취미활동, 

사회·경제적 지위
8,9,10,11 4 .640

계 11 .751

3. 연구절차

3.1 예비조사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이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J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집교사 20명을 상으로 2017년 5월 8일 부터 5월 12 

일까지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 문항이

해도, 표  문자의 성, 검사 시간 등을 확인하여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본조사

본 조사는 2017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K시와 

J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인 교사  집합

교육과 1  승 교육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임의표집

하여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

하 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각 승 교육기 의 조

를 구하 으며, K시와 J도 보육교사 집합교육과 1  승

교육 시 연구자가 연구의도를 설명한 후 수행하 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00부로 이  280부가 회송되어 

회수율은 93% 다. 회수된 질문지  분석과정에서 부

실한 응답  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77부

를 최종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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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 R2 F

자기
감성 
이해

(상수) 14.358 .573 
25.053
＊＊＊

.229 .052
7.564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065 .041 .131 1.586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24 .017 .117 1.420

타인
감성 
이해

(상수) 14.316 .629 
22.753
＊＊＊

.157 .025 3.474＊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092 .045 .173 2.062＊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05 .019 -.023 -.276 

감성
조절

(상수) 11.820 .683 
17.294
＊＊＊

.188 .035
5.011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049 .049 .084 1.007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29 .020 .119 1.434

감성
활용

(상수) 13.103 .668 
19.613
＊＊＊

.246 .060
8.794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175 .047 .303 
3.688
＊＊＊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023 .020 -.095 -1.162 

감성
지능
전체

(상수) 53.597 1.815 
29.537
＊＊＊

.269 .072
10.684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381 .129 .241 
2.953
＊＊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25 .054 .038 0.465 

＊p<.05,  ＊＊＊p<.001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어린이집원장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라 원장의 감성

리더십,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장의 감성리더십

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률상 분석과 그에 따른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

지능

1.1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

능 관계

표 5.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관계

구분

자기인
식   
자기
리능력

사회인
식  
계
리능력

감성리
더십 
체

자기감
성 
이해

타인감
성 이해

감성조 감성활
용

감성
지능
체

1 1

2
.701
＊＊＊ 1

3
.843
＊＊＊

.975
＊＊＊ 1

4
.213
＊＊＊

.209
＊＊＊

.224
＊＊＊ 1

5
.156
＊＊ .098

.123
＊

.442
＊＊＊ 1 

6
.167
＊＊

.178
＊＊＊

.187
＊＊

.286
＊＊＊

.248
＊＊＊ 1 

7
.236
＊＊＊ .117 

.162
＊＊

.506
＊＊＊

.376
＊＊＊

.324
＊＊＊ 1 

8
.268
＊＊＊

.207
＊＊

.240
＊＊＊

.753
＊＊＊

.706
＊＊＊

.661
＊＊＊

.771
＊＊＊ 1

＊p<.05, ＊＊p<.01,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

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에 한 상 계를 알아

본 결과 감성리더십 체는 감성지능 체 간에 유의미

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40, 

p<.001).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체는 보육교사 

감성지능 하 요소인 자기감성 이해(r=.224, p<.001), 

타인감성 이해(r=.123, p<.05), 감성조 (r=.187, p<.01), 

감성활용(r=.162, p<.01)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

기인식  자기 리능력(r=.268, p<.001), 사회인식  

계 리 능력(r=.207, p<.01)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

이집 원장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 감성지능의 하 요소인 타인감성 

이해와 감성활용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6.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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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 R
2

F

가족 
관계

(상수) 13.547 .519 
26.091
＊＊＊

.256 .065
9.595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117 .037 .259 
3.166
＊＊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01 .015 -.005 -.060 

여가 
관계

(상수) 7.563 .685 
11.041
＊＊＊

.246 .060
8.822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062 .049 -.104 -1.265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76 .020 .307 
3.743
＊＊＊

사회 
관계

(상수) 10.714 .526 
20.374
＊＊＊

.196 .038
5.463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048 .037 .106 1.275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20 .016 .106 1.281

구분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

사회인식 
 

계 리
능력

감성
리더십 
체

가족
계

여가
계

사회
계

삶의
질 
체

1 1

2 .701＊＊＊ 1

3 .843＊＊＊ .975＊＊＊ 1

4 .256＊＊＊ .177＊＊ .214＊＊＊ 1

5 .112 .235＊＊＊ .212＊＊＊ .188＊＊ 1

6 .181＊＊ .181＊＊ .193＊＊ .188＊＊ .063 1

7 .267＊＊＊ .305＊＊＊ .314＊＊＊ .657＊＊＊ .718＊＊＊ .581＊＊＊ 1

＊p<.05, ＊＊p<.01,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

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

의 감성리더십의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에 7.2%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10.684, p<.001).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β=.241, 

p<.01)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타인

감성 이해는 2.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74, p<.05).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

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β=.173, p<.05)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하 요소

인 타인감성 이해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감성활용은 6.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8.794, p<.001).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

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β=.3030, p<.001)은 보육교사의 감성지

능 하 요소인 감성활용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감성이해는 5.2%(F=7.564, 

p>.01), 감성조 은 3.5%(F=5.011, p>.01)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독립변인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삶

   의 질 

2.1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 관계

표 7.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 관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

더십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한 상 계를 알아본 

결과 감성리더십 체는 삶의 질 체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4, p<.001).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체는 보육교사 삶의 질 

하 요소인 가족 계(r=.214, p<.001), 여가 계(r=.212, 

p<.001), 사회 계(r=.193, p<.01)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리능력(r=.267, p<.001), 

사회인식  계 리 능력(r=.305, p<.001)은 보육교사

의 삶의 질 체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

인식  자기 리능력은 보육교사 삶의 질의 하 요소

인 여가 계와는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표 8.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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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전체

(상수) 31.825 1.113 
28.601
＊＊＊

.314 .099
14.998
＊＊＊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

.103 .079 .105 1.301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

.095 .033 .232 
2.882
＊＊

＊p<.05,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

더십이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 체에 9.9%의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14.998, p<.001). 독립

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사회인식  계 리능력(β=.232, p<.01)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 체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삶의 질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

계는 25.9%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9.595, p<.001).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β=.259, p<.0)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 하 요소

인 가족 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가 계는 6.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F=8.822, p<.001). 독립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사회인식  계

리 능력(β=.307, p<.001)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 하 요

소인 여가 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사회 계는 3.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F=5.463, p>.05), 독립변인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

십의 하 요소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

십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

사의 감성지능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아 어린이집 감성리더십,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  방안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를 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

성지능에 한 상 계를 알아본 결과, 감성리더십 

체는 감성지능 체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체

는 보육교사 감성지능 하 요소인 자기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조 , 감성활용과 정 상 이 있고 어린

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자기인식  자

기 리능력, 사회인식  계 리 능력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감성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리

하며, 공감을 통해서 계를 정 으로 형성하여 조직

과 구성원에 향력을 발휘하는 행 라고 주장하는 

Salovey & Mayer[42]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의 감성  리더십, 유

치원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간의 

계에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8]와

도 맥을 같이한다. 학교장의 감성리더십은 교사의 감성

지능,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모든 하  변인에서 정  

상 계가 있으며, 교사의 감성지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인 학교장의 감성리더십 간에도 높은 상

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12]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

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감성리더십의 하

요소인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의 감

성지능 체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

육교사 감성지능의 하 요소인 타인감성 이해와 감성

활용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조정 [28]의 연구에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유치원 

원장의 감성  리더십과 교사의 정서지능에 한 인식 

수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유치원 장에서 

교사들이 유치원 원장의 감성  리더십과 교사의 정서

지능에 해 체 으로 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조성자, 문수

백, 민하 [43]은 원장이 감성리더십을 통해 보육교사

들을 지원하게 될 때 그들에게 심리  유능감이 생기게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9

되고, 보육교사 스스로가 뚜렷한 목표와 가치 을 가지

고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육교사에 한 어린이집원장의 극

인 지지는 교사의 감성지능 체에 정 인 향을 가

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고유한 업무 특성상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어

려움 때문에 업무는 다양하고 양도 많으면서[44] 보다 

복합 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45]. 때문에 타인

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를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이 

감성리더십을 자주 발휘하여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자극하여 다면 보육교사 한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

고 감성을 활용하는 감성지능의 하 요인을 발휘할 것

이라 사료된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

육교사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

더십의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의 감성지능 체에 7.2%의 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홍자

[19]의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의 감성지능,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계연구에서 원

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의 감성지능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감성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감

성  요인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9]와도 맥을 

같이하며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간의 계 

연구에서 감성리더십의 하  요인 , 솔선수범하여 다

른 사람을 존 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며, 정 인 인간

계를 이루고 워크를 형성하는 원장의 계 리 능

력 발휘가 교사의 감성을 자극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36]와도 맥

을 같이한다. 이는 어린이집원장이 가지고 있는 감성리

더십의 역량과 효과가 발휘되었을 때 어린이집이라는 

조직 안에 속해있는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에 향을 미

치고 이러한 향이 어린이집 체의 문화를 형성한다

고 볼 수 있다[46]. 따라서 어린이집원장이 감성리더십

을 잘 발휘하여 교사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다

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를 잘 달할  알며, 일을 하

는데 교사들의 역량을 잘 악하여 교사로부터 극

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이야기 할 때 설득력 있게 교사의 마

음과 능력을 잘 이끌어주어 교사의 감성리더십을 잘 발

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삶

의 질에 한 상 계를 알아본 결과, 감성리더십 

체는 삶의 질 체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하 요인  자기인식  자기 리 능력, 사회인식  

계 리능력은 보육교사의 삶의 질 체에 9.9%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장

의 감성리더십이 교사들의 능력을 잘 이끌어주어 교사

들에게 진정한 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며,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교사들의 장단 을 잘 이해하여 교사

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46]와 

맥을 같이한다. 감성리더십 발휘능력은 조직의 리더가 

개인 인 자기인식 보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인식능력과 멘토처럼 변화를 진하여 워크를 이끌

어 내는 계 리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볼 수도 있다[40]. 삶의 질은 인간의 안녕과 복

지의 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유사하며[21]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 의 

성취를 해 필요한 물리  상태나 상황, 성취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행복감의 수 과 직 으로 

련된다[24].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행복감이 높

아져 원장과의 계, 복지, 근무환경, 교사직에 한 만

족, 학부모와의 계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35]와 

맥을 같이한다. 원장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교사- 유

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47]

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행복감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높이 작용

한다는 을 인지하고 감성리더십을 발휘하기 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원장은 감성리더십 

발휘를 통해 교사의 입장을 잘 공감하고, 교사의 요구

를 충족시켜 주기 해 노력해야 하며, 그들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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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고 가치 있게 여길  알아야 한다. 한 조직에

서의 갈등을 찾아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호간에 이익을  수 있는 계를 찾아내

야 한다. 아울러 교사와 개인 인 친교를 만들고 유지

하면서 교사를 믿고 편안하게 상의하고 일하며 교직원

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람 있

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기 의 조직의 특성상 

규모가 작고 어린이집원장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유

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향을 미치며[47], 인간 계와 

업무 계 측면에서 가장 직 으로 향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원장이므로[48] 리더십의 심리  결여는 

교사불만족의 원인이며 높은 이직률에 향[49]을 

다. 따라서 유아는 물론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사회·국가 인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물론 어린이집원

장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며 공보육지향과 보육에 

한 책임 강화의 방안으로  출산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이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안정되고 합리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 인 재정  지원과 시설의 환경개선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증진하여 보육교사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신념과 

생각을 좌우하므로 어린이집원장의 감성리더십 증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감성리더십증진을 한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장에서의 다양한 용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감성리더십 증진 로그램을 개

발할 때 어린이집의 직업  특성을 반 한 구체 인 활

동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가 질 높

은 보육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보육교사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지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자의 이 

아니라 상과의 직 인 수요조사  면담 등을 통하

여 보육교사의 주된 감성 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성지능 증진을 보편 으로 용하기보다 

보육교사의 특성을 악하여 맞춤형 수립이 우선시 된

다면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매스컴의 어린이집에 한 사건과 

사고의 부정 인 보도로 학부모가 보육교사와 어린이

집원장을 바라보는 인식에 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의 교직에 한 자존감과 

문성, 자 심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해

은 물론 고충을 처리하고 실제 인 도움을  수 있는 

문기구를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보육교직원 상담

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 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직원

의 정서  복지체계를 정책 으로 구축하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방안을 제

언해본다. 첫째, 본 연구 상은 보육교사와 K시와 J도

를 임의표집에 의해 선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

사를 통해 어린이집원장의 리더십, 보육교사의 감성지

능, 보육교사의 삶의 질에 해 살펴보았는데, 교사들의 

삶과 경험을 보다 구체 으로 들여다보는데 부족한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러티  탐구

방법을 활용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원장의 

감성리더십, 감성지능, 삶의 질에 한 후속연구가 꾸

히 이루어져 유아교육 장에 직 으로 용할 수 있

는 원장의 감성리더십, 감성지능,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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