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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태
원광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Childcare 

Young-Tae Kim
Dept. of Childc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보육 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A시에 소재한 비보육교사 281명을 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
하 다. 자료처리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 실시하 으며 

변인별 인식수 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한, 신뢰도 검증을 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 고, 
각 변인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상 계분석과 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연구결과에 하여 첫째, 보육
공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자기조 효능감과 자신감이, 직업가치에서는 내 가치가, 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
과 인식만족애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 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 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보육 공 학생들의 공만족도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질 높은 

보육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기효능감과 올바른 직업가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study objective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81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A city. In the study results, first,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highly perceived th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confidence of self-efficacy, the intrinsic value of occupational value, and the general satisfaction and percep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hird, the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jor satisfaction.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re should be more diverse research for the formation of proper self-efficacy and correct occupational value, so that
students majoring in childcare could perceive the importa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also perform their childcare
jobs with high-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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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은 직업과 련된 다양하고 문 인 교육을 제

공하여 보다 나은 직업인을 배출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 으로 학생활 자체는 공 역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다[1].
이러한 공에 한 만족도는 개인이 속한 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인 개인  특성과 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학에서의 

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공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재 소속된 공학과가 
자신의 생애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는 직업에 한 

기 과 일치한다면 공만족도는 높을 것이다[2]. 한, 
공만족도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에 해 느끼는 

주  경험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공학과 내에서 
개인  특성과 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3]. 
학에서의 공과 공수업이 이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응을 한 비단계라고 볼 때 학에서 습득

한 지식경험과 직장에서의 요구 간의 불일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행을 래할 수 도 있으며[4], 공만족
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공만족도가 낮은 학생

들에 비하여 자신의 진로에 해 보다 안정 이고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결국 학생이 
자신의 공에 만족할수록 학생활에 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학생의 공만족도는 요하다[6].
학생의 공에 한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 형

성과정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게 되는데 성별, 학업
성  등과 같은 개인  요인과 부모나 교사의 향, 교육
제도 등의 외부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되며[7], 
학 재학 에는 학업성취  학업  자기효능감, 공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성공 인 진로선택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이 가능성에 한 신념으로 행

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향을 미친다. 즉, 자
기효능감 기 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요한 재자라

는 것이다[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스나 교사가 갖는 

만족도는 교육의 질에 향을 끼치게 되는데, 보육교사
가 만족감을 갖고 일을 할 때에는 업무의 성과가 높아져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하게 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져 교사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불만족 상
태에서는 일에 한 의욕을 잃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

어지게 되고 교사효능감도 낮아지게 되는데[10], 교사효
능감은 보육교사의 교수 활동  ·유아와의 상호작용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1-12].

유아교사는 직업에 한 확신과 가치 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
를 때리거나 학 하는 등 사회에서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비윤리  행동들은 이러한 가치

의 부재이고[13], 이러한,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을 
통해 궁극 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한 

평가이며[14], 자기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 을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정 인 자기평가를 이루어지기도 하

고 부정 인 자기평가를 이루어지기도 한다[15]. 이에, 
보육교사는 ·유아에게 지 한 향을 미치는 멘토이기

에 자기 자신에 하여 보다 정 으로 인식하고 명료

한 직업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육 장에서 ·유아들의 교육 등에 한 결정  역

할을 담당할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와 
공만족도의 인식수 을 악하고, 이와 더불어 자기효
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와의 련성을 알아 으

로써 학에서의 보육교사 양성을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질 높은 보육 문가를 학에서 

양성해주기를 보육 장에서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에서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 으로써 앞으로 보육교사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

구의 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연구목 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에 한 인식수 은 어떠한가?
둘째, 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는 어떠한 계가 있는가?
셋째, 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가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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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A시에 소재한 학에서 보육을 
공하는 비보육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하

고 조를 얻어 조사 상자들에게 조사내용에 해 설명

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미리 작성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
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응답자 300명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19부를 제외한 
281부가 분석 상이 되었다.
연구 상 비보육교사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

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5 12.5

Female 246 87.5

Grade

grade1 122 43.4

grade2 85 30.3

grade3 74 26.3

All 281 100

2.2 연구도구

2.2.1 자기효능감

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1
6]이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1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
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7문
항), 자기조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5문항)로 5개 
하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  Like
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 요인별 문항의 수가 높

을수록 자신의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2].

2.2.2 직업가치

비보육교사의 직업가치를 측정하기 해서 [18]이 
번안·수정한 직업가치척도(Occupational Value Scale)를 
[14]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내 가치(11문항), 외 가치(5문항) 2개의 하 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Table 2].

2.2.3 전공만족도

비보육교사의 공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2]과 
[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20]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비보육교사의 
일반만족(7문항), 교과만족(6문항), 계만족(4문항), 인
식만족(5문항)으로 6개 하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문항은 5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
요인별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비보육교사의 공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2].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pec. Questionnaire N Cronbach's α

Self-Effi
cacy

Confidence 1*,3*,5,10*,11*,13*,16* 7 .539

Self-Regulatory 
Efficacy

2,4,7,8,12,14,17,19,20,
21,23,24 12 .851

Task Difficulty 6*,9*,15,18,22 5 .785

All 24 .816

Occupati
onal 

Value

Intrinsic Value 1,2,3,4,5,6,7,8,9,10,11 11 .590

Extrinsic Value 12,13,14,15,16 5 .680

All 16 .683

Major 
Satisfacti

on

General 
Satisfaction 1,5,8,14,15,19,21 7 .917

Subject 
Satisfaction 2,3,7,9,12,18 6 .787

Relation 
Satisfaction 4,10,11,16 4 .624

Perception 
Satisfaction 6,13,17,20,22 5 .775

All 22 .936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하 고, 변인별의 인식수
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한, 
신뢰도 검증을 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 고, 자기
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와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각 하 요인별 계를 알아보는 률상 계수를 구

하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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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Major Satisfac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167(**) 　 　 　 　 　 　 　 　

③ .224(**) .413(**)
　 　 　 　 　 　 　

④ .054 .328(**) .199(**) 　 　 　 　 　 　

⑤ .314(**) .075 .059 .259(**)　 　 　 　 　 　

⑥ .110 .644(**) .286(**) .270(**) .183(**)
　 　 　 　 　

⑦ .017 .506(**) .235(**) .191(**) .037 .799(**) 　 　 　

⑧ .057 .454(**) .216(**) .047 .120(*) .533(**) .665(**) 　 　

⑨ .157(**) .589(**) .290(**) .314(**) .124(**) .845(**) .705(**) .478(**)
　

 * p<.05   ** p<.01    (N=281)
 ①Confidence             ②Self-Regulatory Efficacy    ③Task Difficulty            ④Intrinsic Value        ⑤Extrinsic Value
 ⑥General Satisfaction      ⑦Subject Satisfaction        ⑧Relation Satisfaction        ⑨Perception Satisfaction

Table 4.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

에 한 인식수 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첫째, 자기
효능감의 하 요인  ‘자기조 효능감’이 가장 높은 3.
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감’이 2.93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가치의 하 요인에서 ‘내 가치’가 
3.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 가치’가 2.89로 
나타났다. 셋째, 공만족도의 하 요인에서는 ‘일반만
족’이 3.5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식만족’이 3.5
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하는 자

기효능감은 자기조 효능감이 직업가치는 내 가치가 

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비보육교사들은 자기효능감, 직업가
치, 공만족도에 해 보통 이상의 수 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보여진다.

Table 3.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duty

Spec. M SD

Self-Efficacy

Confidence 2.93 .52

Self-Regulatory Efficacy 3.38 .47

Task Difficulty 2.60 .62

All 3.09 .37

Occupational 
Value

Intrinsic Value 3.71 .38

Extrinsic Value 2.89 .59

All 3.46 .36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58 .74

Subject Satisfaction 3.49 .58

Relation Satisfaction 3.35 .63

Perception Satisfaction 3.51 .68

All 3.50 .58

3.2 상관관계 검증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

와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는 직업가

치의 하 요인인 내 가치와 외 가치와 공만족도의 

하 요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계만족, 인식만족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의 각 하 요인별로 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1 자기효능감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지기효능감이 직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변

수들을 포함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내 가치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

조 효능감(t=5.893,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내 가치에 하여 10.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외 가치에 미치는 변인은 자신감(t=5.615,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외 가치에 하여 9.
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3

Table 5. Factors in Self-Efficacy affecting Occupational 
Value

Spec. Model B SE β t p

Intrinsic 
Value

(Constant) 2.819 .154 18.278 .000

Self-Regulat
ory Efficacy .266 .045 .328 5.893 .000

Adj R2=.104  F=34.729  p<.001

Extrinsic 
Value

(Constant) 3.946 .190 20.748 .000

Confidence .358 .064 .314 5.615 .000

Adj R2=.095  F=31.531  p<.001

3.3.2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

는 요인은 Table 6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

조 효능감(t=12.735,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만족에 하여 40.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교과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 효능감(t
=9.97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교과만족에 
하여 25.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 효능감(t=8.651, p<.

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계만족에 하여 20.3%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식만족에 미
치는 변인은 자기조 효능감(t=12.393,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식만족에 하여 34.5%의 설명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in Self-Efficacy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Spec. Model B SE β t p

General 
Satisfaction

(Constant) 1.552 .252 6.158 .000
Self-Regulat
ory Efficacy .984 .077 .634 12.735 .000

Adj R2=.409  F=67.770  p<.001

Subject 
Satisfaction

(Constant) 1.386 .213 6.498 .000
Self-Regulat
ory Efficacy .622 .062 .506 9.972 .000

Adj R2=.253  F=99.441  p<.001

Relation 
Satisfaction

(Constant) 1.318 .238 5.529 .000
Self-Regulat
ory Efficacy .602 .070 .454 8.651 .000

Adj R2=.203  F=74.831  p<.001

Perception 
Satisfaction

(Constant) .648 .234 2.774 .006
Self-Regulat
ory Efficacy .846 .068 .589 12.393 .000

Adj R2=.345  F=47.323  p<.001

3.3.3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직업가치의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

함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내

가치(t=6.022, p<.001), 외 가치(t=4.799, p<.001)이었
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만족에 하여 13.6%의 설명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내 가치(t=3.316, p<.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
은 교과만족에 하여 3.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계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외 가치(t=2.0
48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계만족에 하여 
1.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식만족
에 미치는 변인은 내 가치(t=6.571, p<.001), 외 가치

(t=3.89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식만족에 
하여 13.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Factors in Occupational Value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Spec. Model B SE β t p

General 
Satisfaction

(Constant) 2.129 .403 5.282 .000
Intrinsic 
Value .652 .108 .340 6.022 .000

Extrinsic 
Value .336 .070 .271 4.799 .000

Adj R2=.136  F=23.756  p<.001

Subject 
Satisfaction

(Constant) 2.414 .327 7.380 .000
Intrinsic 
Value .290 .087 .191 3.316 .001

Adj R2=.033  F=10.999  p<.001

Relation 
Satisfaction

(Constant) 3.726 .183 20.354 .000
Extrinsic 

Value .127 .062 .120 2.048 .042

Adj R2=.011  F=4.192  p<.001

Perception 
Satisfaction

(Constant) 1.800 .372 4.835 .000
Intrinsic 
Value .657 .100 .371 6.571 .000

Extrinsic 
Value .252 .065 .220 3.892 .000

Adj R2=.138  F=24.162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앞으로 ·유아 교육을 담당할 비보육교
사들을 상으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의 

인식수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변인별로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와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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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직업가

치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보육 공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 자료

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 이 있다고 하겠

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결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

치, 공만족도에 한 인식수 을 살펴 본 결과, 자기효
능감에서는 ‘자기조 효능감’과 ‘자신감’이, 직업가치에
서는 ‘내 가치’가, 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과 ‘인
식만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

게 될 일에 해 가지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
로서 역할수행과 련[21-22]이 있다는 것은 비교사부
터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직업가치에서
는 내 가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23-24]는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해주며 이는 내재  가치 이 높을수록 공만족

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2
0, 25] 결과를 지지해주며, 이는 공학과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

만족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보육교사들
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공만족도의 각 하 요인별

로 정 인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이 직업가치의 하 요인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효능감의 하 요인 즉, ‘자기조 효능감’과 ‘자신감’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가치의 하 요인 ‘내 가치’와 ‘외 가치’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이 직업가치의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가 개인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서 직업을 구하는 구직활동의 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취업에 이르는 틀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26], 
외 직업가치 보다는 내 직업가치를 선호 할수록 진로

성숙이 높고[27], 외 가치 지향보다는 내 가치 지향에 

두는 사람이 더 높은 진로의식성숙 수 을 보이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내 가치가 높다[14]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로서 직업가치 수 이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학생들이 바람직한 직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야 말로 학의 요한 과업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이 공만족도의 하 요

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기효능감의 하 요인 즉, ‘자기조 효능감’이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만족도의 하 요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 계만족’, 
‘인식만족’ 모두에게 자기효능감이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이 공만족도의 모든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볼 때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특히, ‘자기조 효능감’은 
공만족도의 하 요인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비교사는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에 한 정  태도로 임하여 어려움이 

있더라고 극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역할을 성

공 으로 수행할 것으로 측[28]함과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와 한 계가 있으며, 상호 요한 향력
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의미[29]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모든 회귀식에서 자기효능감이 공만족
도를 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으로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가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업가치의 하 요인 

‘내 가치’, ‘외 가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만족도의 하 요

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 계만족’, ‘인식만족’ 모두
에게 직업가치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의 하 요인이 

공만족도의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 다. 특히, 직업가치의 하 요인  ‘내 가치’
와 ‘외 가치’는 공만족도의 하 요인  ‘일반만족’
과 ‘인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  가치 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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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공이 자신의 성과 흥미에 일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 성취감과 보람,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
서 외재  가치 을 가진 학생들보다 공만족도가 높다

[23-2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직업가치의 하 요인들

은 공만족도를 측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을 보여진

다. 직업가치가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한 요인
[23-24]으로 본다면 학에서 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단히 요한 것이다. 모든 회귀식에서 직업가치가 
공만족도를 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 을 종합해 보면, 보육 공 

학생들이 지각하는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직업에 한 
내 가치와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길러

질 수 있으므로 공학과에서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육을 공하는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높이기 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학생활

에 한 만족할 수 있도록 직업에 한 내재  가치  

정립  한 공지식과 자신 스스로에 한 자기조

효능감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 공학생

들이 학생활에 보다 극 으로 응하고 공에 한 

만족도를 높여 보육 장에서 질 높은 보육교사로서 안정

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지원하여 학

생들의 공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비보육교사들이 보다 문화된 보육교사 로

그램의 개발과 보육교사의 역할과 요성을 인식하고 

문 인 보육교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30], 학과에 
한 사회  인식이 공 학과만족에 련된 요인 변

인이다[29, 31]는 측면에서 비보육교사들을 한 다양
한 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에 한 책무를 다할 수 있

는 사회 인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 공 학생들의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

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발  용

에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한 제언으로
는 A시에 소재한 비보육교사들을 상으로 하 기 때

문에 지역 으로 특정한 곳에 편 되어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질문
지만을 사용한 과 다소 많은 질문지의 문항수로 인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했느냐를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

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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