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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 ․ 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비교를 중심으로장부년*34)
보육교사의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이직률은 보육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정도는 두

의 질적 향상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연구

집단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를 보

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의 정도와 이직의도의

이지 않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이직의도에 영

정도, 그리고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향을 미치는 것은 국공립시설의 경우에서만 연령,

을 살펴보고,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국공립 보육

학력, 근무경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계는 연령

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

과 학력의 경우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근무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소재 국

경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

다. 즉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고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

분석결과 그들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보수를 제외

직무만족의 요인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은 두

한 인간관계(상사․동료․고객관계)와 직무 자체에

시설 모두에서 보수, 동료관계, 직무 자체로 나타

대해 두 집단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났으며, 상사와의 관계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수는 민간보육시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에서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보육교사, 직무만족, 이직의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Ⅰ. 서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여성(기혼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
가,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저출산 현상 등으로 남성생계부양 가치관과 가족의 돌
봄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취학 전의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보육은 모든 계층의 가정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 국
가의 중대한 책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하여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통합된 보육사업을 시행하였다(최애경 외 2010; 이지원

*34)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박사과정 (j90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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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990년대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단기간의 양성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인가를 통해 보육시설의 수도 팽창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말 현재 전국에는 43,742개(국‧ 공립2,489개, 사회복지법인1,420개,
법인‧ 단체 등852개, 민간14,822개, 가정23,318개, 부모협동149개, 직장692개)로 크
게 증가하였다. 이 시설에는 311,817명의 보육교직원이 1,496,671명의 보육 영유아
를 돌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는 가운데 2000년대
에는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
육교사 국가자격증제를 시작하였고, 2006년 제1차 중장기계획에 맞추어 2007년 이
후 보육사업의 핵심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졌다(임미혜 외
2009).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보육의 질적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보육의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이다(이정희 외 2009).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자신을 장시간
돌봐주는 교사도 친숙한 양육자로 여기면서 애착을 형성한다. 영유아들이 교사와 애
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 타인과의 관계, 세상을 탐색하
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Bowlby 1988; Bardige 2006; Wittmer
et al. 2011). 그러므로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이정희 외
2009).
이렇듯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육교사 질을 결
정하는 요인 중 가장 핵심요인은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빈번한 이직은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낮춘다. 아무리
좋은 보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시설이라도 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육아동
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운영관리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여
실제로 보육시설 교사의 높은 이직률은 안정감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한다(안지영
2008; Kontos 1992; Nelson 1990; Todd et al. 1996).
그러나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중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달하고 있어서 유사 분야의 직종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
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직의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서지영 외 2002; 엄기욱 외 2007).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변인은 근무기관의 종류, 연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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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 경력, 결혼여부 등이 있으며, 그 중 연령이 가장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알
려졌다(서지영 2002; 이재경 2006; Todd et al. 1996). 직무특성 중 직무만족이 이
직의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이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obley et al. 1979; Steel et al. 1984; Williams et al. 1986; Lambert et al.
2001).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나 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상태(Smith et al.
1967)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보육교사 한 개인이 직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선호도를 말하는 것으로(박은혜 외 2002)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은 원장, 동료,
부모들과의 관계적 측면과 근무환경 및 시설, 직무 자체의 특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 근무환경, 보육활동 등 이들이 총체적으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
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연 2005). 직무만족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취감과 보람을
가지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직무만족으로부터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는 과중한 업무량과 근무
시간, 낮은 임금, 교사가 아닌 보모로 인식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그들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선미 2010).
이를 종합하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무만족의 수준
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현재 보육교사들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의 정도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
는 보육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유미 2012; 이순애 외 2012). 이는 급
여수준의 결정 방식의 차이, 업무량 혹은 업무의 성격, 보육교사들의 학력과 경력의
정도 등의 차이와 같은 조직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장현진 2009). 더불어 직
무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직의도 또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
가 근무하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정도
의 차이가 있으며,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도 다를 것으로 예상
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시
설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정도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양태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공립보육
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의 한 시설에 국한하거나, 시설의 구분 없이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거나, 시설에 따른 차이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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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직무만족 변수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직무만족 수
준과 이직의도의 수준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변수들 간에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설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과 관계가 높
은 직무만족의 수준을 높이고, 이직의도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
간보육시설의 구체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떠하며, 시
설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의 수준은 어떠하며, 시
설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력
은 어떠하며, 시설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이론적 고찰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서 조직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직무만족의 정의는 개인의 직무상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서
또는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
의하기는 어렵다(이지원 2010). 직무만족에 대한 중요한 외국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Hoppock(1935)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종합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Osbom(1972)의 경우에는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
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라고 하였으며, Porter과 Lawler(1975)는 ‘실
제적으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라고 하고 있다.
또한 McCormick과 Tiffin(1974)는 ‘직무와 관련하여 욕구만족 정도의 함수와 조직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결정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Locke(1976)은 직무만족이란
감정적 반응이므로 자기반성에 의해서만 발견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쾌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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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동희(2004)의 경우 직무만족은 ‘직무 자체나 직
무수행 결과로 충족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이며, 직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서 느끼는 직무의 욕구나 기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혹은 인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지원(2010)은 ‘다른 만족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정서적 반응이며 한 개인의 자
기 직무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정도’를 말하고 그 직무환경에 만족했을 때 보람을 느
끼게 되며 그 직무의 성과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대
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성연(2005)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교사들
이 수행하는 보육활동과 교사나 원장과의 밀접한 인간관계 및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통해 이들이 총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성취감, 보람, 보상’이라고 하였다. 남호순
(2001)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보육교사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자
신의 느낌, 태도, 사회적 인정도, 물리적인(근무조건, 보수 등) 환경에서 느끼는 만족
의 정도로서 심리적으로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 정서적 만족, 긍정적 감정이 충만된
상태이며 자신이 바라는 기대치의 반응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보수, 작업환경, 승진, 감독, 직무 그
자체 성취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요인과 상사, 동료, 고객 등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
인 등의 특정한 요인에 대해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개인의 욕구 및 가치 정도
에 따라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 대한 평가에 의해 얻어지는
주관적이며 정서적 만족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개
념을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 환경에 대해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긍정적 감정이 충만된 상태의 정도로 정의하며,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직무
내·외적 요인 즉 직무자체 요인, 인간관계 요인, 보수 및 후생환경 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가
지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직무만족으로부터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개인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질까
지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문미선 2007).

2.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행동변수인 이직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직의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이직의도와 이직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Fishbein et al. 1975; 오연주
외 2005). 또한 Steel와 Ovalie(1984)는 이직의도가 이직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다
른 요인들(예를 들어 소진, 근무환경, 조직관여)보다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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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1977)은 이직의도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직의도 결정변수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직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Price(1977)의 모형을 확장시킨 Bluedorn(1982)은 직무특성(직무와 자율성, 다양성,
공식화 정도, 승진기회, 사회적 일체감, 공정성, 임금 수준 등)이 높으면 조직구성원
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아져 이직의도가 낮아진
다고 하였다.
이직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
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이직을 ‘조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조직구성원의 이동
(Flippo 1961; Bluedorn 198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어떤 조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조직구성원의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력의 조직 외
부 이동과 조직 내부 이동 모두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Mobley 1982).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직(separate)을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외부로 이동하여 고용관계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자격의 종결과 이탈’로 정의한다(이종목 1989; 김진
아 2010).
이직의 유형은 이직 결정의 주체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조직
의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 이직과 해피 불능 이직으로 나뉜다. 또한 순기
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Glaser 1995), 내부원인 이직과 외부원인 이직, 계획적
이직과 비계획적 이직(이종목 1989)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유근 1984에서 재인
용). 이러한 분류 중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을 살펴보면, 먼저 이직에 관한 의
사결정의 주체가 조직 구성원 자신인 경우인 자발적 이직은 이직의 대부분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으로 표현된다. 이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전직과 결혼, 임신, 출산, 질병, 가족
의 이사, 임금, 작업조건, 리더십, 감독, 가족 부양, 개인사의 이유 등의 원인에 의하
여 직장을 그만두는 협의의 사직으로 나누어진다.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직 구성원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은 해고, 강제해고, 정년퇴직, 질병, 사망 등의 이
유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에서 이탈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재경 2006).
이직의도는 이러한 이직의 전제조건이며,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많은 연구들이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Mottaz(1988)에 의하면, 이직의도는 현재 자신
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
는 것이라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이직의도란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지로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로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 같은 직장에서라도
직종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 등으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 이유는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Mott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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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즉 보수, 신분 등의 이해적인 이유와 사고의 상반, 환경에의 부적응 등의 가
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수도 있다.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그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의도이며, 행동의도와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직을 조직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직의도는 행동의도라고 할 수
있다(김진아 2010).
특히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관련 변수로는 승진가능성, 자기발전·교육
제공, 직무만족, 업무내용의 적합성, 직장비전, 낮은 사회적 지위, 낮은 임금, 간접적·
소극적 대처전략, 모호성,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슈퍼비전·지도감독, 의사결
정구조, 불만스러운 운영방침, 고용안정성(혹은 직업안정성), 근무환경, 힘든 업무내
용, 연령, 근무경력, 역할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보육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서지영 외 2002; 구은미 2004).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에서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기간이 평균 35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 서울시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재경 2006)에서는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28개월로 전국의 보육교사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 요인은 크게 직무관련
특성과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서지영 2002; 공계순 2005; 이진화
외 2006; 엄기욱 외 2007). 첫째,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직무자율성, 역할갈등, 직무
만족도 등이 있다. 교사들은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심숙영 1999a; Derry-Schmitt et al. 1995;
Todd et al. 1996). 특히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는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직 가능성이 증가함을 말해주는 것이
다.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이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진옥 1994; 김세린 1998; 심숙영 1999a). 강진옥(1994)의 이직의도와 직
무만족과의 관계 연구에서 이직원인으로 근무환경, 후생복지, 인간관계, 유치원 정책
을 들고 있는데 근무요인은 잡무, 정규근무시간이나 과외근무가 많아 교사가 이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생복지요인은 상여금, 수당, 호봉 등 경제적인 면의 열악한
조건을 들었고 원장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 인간관계의 요인을 이직의 원인으로 들었
다. 김세린(1998)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유치원의 조직풍토, 기타 요인은 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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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관련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 자체의 내용과 보
수, 업무량, 인간관계, 승진.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정, 안정성 등이 이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숙영(1999a)의 연구에서는 동료와 원장의 관계가 원
만하지 못하고 직무와 근무환경, 보수, 승진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교사들이
직업전환에 대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이
직의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 자체의 특성, 인간관계. 사회적 인정, 재교육 지원체계, 복지후생. 보
수 등 모든 요인들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재교육 지원체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관련
요소로 낮은 보수, 형편없는 후생복지. 열악한 근무환경, 유치원장의 지도성, 동료교
사와의 관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도 직무만족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Mobley et al. 1979; Steel et al. 1984;
Williams et al. 1986; Todd et al. 1996; Manlove et al. 1997; Lambertet al.
2001).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은 당연히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고
자 하는 이직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보
육교사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경력, 이직경험 횟수,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보
수 수준 등을 들 수 있다(신유근 1982; 서지영 2002; 이재경 2006; 황성은 2006;
Todd et al. 1996).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과 이직의도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김계정 1986; 김영미 1994; 김호식 1999; 도순남 1999; 이기효 1995).
이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거나 연륜에 따른 직장에 대
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며, 교육경험이나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서지영 외
2002). 이와는 달리 타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김호식(1999)은 높은 연령층의 경우 이직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장성일(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덕순 1987; 정윤평 1995).
학력과 이직의도간의 관계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덕순(1987)의 연구에서
는 학력과 이직의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연구
에서는 저학력자에 있어 더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나고 있다(김호식 1999; 정운평
1995). 이와는 다르게 몇몇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이직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김영미 1994; 소병만 199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127

결혼여부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순남 1999, 이덕순 1987).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신유근(1982)과 이기효(1995)의 경우는 기혼자가 미혼
자에 비해 사회의 책임의 정도가 크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들도 있다(김호식 1999; 소병만 1998; 이덕순 1987).
이직의도와 관련한 경력에 많은 연구의 경우 경력이 적을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나
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도순남 1999; 소명만 1998; 심숙영 1999a). 반면에 이묘열
(1996)의 연구 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보이고 있
다. 김영미(1994)의 연구에서는 경력과 이직의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횟수 즉 이직경험의 정도와 이직의도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김성한
(1997)과 김호식(1999)의 연구결과 이직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내고
있어 둘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이직
경험과 이직의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1994; 이덕순
1987).
보수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안성아(2004)는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률과 이직원인을 살펴본 결과 급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Manlove & Guzell(1997)은 보수가 이직을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실질적
인 이직과 이직의도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황성은 2006에서 재인용). 특히,
이덕순(1987)은 교사들이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없는 상황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이직결
정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초과근무수당의 여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윤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보육시설의
교사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교사보다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다고 하였다.
그 연구의 수가 비교적 적으나 국공립과 민간 시설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만족
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민간시설의 교사들의 만족도가 국공립 시설
교사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직의도의 정도도 민간시설의 교사들
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향(2001)은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에 있
어서 복지 측면과 보수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 경력이 적은 교사에 비해 경력이 많은 교사, 학력이 낮은 교사에 비해 학력이
높은 교사의 집단이 불만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직의도에 관해서는 국공립보
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보수가 높으며, 교사 대 유아의 비율도 적절하여 보
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은 2006에서 재인용). 안성아(2004)
는 어린이집 근무환경이 보육교사의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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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교사의 이직률과 이직원인을 살펴본 결과 급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교통의 불편, 운영자와의 다른 교육이념으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 높을수록 이직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미선(2007)의 연구에서도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가 국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성아(2006)의
연구에서도 개인변인에 따른 이직의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가 낮은 이직의도를
보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정도, 그리고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앞서 검토한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월 초과근무
횟수로 정하였다(신유근 1982; 서지영 2002; 이재경 2006; 황성은 2006). 독립변수
로 정한 직무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을 보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직무자체로 하였다(강진옥 1994; 김세린 1998; 심숙영 1999a; 문미
선 2007).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정도, 이직의도 정도, 그리고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가 다른 것
으로 보인다(이기향 2001; 안성아 2004; 문미선 2007).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
우는 설립주체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들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보육
시설을 말하며,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로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에서의 보육, 직장 등의 보육시설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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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초과근무 횟수)
이직의도
직무만족
(보상,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직무자체)

근무시설
- 국공립 시설
- 민간시설

<그림 1> 연구모형
설정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
어 연령은 만 연령을 직접기입하게 하였으며,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월 초과근무
는 적절한 범위로 집단화하여 서열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학력은 고졸이
하,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로, 근무경력은 최초 1년 미만에서 출발해 2년 단위
로 집단화하였고, 급여수준은 80만원 미만에서 약30만원 단위로 집단화 하였다. 마
지막으로 월초과근무 횟수의 경우는 월 2회 이하, 4회 이하, 8회 이하, 12회이하,
13회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Smith, Kendall &
Hulin(1969)이 개발한 JDI(Job Description Index)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보육
교사의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과 관계가 적다고 판단되는 승진, 감독, 기관, 개인적
자부심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보수(3문항), 상사와의 관계(4문항), 동료와의 관계(3문
항), 고객(클라이언트)과의 관계(3문항), 직무(4문항)의 요인의 총 17개의 문항을 사
용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직의도는 한 개인이 소속되어 보육시설의 구성원임을 포기하여 시설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이며, 더 나아가 다른 시설로 옮기고자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단순히 보육시설을 떠나는 것과 다
른 조직으로 옮기려는 심리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성문(2005)의 설문문항(신뢰도=0.792)을 기본으로 하여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구체적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가끔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곤 한
다. 2) 현재 수준의 수입이 보장된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 3) 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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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에 결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4)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5점 리커트 척도(1점에서 5점까지)를
사용하였고, 이 역시 그 측정값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높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은 2016년 1
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천소재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력, 직장 포함)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 설문응답자 중 중복표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56명의 설문 응답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선택은 편의표본 방식으로 보
육시설을 선정한 시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설문지를 코딩하여 각 질문문항들이 직무만족 하위요인의 구성요소
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계패키지 AMOS 18.0을 통해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분석). 또한 구성 변수들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계패키지인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
석과 각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그리고 근무시설의 유형의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주요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한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 또한 SPSS 21.0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인 보상, 동료관계, 고객관계, 직무자체에 대해 각각 3개의 설문문항으로 상
사관계는 4개의 설문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또한 4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으로
각각 묶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AMOS 18.0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해 신뢰도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표 1>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이 최소 0.6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판별타당
도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의 χ2의 차이를
가지고 판단한 판별타당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구성변수들의 신
뢰성 검증의 결과 신뢰도 계수가 최소 0.759 이상을 보이고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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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주요 적합성 지표
(CMIN/DF, GFI, RMR, NFI, CFI)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을 보이고 있어 적합한 모형
으로 판정되었다.
<표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요인

보상

상사
관계
직
무
만
족

동료
관계
고객
관계
직무
자체

이직의도

항목

C. R.

p

신뢰도분석
요인

항목제거시

부하량

신뢰도

보상1

-

-

0.757

0.656

보상2

13.273

0.000

0.788

0.619

보상3

12.107

0.000

0.607

0.745

상사관계1

-

-

0.832

0.845

상사관계2

21.930

0.000

0.816

0.840

상사관계3

18.509

0.000

0.719

0.875

상사관계4

23.550

0.000

0.865

0.830

동료관계1

-

-

0.880

0.744

동료관계2

21.647

0.000

0.847

0.732

동료관계3

17.213

0.000

0.682

0.836

고객관계1

-

-

0.815

0.783

고객관계2

20.565

0.000

0.853

0.727

고객관계3

18.307

0.000

0.750

0.825

직무자체1

-

-

0.679

0.633

직무자체2

12.525

0.000

0.662

0.663

직무자체3

13.188

0.000

0.714

0.603

이직의도1

-

-

0.807

0.798

이직의도2

19.825

0.000

0.793

0.810

이직의도3

15.349

0.000

0.640

0.853

이직의도4

21.461

0.000

0.859

0.783

2

모형

신뢰도

적합도

계수

(기준치)

0.759

0.881

CMIN/DF=
2.171,
GFI=0.944
(>0.90),

0.844
RMR=0.02
9 (<0.05),
0.839

0.720

NFI=0.938
(>0.90)
CFI=0.965
(>0.90)

0.855

판별타당성 검증: 제약모델(χ =686.973, df=156) - 비제약모델(χ2=336.478, df=155)
= 350.495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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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보기위해 연령, 혼인상태, 근무경력, 월평균 급여수준, 직급, 월 초과근무
횟수, 재교육참여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각 변수별 특성을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
다.
먼저, 연령에 있어 국공립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절반 이상이 20대(5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34.3%), 40대(11.8%), 50대(2.1%)으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40대가 약 41.7%로 가장 많고, 3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령의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χ
2=99.29, p<0.01).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혼인 상태 중 미혼의 경우는 국공립인 경우
(64.3%)가 민간의 경우(24.6%) 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기혼의 경우는 민
간(72.3%)이 국공립(35.0%) 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χ2=87.65, p<0.01).
학력의

경우

그

분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28.44,

p<0.01). 특히 고졸 이하의 비율이 국공립(2.6%) 보다 민간(15.5%)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의 경우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무
경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9.39.65, p<0.05). 국공
립의 경우는 3년 미만 비율 35.5%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의 경우는 3년 이상- 7년
미만이 43.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간 차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월평균 급여수
준(χ2= 153.20, p<0.01)으로 국공립의 경우 약 75%가 17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의 경우는 170만원 미만의 경우가 전체 약 75%을 차지하
고 있다. 월 초과근무 횟수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월 3-4회 이하인 경
우는 민간의 경우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의 경우는 약 65%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월 초과근무 횟수에 있어서는 국공립의 경우가 민간의 경우 보다 상대
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χ2=72.90, p<0.01).
두 집단 간 재교육 참여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χ2=4.67, p >0.05),
직급에 있어서는 일반보육교사 비율은 국공립의 경우가 민간에 비해 약 10%정도 더
많고 주임교사의 비율은 민간의 비율이 국공립의 경우에 비해 약 6%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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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연령
(χ2=99.29**)
혼인상태
(χ2=87.65**)
학력
(χ2=28.44**)

근무경력
(χ2=9.39*)

월평균 급여수준
(χ2=153.20**)

보육교사 직급
(χ2=8.25**)

월 초과근무 횟수
(χ2=72.90**)

재교육 참여
(χ2=4.67)
*

: p<0.05,

20대
30대
40대
50대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3년 미만
3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110만원 미만
110-140만원 미만
140-170만원 미만
170만원 이상
일반보육교사
주임교사
원감
기타
월 2회 이하
월 3-4회 이하
월 5-8회 이하
월 9-12회 이하
13회 이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145
96
33
6
182
99
2
7
144
119
4
100
92
58
32
5
6
61
210
234
30
7
10
99
81
48
28
25
12
60
211

국공립
비율(%)
51.8
34.3
11.8
2.1
64.3
35.0
0.7
2.6
52.6
43.4
1.5
35.5
32.6
20.6
11.3
1.8
2.1
21.6
74.5
83.3
10.7
2.5
3.6
35.2
28.8
17.1
10.0
8.9
4.2
21.2
74.6

민간
빈도
51
80
111
24
65
191
8
39
119
88
5
65
114
52
31
10
85
103
68
195
44
14
12
183
39
18
10
9
13
77
177

비율(%)
19.2
30.1
41.7
9.0
24.6
72.3
3.0
15.5
47.4
35.1
2.0
24.8
43.5
19.8
11.8
3.8
32.0
38.7
25.6
73.6
16.6
5.3
4.5
69.6
14.8
6.8
3.8
3.4
4.9
28.8
66.3

**

: p<0.01

2.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정도와 차이
국공립과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하위요인: 보수, 상사
관계, 동료관계, 고객관계, 직무자체)과 이직의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한 결
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직무만족의 정도를 살펴보면 국공립과 민간의 두 집단 모
두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각각 평균=
2.892, 2.580). 뿐만 아니라 두 집단 간의 차이도 보이고 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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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국공립에 비해 민간의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4.804, p<0.01). 그러
나 직무만족의 다른 요인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5점 만점에 최소 3.6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기관내의 인간관계 및 직
무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호
순(2001)의 연구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서 동료 간의 대인관계, 사회적 인식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
설 교사 간에 차이가 없었고 보수, 근무조건, 시설장과의 관계, 근무분위기, 복지후생
등 하위요인에 대한 만족도에서 국공립보육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만록 외
(2009)의 연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운영 어린이집보다 직장에 대한 만족도
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과 민간의 이직의도의 정도는 각각 평균 2.775, 2.812로 나타나 중간(평균
=3.00) 이하로 나타났으며, 두 기관 간의 차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정도는 최근 김동현·이
재모(2014)의 연구에서 측정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의 수준(5점 리커트 척도 사용
평균 2.77)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두 시설사이의 이직의도의 차이 분석결
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안성아(2004), 황성은(2006), 문
미선(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나 이직
률이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보다 더 낮다고 하였다.
<표 3>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정도와 차이
변수

요인

보수
상사관계
독립
동료관계
고객관계
직무자체
종속
이직의도
*
: p<0.05, **: p<0.01

국공립
평균
2.892
3.701
3.921
3.792
3.609
2.775

민간
표준편차
0.694
0.724
0.594
0.534
0.546
0.882

평균
2.580
3.791
3.939
3.833
3.647
2.812

표준편차
0.818
0.672
0.682
0.600
0.617
0.928

t
4.804**
-1.505
-0.326
-0.865
-0.758
-0.483

3.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만족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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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개인적 이직의도 관련 변인 중 연령, 결혼여부, 학력, 경력, 보
수 수준과 언급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되는 초과근무횟수를 관련 개
인적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직무만족요인은 보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
객과의 관계, 직무 자체이다.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국공립의 경우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t=-2.416, p<0.05), 학력(t=-2.009, p<0.05), 근무경력
(t=2.569, p<0.05)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요인 중에는 보수(t=-3.459, p<0.01), 상
사관계(t=-3.674,

p<0.01),

동료관계(t=-3.813,

p<0.01),

직무

자체(t=-3.075,

p<0.01)로 나타났다. 그 영향의 정도는 직무만족요인이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보
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의 방향은 근무경력을 제외한 나머
지 영향요인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베타
=-0.141), 학력(베타=-0.108), 보수(베타=-0.196), 상사관계(베타=-0.231), 동료관
계(베타=-0.219), 직무자체(베타=-0.211)에 대한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
지며, 근무경력(베타=0.151)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
반면에 민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요인의 경우에는 보수(t=-4.219,
p<0.01; 베타=-0.275), 동료관계(t=-3.230, p<0.01; 베타=-0.259), 직무 자체
(t=-2.016, p<0.05; 베타=-0.157)는 국공립과 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상사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과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인 보수, 동료관계, 직무자체의 정도가 높을수
록 민간의 경우에도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공립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연령

민간
표준화

t

회귀계수

13.086
-0.141

t
9.233

*

-0.019

-0.262

*

-2.416

학력

-0.108

-2.009

0.020

0.331

근무경력

0.151

2.569*

0.072

1.108

급여수준

0.067

1.230

0.029

0.416

월 초과근무 횟수

-0.026

-0.496

직무
만족

0.093

1.432

**

-4.219**

보수

-0.196

-3.459

-0.275

상사관계

-0.231

-3.674**

-0.133

-1.884

동료관계

-0.219

-3.813**

-0.259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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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
직무자체

-0.072
-0.211

-1.111
**

-3.075

**

R2=0.400, F=15.058
*

: p<0.05,

0.033

0.399

-0.157

-2.016*

R2=0.326, F=9.366**

**

: p<0.01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보육교육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보육교사들의 이직의도의 정도와
직무만족의 정도를 살펴보고,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
였다. 더 나아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 따라 차
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보수의 하위
요인을 제외한 인간관계(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와 직무 자체
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대체로 차이 없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수에
있어서는 다른 만족요인과 다르게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경우가 국공립 시설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모두 이직의도의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
며, 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 중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령, 학력, 근무경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계는 연령
과 학력의 경우 이직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즉, 연령과 학력이 높
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짐), 근무경력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 넷째, 직무만족의 요인 중 이직의
도에 미치는 요인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두 경우 모두에서 보수, 동
료관계, 직무 자체로 나타났으며, 상사와의 관계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에서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의 방향은 부정적으로 이들의 정도가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직무만족의 향상은 전략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낮은
분야의 직무만족을 우선하여 충족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직무만족 요인 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137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이는 요인은 보수이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로 현실화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수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비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좀 더 낮은 이직률
과 이직의도 수준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거나 근무경력에 따른 직장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연령, 근무경력과
이직의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
과는 근무경력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근무경력
이 오래될수록 소속 조직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높이
는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무
만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요인 중 보수 외에 동료와의 관계
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모두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로격려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의 형성과 합리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업무환경
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상사와의 관계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시설
장(원장)과 일반 교사들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방
법으로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 방식을 평가결과를 보육교사에게 피
드백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평가 방
식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시설장은 솔선수범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인천지역의 보육시설을 중심으
로 설문하여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지역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만을 선정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이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건강권과 인권에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나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그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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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hild-Care Teacher’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 Compare between Public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Jang Bu Neon*1)
Child care teacher's low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high turnover rate has hindere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 ca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oll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nd inquires whether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is correlated to the latter and also if the type of child care facility (public child
care facility and private child care facility) is a factor as well, while keeping in mind
that the most problematic component that is restraining improvement in the child care
field is a high turnover rate of child care teachers. To fulfill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child care teachers that are currently employed at either a private child
care facility or public child care facility at Incheon .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both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teachers were
satisfied with the human relations aspect and actual work aspect. But in the aspect of
income, the data shows that teachers who work in the private sector of child care tend
to be significantly less satisfied. Turnover intention was fairly low for both sectors of
child care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s. In a sociological
view, the factors that weigh in the most for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child care
teachers is age, education level, and experience in the field. Among these, age and
education level have a negative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while experience in the
field has a positive impact. The factors that impa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r both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facilities are income, human relations and
the work itself. Relations with bosses causing a negative impact can only be seen in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Key words: child care teacher,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public
childcare facility, private childc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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