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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 자격증 취득경로를 중심으로 전병주*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 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은 충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12명이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1차 양적 연구와 2차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
는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직업정체성, 이직의도는 대학교
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
은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 직업정체성, 혼인상태, 근무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은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는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집단은 유보통
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은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서 각각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연구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를 추가하여 보육교사들의 이직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집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수립하는 데 근거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보육교사, 유보통합, 직업정체성, 이직의도, 통합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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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말 기준, 전국에 4만2천 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도보다 1천2백 개소가 감
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여기에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의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
가 되겠지만, 아동 수(145만 명)보다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179만 명)이 더 많은 것도 그 이
유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69%로 조사되었
으며, 지난 1년 동안 전체 보육교사의 24%가 어린이집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
부, 2016).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서 35%가 사직했으며, 민간어린
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28%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중
에서 76%가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이와 같은 보육교
사의 이직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착형성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은 물
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며(조윤성․홍아정, 2016; Cassidy et al., 2011), 질 높은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들의 이직문제는 더 이상 그들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유보통합 추
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학부모가 기관 선택 및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경험하며,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지적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려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병주․윤경미, 2014).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정책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현재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혜진․손유진․전유숙, 2015).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 보육
을 나누어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일원화를 위해 단계별 통합 방안을 발표하고, 유보통
합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단
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 통합, 교사 양성시스템 통합 그리고 최종적으로
는 관련 부처의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는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처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유보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파동을 겪으면서 근본 대책으로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어서(송기창, 2016)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 완성’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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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유보통합에 대한 진행상황은 물론,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이 나누어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
도 갈등이 표출되면서 집단 간 이익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보건복지부,
2016)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보통합을 먼
저 시도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와 그 이후 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설뿐만 아
니라 교사들의 수준을 강화하였다(장경희, 2014).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일부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형식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거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육교사 생활을 중단하거나,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여유로운 어린이집으
로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 또 다른 보육교사들은 교육수준과 연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보육
교사의 생활을 포기하거나, 상대적으로 이직이 용이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직장을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국무조정실, 2014), 오히려 유보통합이 보육교사
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이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보통합이 논의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집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연구는 일본에서의 유보통합에 대한 동
향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주로 진행되었다(김혜진 외, 2015; 오미희, 2014; 장경희, 2014). 나
석희․이현진(2014) 연구에서 유보통합 인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나, 원장과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차단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교육수준과 사회
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김은영․김길
숙․이연주, 2016; 조윤성․홍아정, 2016). 실제로 나석희․이현진(2014)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유보통합 체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육
교사는 자격증 취득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3급자격증이 발급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2급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자격증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보육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육교사가 유보통합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유보통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이직 또는 사직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육현장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에게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보육교
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근의 부정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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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그 영향력을 완화하려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
이 직업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이다. 직업정체성은 자기계발을 촉진시키고 역량강화로
이어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조현상, 2013). 따라서 보육교사
들의 직업정체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유보통합 논의에 따른
신분 불안과 그에 따라 이직의도를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처방을 제시할 때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노력을 의미하므로(최은영․김정석, 2012)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실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1차 양적 연구에 이어 2차로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해석을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며, 그 요인 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1) 이 과정에서 보육교
사 자격증의 취득경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을 진행함으로써 집단 특성에 따라 이직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집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경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경로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어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유아보
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이 발급되어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1) 전국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52%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 34%, 국․공립어린이집 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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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 2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보건복지부(2016)의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32%로 나타났다. 그리고 2∼3년제 대
학에서 취득한 경우가 37%,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경우가 16%로 나타났으며, 학점은행제
와 사이버대학에서 취득한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
우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이 발급되어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이 제
약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다른 경로에 의해 자격증
을 취득한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47%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
집의 유형보다 연령이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사 대비 신규 채용한 보육교사
의 비율(36%)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2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직 또는 이직하
고자 하는 비율도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보통합
한국은 0∼5세의 아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따라 2개로 나누어져 있
다. 즉,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으로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
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2)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처 및 그 기관의 설치기준도 각각 상이하여 예산, 인
력 및 행정력의 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영유아 정책의 차별, 서비스의 질적 차이 등의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고,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이 상이하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차등화되었다. 학
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 수준, 이용 일수와 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민원을 담당하는 중앙과 지방
의 부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단점은 해소하고 장점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의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전
2)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8천5백 개소 유치원에서 4만5천 명의 교사가 60만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4만2천 개소 어린이집에서 21만2천 명의 교사가 145만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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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윤경미, 2014). 이러한 유보통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거부할 수 없
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Kaga et al., 2010; OECD, 2012).
이에 한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
고,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 방안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2014). 제1단계에서는 기관의 정보공시 내용(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을 확대하고, 공
통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고 품질개선
기반을 구축하는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제2단계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 및 운영환경(교실면적, 교사당 아동비율 등),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제3단계에서는 관리 부처 및 재원의 통합,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유보통합은 궁극적으
로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 선택의 폭은 넓히면서 불편은
최소화하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제 중에서 통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것은 2가지뿐이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결제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일되었으
며, 정보공시 체계가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되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발표했던
다른 분야는 대부분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평가 체계를 통합해 3년 주기로 4개 등급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에 195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것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동일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되었다. 그리고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도 ‘유관부처와의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유보통합에서 최종 핵심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도 기본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1년
전에 종료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에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0∼2세의 아동은 교육이 아닌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0∼5세 아동 전체를 유보의 공통과정
으로 인식하고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5세의 아동만을 통합 대상으로 할 때는 0∼2
세의 아동만 전담하는 별도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정부의 유보통합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
문에 유보통합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보류되어 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 통합작업은 논의조
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도 추산되지 않았다. 더욱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
으로 강화할 경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
는 교사의 처우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엄청난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더욱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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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실무를 맡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2017년 1월에 해체될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령 정비, 조직 개편 등의 통합
실무를 주도할 조직이 해체될 경우에는 유보통합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되고,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에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무상보육 등에 의한 근무환경의 변화와 보
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 증가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더욱이 저출산을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업무량도 증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한다. 여기에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과정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
사들은 더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유보
통합에 적용되는 아동의 연령이 결정되지 않아 가정어린이집의 존폐가 불확실하여 더 많은
혼란과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2016)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도 전국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은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에서의 혼란은
전체 보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유보
통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보육교사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몰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신분 불안정과 사기 저하 등의 여러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보육교사의 의견 반영은 물론 유보
통합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서비스 제공은 인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조직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지므로(박기관, 2008) 보육교사의 유보통합
에 대한 인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고 관
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유보통합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불가능하므로 보육교사에게도 의미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전병주․윤경미, 2014).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이직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으
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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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도 관계
1)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
최근 아동과 관련한 교육 및 보육 공약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아동정책은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적 수요와 기대감은 높아져 보육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해졌다
(구은미․박성혜, 2013). 또한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 현상 때문
에 어린이집의 폐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신분은 더욱 불안정하다.
더욱이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에는 교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므로 당사자들은 예
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로 이원화되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2개 자격을 모두 보유한 교사들도 있고, 1개의 자격증만을 가진 교사들도 있어 교사
자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6)의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집 유형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에는 각각 18%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과 민간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5%, 8%에 그치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도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각각 28%, 21%가 ‘고등학교 졸업’인 것
으로 나타나 전체 보육교사의 18%가 ‘고등학교 졸업’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의 경우에는 47%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
육교사의 경우에도 37%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32%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한국보다 먼저 유보통합을 시도한 일본
에서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준비단계로서의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보육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장경희, 2014) 보육교사들의 불안은 점차 가중되어
이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결국,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에 대응하고 자신의 미래
를 위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당분간 보육교사 경력을 중단하거나, 보육교사
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육교사들의 연쇄 이동 내지 조직이탈
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나석희․이현진(2014) 연구에서는 학업수준이 높은 보육교사의 경우에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통합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수준이 낮거나 자격증 급수가 낮은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통합 후 근무 지속 여부와 관리하는 기관 성격에 큰 관심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 급수 및 스스로 인식하는 지위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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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정도에 따라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은설․신나
리․최혜선(2007) 연구에서도 학업수준이 높고 법인과 국․공립 등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하는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2015)은 유보통합을 위해 당사자들의 상호 협력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보통합의 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유
보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유보통합이 보육교사 개인에게 유․불리를 기준으로 찬반을
표출하고 통합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
사적인 과업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교육과정
의 이원화, 재정의 비효율,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유보통합을 실시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체제에 대해 접근하고 이해
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유보통합이 논의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보통합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므로(김은설 외, 2007)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보육교사들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복적
인 갈등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이직을 고려할 것이다(Stanley, 2001). 이러한 이직
결정은 특정 요인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변화, 고용기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하게 되므로(Iverson & Pullman, 2000) 보육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시행됨으로써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이직을 결정할 것이다. 결국,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규모 폐원과 실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직을 고
려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직의도는 실제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직을 떠나려는 개인의 태도나 경
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성희자․권현수, 2013).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
신의 불안정한 지위는 이직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Dhar, 2015; Kim & Stoner, 2008; Stanley, 2001). OECD는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유보통합 배경 및 취지에 따라 사회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요구된다(전병주․윤경미, 2014).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유보통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유보통합에 의해 발생
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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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정체성과 이직의도
한편,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된 경우에는 조직의 목적과 생산성에 관심을 가지
며,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요자 또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한다
(Cox & Howarth, 1990). 이로 인하여 직무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회제도
나 구조적 위기에서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현상, 2013). 이러한 직업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자기 주체성을 말하며(이창호, 2015), 보육교사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
라 엄격한 윤리성이 포함된다(곽윤숙, 2013).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돌봄의 형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어서 직무영역이 명확하지 못
하여 역할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Knijn
& Kremer, 1997; Schaubroeck & Deryl, 1997).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직업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고(이미
경․배지현, 2016),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
어 자신들의 직업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주연․이승연, 2015). 이
러한 보육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역할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보
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그들의 직
업정체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유치원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
면서 전문가로서의 보육교사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손원경․김
미진, 2016) 보육현장에서의 전문가로서 그들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보육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직업
에 대한 신념은 중요해졌다(Fox et al., 2015; Parasuraman et al., 1988). 특히, 휴먼서비스 영
역에서의 직업정체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위기 상황
에서도 직업 가치와 윤리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순양, 2001). 또한 직업정체성은
근무하고 있는 조직과 동료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과의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한유
미․김연하, 2010),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직
업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곽윤숙, 2013; 이진화․이승연,
2006). 결국, 현재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미래의 모
습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속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보
육교사 고유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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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들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 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경
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보육교사
들의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보육교사의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
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직업정체성은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유보통합 인식

이직의도

직업정체성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는 1차 연구에 이어 질적 연구 방법으로 2차 연
구를 수행하는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을 적용할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연구 성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이다. 통합연구방법은 기존의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자의 이점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한다(Greene et al., 1989). 더욱이 유보통합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강점을 활용하는 실용주
의적 입장의 통합연구방법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양적 연구로 진행되는 1차 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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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 1차 연구(양적 연구)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은 충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조모임과 동호회 등에 참석하
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5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6년 5∼6월에 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는 총 460부를 배포하여 346부가 회수(회수율 75.2%)
되었으며, 그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것을 제외한 312부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조사대상자
들의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척도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
다.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 분석과 베리
멕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유보통합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석희․이현진(2014) 연구와 김
은설 외(2007) 연구를 토대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유
보통합에 대한 이해는 유보통합체제, 추진 과정과 향후 변화 등 3개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고, 유보통합 필요성은 교육과정, 재정, 교사 자격, 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의 필요
성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유보통합의 이해도와 필요성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87과 .83으로 나타나 내
적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박종우(1994)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오인근(2014)이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
였다. 이 척도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예: 서비스의 중요성, 서비스의 사회공헌도), 자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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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념(예: 윤리강령의 실천, 위반에 대한 처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예: 일에 대한
열정, 자부심), 자율성에 대한 신념(예: 일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에 대한 주체의식) 등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
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이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점수 합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인근(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1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대한 측정은 문영주(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싶다’, ‘때때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생각한다’
등의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
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이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점수 합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영주(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2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우선, 두 집단으로 구
성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
상자들의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으며, 각 집단별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유보통합 인식과 직업정체성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 방법은 조절변수의 순설명력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이인정,
2012). 이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2) 2차 연구(질적 연구)
본 연구는 1차 양적 연구에 이어 2차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Greene et
al.(1989)가 제시한 통합연구방법의 여러 목적 중에서 선행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에 적합한 연
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의 수렴적 탐색을 시도하고, 1차 양적 연구의 결과에서 2차
질적 연구의 질문을 도출하는 정보의 순차활용을 염두에 두었다(김영천 외, 2011; 김현정․
최은영, 2014). 이러한 순차적 통합연구방법을 통해 1차 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보육교
사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맥락에서 어떤 작동요인이 있었는지 좀 더 정확히 규명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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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2차 연구는 충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8
월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각 회당 평균 70분이 소요되었고, 2∼3회의 심층인터뷰로 진행되
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 졸업으로 나누어
각각 6명과 5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무하는 어
린이집 유형, 근무기간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면담과정 동안에 연구윤리를 준수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실제 인터뷰가 종료할 때까지 탈퇴한 연구 참여자는 없었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특성
번호

자격증
취득경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어린이집 유형

1

28

미혼

3년제 대학 졸업

민간

5년

2

34

미혼

3년제 대학 졸업

민간

2년

37

결혼

고등학교 졸업

가정

10년

42

결혼

2년제 대학 졸업

가정

5년

5

45

이혼

고등학교 졸업

민간

13년

6

52

결혼

고등학교 졸업

가정

3년

7

27

결혼

4년제 대학 졸업

가정

3년

8

32

미혼

3년제 대학 졸업

민간

7년

38

이혼

4년제 대학 졸업

민간

15년

10

43

결혼

2년제 대학 졸업

민간

10년

11

49

결혼

2년제 대학 졸업

가정

20년

3
4

9

보육교사
교육원

대학교

근무기간

Ⅳ. 연구결과
1. 1차 연구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31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자들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교육원 153명(49.0%), 대학교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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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1.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가장 많은 138명(44.2%)이었으며,
그다음으로 ‘40세 이상∼50세 미만’이 85명(27.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
결혼한 보육교사가 189명(60.6%)이어서 미혼 또는 이혼 등의 보육교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결혼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2년제)
졸업’이 가장 많은 135명(43.5%)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05명(27.9%)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학(2년제) 졸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4명(26.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10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3명(26.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경제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무
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에
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 지역’이 187명(59.9%)이
어서 ‘군 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95명(30.4%)으
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년 이상∼5년 미만’이 82명(26.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근무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교육원

대학교

N(%)

유형

153(49.0)

159(51.0)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26
68
48
11

34
70
37
18

60(19.2)
138(44.2)
85(27.3)
29( 9.3)

혼인
상태

결혼
미혼, 이혼 등

96
57

93
66

189(60.6)
123(39.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대학(2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105
32
15
1

03
39
17

105(27.9)
135(43.5)
54(21.2)
18( 7.4)

3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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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육교사교육원

대학교

N(%)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26
53
41
25
8

27
47
43
32
10

53(19.6)
100(30.1)
84(26.3)
57(18.6)
18( 5.8)

경제
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18
44
58
22
11

23
39
52
30
15

41(13.1)
83(26.6)
110(35.3)
52(16.7)
26( 8.3)

어린이집
유형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106
47

65
94

171(54.8)
141(45.2)

근무
지역

군 지역
시 지역

66
87

59
100

125(40.1)
187(59.9)

근무
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32
43
45
22
11

27
39
50
32
11

59(18.9)
82(26.3)
95(30.4)
54(17.3)
22( 7.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유보통합 인식, 직업정체성 및 이직의도 수준과 각 집단별 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유보통합 인식을 살펴보면,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
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도는 각각 2.90(SD=1.10), 3.25(SD=.97)로 조사되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97 p<.001).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
성은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각각 2.83(SD=.95), 3.05(SD=.91)로 조
사되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67, p<.05).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정체성은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각
각 2.72(SD=1.18)와 3.08(SD=1.13)로 조사되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55, p<.01). 조사대상자들의 이직의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
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각각 3.11(SD=1.31), 3.40(SD=1.20)으로 조사되
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2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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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보육교사교육원

대학교

M(SD)

M(SD)

2.90(1.10)
2.83( .95)

3.25( .97)
3.05( .91)

-3.197***
-2.167*

직업정체성

2.72(1.18)

3.08(1.13)

-2.755**

이직의도

3.11(1.31)

3.40(1.20)

-2.023*

구분
유보통합

이해
필요성

t

주: *p<.05, **p<.01, ***p<.001

3)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
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로 나누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모델Ⅰ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의 유형, 근무지역, 근무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모델Ⅱ에서는 유보통
합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Ⅲ에서는 직업정체성을 투입하였다. 모델Ⅳ
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과 직업정체성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무기간이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F=2.939, p<.001). 모델Ⅱ에서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무기간, 유보통
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
력은 모델Ⅰ에서 12.5% 유의미하게 증가한 25.2%로 나타났다(F=4.409, p<.001). 그리고 모델
Ⅲ에서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무기간,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
성,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에서의 설명력은 모
델Ⅱ에서 9.3% 유의미하게 증가한 34.9%로 나타났다(F=5.912, p<.001). 마지막으로 모델Ⅳ에
서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무기간,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직
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보통합 인식의 하위요인과 직
업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고,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보통
합에 대한 이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직업정체성에 의해 완충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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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모델Ⅳ에서의 설명력은 전 단계에 비해 3.1%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총 설
명력은 37.0%로 나타났다(F=5.558, p<.001).

<표 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보육교사
구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어린이집 유형
근무지역
근무기간
유보
통합

모델Ⅰ

모델Ⅱ

β

t

.123
-.272
.171
-.229
-.189
.129
.121
.257

1.301
3.181***
1.718**
-2.597**
1.950**
1.359
1.281
2.910***

이해
필요성

β

모델Ⅲ

모델Ⅳ

β

t

.114
1.192
-.256 -2.889***
.161
1.653*
-.215 -2.452**
-.174 -1.779**
.118
1.224
.102
1.076
.243 2.709**

.113
-.240
.146
-.203
-.141
.092
.103
.230

1.143
-2.620**
1.547*
-2.257**
-1.531*
.954
1.081
2.606**

.097
.983
-.216 -2.434**
.131
1.495*
-.194 -2.446**
-.125 -1.349*
.070
.722
.076
.751
.208 2.280**

1.368
1.110
1.249
1.246
1.145
1.229
1.288
1.141

-.198 -2.261**
-.255 -2.874***

-.170
-.242

-2.026**
-2.675**

-.152 -1.609*
-.224 -2.516**

1.303
1.372

-.320 -3.805***

-.289 -3.436**

1.134

t

직업정체성
상호 이해*정체성
작용 필요*정체성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β

.137
.104
.202
.133
2.939***

.326
.252
.125***
4.409***

.419
.349
.093***
5.912***

t

VIF

1.428*
1.085

1.341
1.289

.451
.370
.031*
5.558***

주: 혼인상태(결혼-0), 어린이집 유형(가정-0), 근무지역(군-0)은 더미처리(0, 1)하였음.
*p<.05, **p<.01, ***p<.001

다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Ⅰ
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근무기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25.9%인 것으로 나타났
다(F=4.055, p<.001). 모델Ⅱ에서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근무기간,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 8.5% 유의미하게 증가한 33.3%로 나타났다(F=4.490, p<.001).
그리고 모델Ⅲ에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근무기간, 유보통합에 대
한 이해와 필요성,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6.7% 유의미하게 증가한 40.1%로 나타났다(F=5.263, p<.001). 마지막으
로 모델Ⅳ에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근무기간,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보통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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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하위요인과 직업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직업정체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Ⅳ의 설명력은 전
단계에 비해 4.1%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총 설명력은 43.0%로 나타났다(F=5.057, p<.001).

<표 5>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대학교 졸업 보육교사
구분

모델Ⅰ
β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어린이집 유형
근무지역
근무기간
유보
통합

모델Ⅱ
t

.233
.023
-.148 -1.423*
.228 1.982**
-.331 -3.043***
-.580
-.061
.225 2.101**
.460
.047
.259 2.267***

이해
필요성

β

모델Ⅲ
t

.184
.019
-1.138*
-.124
1.075*
.116
-.265 -2.492***
-.407
-.040
1.238*
.132
.279
.030
1.541**
.208
.293
.409

2.604***
3.231***

직업정체성

β

모델Ⅳ
t

.168
.017
-.825
-.088
.965*
.106
-.233 -2.112***
-.284
-.031
1.052*
.113
.150
.017
1.605**
.168
.228
.365

2.057**
2.967***

-.373 -3.283***

상호 이해*정체성
작용 필요*정체성
R2
수정된 R2
R2 변화량
F

.344
.259
4.055***

.428
.333
.085***
4.490***

β

t

VIF

.055
.006
-.779
-.083
.902*
.096
-.211 -1.905***
-.220
-.021
.923*
.098
.184
.019
1.576**
.157
.208
.304

1.264
1.157
1.254
1.466
1.491
1.382
1.266
1.173

1.880**
2.772***

1.507
1.635

-.313 -2.804***

1.591

-.144
-.195

1.430
1.524

-1.503*
-1.826**

.495
.401
.067***
5.263***

.536
.430
.041**
5.057***

주: 혼인상태(결혼-0), 어린이집 유형(가정-0), 근무지역(군-0)은 더미처리(0, 1)하였음.
*p<.05, **p<.01, ***p<.001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혼인상태인 경우,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근무기간이 오래될수
록,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 혼인
상태, 근무기간이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보통합 인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직업정체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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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직업정체성,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적
(+) 영향력은 직업정체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
육교사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가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는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
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집단보다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며, 직업정체성 역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직의도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
해서 1차 양적 연구만으로는 해석이 부정확하여 추가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의미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연구결과에 대한 집단별 비교
구성
주요
변인의 수준
비교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보육교사

대학교 졸업 보육교사

유보통합 인식: 보육교사교육원 < 대학교
직업정체성: 보육교사교육원 < 대학교
이직의도: 보육교사교육원 < 대학교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 관계

음(-)의 관계

양(+)의 관계

2. 2차 연구
2차 연구는 보육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
법은 설명적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전사,
범주화 작업, 주제 발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
를 찾은 후 명확하게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김미영․윤혜미, 2015). 그 결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관련한 주요한 주제로 유보통합에 대한 반응, 원장과의 관계, 자아평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주제가 묶였고, 다음 <표 7>에서는 그 의미를 보육교사의 시각에서
재명명하여 제시하였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와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동일한 주제군이지만
일부 상이한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그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상황에서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하다가 보육교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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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이 감소하여 편해졌다는 생각을 하며 다른 어
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
한 보육교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아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긍정적 자아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명확히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주제군
주제군

보육교사교육원 하위범주

대학교 하위범주

또 바뀌는 거야,
어쩌지!

아동 감소에 따른 걱정
아동이 더 줄어들면 어디서 일하지!
여기서(지금 근무하는 어린이집)
일하다가 그만두어야겠어!

아동 감소에 따른 희망
아동이 줄어 좀 편해졌어!
다른 유치원으로 가야지!

원장은
방법이 있나

또 프로그램 만들겠군!
원장도 힘들 거야!

교구 제작에 대한 책임감
원장도 힘들 거야!

자아평가

내가 가장 불리하네!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무시하지!
나도 사이버 대학을 다녀볼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무시하지!

이와 같이 1차 양적 연구에서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가 집단별로 정적 또는 부
적으로 나타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 2차 연구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추가적 맥락 정보가 파악되었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
교사 집단에서는 유보통합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
고, 부정적 자아평가와 사회에서의 낮은 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보통합에 따라 급변
하는 보육환경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직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금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 유보통합은 그동안 받았던 처우에 대한 불만
대신에 이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보통합 추진이
이직의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교사 등을 포함한 보육현장 전반에 걸쳐 불안을 제거하고, 사회적으로도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
교사에게는 긍정적 자아평가를 도모하고 자기계발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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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충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인
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그 요인 간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으
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유보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문제에 대응
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보다 효율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유보통합 인식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은 대학교를 졸업
한 보육교사 집단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5점 척도)은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5점 척도)은 2.90과 2.83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정체성(5점 척도)은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M=3.08)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M=2.72)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의도(5점 척
도)는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M=3.40)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
(M=3.11)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은 유보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직업정체성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이직의도는 오히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
사 집단은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과 직업정체성 수준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이직의도는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
석희․이현진(2014) 연구에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보다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 등이 유보통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
과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인식에서 이해영역은 다른 요인보다 가
장 크게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집단에 대해 유보통합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집단은 직업정체성
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둘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직업정체성, 건강상
태, 근무기간, 교육수준은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혼인상
태와 경제상태는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집단에서만 그리고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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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교육원
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직업정체성,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 혼인상태, 근무기간이 이직의도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와 필요성, 직업정체성,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은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유보통
합 인식이 이직의도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충실한 해석을 위해 2차 연
구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 집단별로 상반된 평가를 하
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유보통합이 실시되는 시점에 다
른 유형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이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직
업정체성에서도 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직의도 수준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다. 즉,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 유보통합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불만과 변
화의 갈망을 표출하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희망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기회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안관영, 2007)와 시장의 변화 또는 사회적 변동에 의해 취업기회라고 인식하
는 경우에는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Iverson & Pullman, 2000; Price, 2001) 본
연구에서의 해석을 지지해주고 있다. 결국, 경기가 호전되거나 사회 변동으로 전직이나 이동
의 기회가 많아지면 이직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유보통합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근
무하다가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보육교사 직업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래서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는 부적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즉, 유보통합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따라 급변하는 보육환경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직을 단념했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은 다른 경로를 통해 자
격증을 취득한 집단보다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과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부정적 자아평가가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보육교사 직업에 대한 직업정체성이 낮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보통합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육교사들이 불안을 감소하고, 유보통합을 통
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건강상태와 이직의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긴장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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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유아 지도 이외의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
출되어 있어 건강상태가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구은미․박성
혜, 2013; 조성연․구현아,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근무기간과 이직의도
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하더라도 그에 따른 급여와 호봉 등을 인정받지
못하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이며(강재희․김진영, 2013; 정경진․윤혜
미, 2016)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근무하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조직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이직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태곤, 2010). 더욱이 보육
교사들의 혼인상태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퇴근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보다 나은 여건의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고
려하는 것이므로(문영주, 2015; 최형성, 2015)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
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합 인식에서의 이해와 이직의도와의 관
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유보통합 인식에서의 필요성과 이직의도와의 관
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
합 인식에서의 이해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유보통합 인식에서의 필요성과 이직의도와
의 관계에서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전문 인력으로서의 책임감과
서비스 영역을 규정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 보수가 부적합하거나
직업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므로(곽윤숙, 2013; 오인근, 2014) 유보통합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육교사
의 이직의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직업정체성의 상
호작용 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정체성이 높
을수록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직업정체성이 낮을수록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가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나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의도 수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직업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정체성을 강화시
켜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직의도가 증가하지만(주효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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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직업정체성이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완충효과) 직업정체성이 양호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직업정체성이 약한 보육교사보다 이직의도
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직업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의 직업정체성은 유보통
합에 대한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 본 연구결과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직업정체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에서도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업정체성과 상관없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즉 유보
통합에 대한 인식과 직업정체성의 상호작용 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
향의 정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직업정체성이 낮을수록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
나 유보통합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 수준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직업정체성과의 상
호작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더라
도 직업정체성을 강화시켜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이직의도가 증가하지만(주효과), 유보통합의 이해와 필요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직업정체성이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완충효과)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가 직업정체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더
라도 직업정체성이 약한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의 직업정체성은 자격증 취득경로와 상관없이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
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육교사들의 직업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조속히 진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정책적․실천적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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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이직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
교사들이 유보통합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이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2급
승급교육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유
보통합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로 기제
(mechanism)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육현장에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
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보육현장에서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문화를 함께 개선함으로써 보
육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유보통합의 조기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긍정적인 자아평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치를 함양하고 신뢰함으로써 유보통합과 같은 보육환경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자격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과 자격증
취득경로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부족한 교육수준을
대체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와 같이 교육수
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
을 것이며, 오랜 근무경력을 지닌 우수한 보육교사들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우
수한 보육교사에게는 일정 요건하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는 균등한 기회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기존의 자격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들의 직업정체성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에 보육교사들이 저임금화, 비정규직
으로 고착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직업이 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
께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보육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엄격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과
는 달리 자신 스스로 전문직으로 인식하며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업정체성은 달라진
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박종우, 1994).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생
길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동일한 교사 자격요건이 아니라 특성화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차등화된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조윤리과목을 사전에 합격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개편에서도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 필수과목으로 논의되고 있어 보육교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 보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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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 가치는 물론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여 보육교사 고유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개선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
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염려 속에서 항상 긴장감이 높으며, 영유아
와의 장기간 접촉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요구받는 직무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연령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 지표를 개발하여 그에 따라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 방
안을 제공하며,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보급하여 보육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들
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므로, 장기 근무자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앞으로도 전문
성 높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같은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정부는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직을 고려하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한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보육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준은 보육교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전국에서 약 20
여만 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적인 유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보육교사의 이
직은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보통합에 따라 급변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보육교사들의 이직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유보통합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이직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유보통합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경로에 따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체성이
이직의도에 대한 중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직업정체성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집단에 대한 유보통합 인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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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한 반응이 집단별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직의도와의 상반된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규명하
였다. 또한 유보통합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인과성이 있다는 것이 규명됨으로써 유보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유보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주의를 요하며, 보육교사의 자녀양육 여부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조직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
가 진행되거나 보육교사의 전공에 따른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보육교사들의 이직의도를 개
선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
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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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tegration of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child care teacher and moderating effects of occupational identity:
Focusing on license route
Jeon Byeongjoo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hild care teachers’ percep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on their turnover intention in the
time when the integration was under discussion, and to validate the control effect of
occupational identity in this regard. The study subjects were 312 child care teachers who
worked for the child care centers in Chungnam and Chungbuk provinces.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paths of child care teacher’s license, they were divided by education
centers of child care teacher and universities for the analysis. PASW Statistics 18.0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ixed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to perform primary quantitative study
followed by qualitative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of
child care teachers graduated from universities showed to be higher significantly in all the
factors. Second, two groups showed differently in the factors to affect turnover intention.
Third, the moderation effects of occupational identity was demonstrated differently by the
grou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and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s were appeared in
understanding of percep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the group graduated from education center of child care teacher, and in understanding and
needs of percep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the
group graduated from universities. This study has the meanings to suggest the scheme
decreasing and preventing turnover intention of the child care center teachers by mixed
research methods, and the fundamental data minimiz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groups
upon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and establishing more
efficient way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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