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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grit, 
teacher efficacy and managing strategies for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these managing 
strategies.   
Methods: A self-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261 child care teachers. Descriptive and basic 
statistics of the data were calculated using SPS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implemented using AMOS 18.0.      
Results: Child care teachers’ grit directly affected their managing strategies for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eacher efficacy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pathway from grit to managing strategies 
for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Conclusions: The grit and teacher 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as they help teachers to identify methods that positively address 
and manage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Keywords : child care teachers, grit, teacher efficacy, managing strategies for young child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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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보육료 지원 및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인해 생애 초기부터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있어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최초

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자리 잡아왔다. 가정에서 경

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과 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맥락에서 아직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유아는 

또래와의 갈등이나 부적응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유아의 학습, 발달, 건전한 

놀이에 방해가 되거나 본인, 다른 유아, 혹은 성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향후 사회적 문제나 학교에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일컫는다(Kaiser & Rasminsky, 2003). 

어린이집에서 흔히 관찰되는 문제행동은 병리적 문제로 인

한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보다는 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놀이행동, 수업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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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공격적 행동과 같이 집단생활을 방해하는 문제, 욕구조

절과 기본생활습관 문제 등이 일반적이다(H. J. Kwon, 2013).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사

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서 

정도가 약해지거나 감소되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아의 발

달이나 학습에 손상을 주는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Kaiser & 

Rasminsky, 2003; K.-M. Lee & Kang, 2006).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는 유아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아들의 

문제행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이다. 즉, 보육교사가 역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J. K. Kim, Park, & Chu, 2005),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보육교사가 

적절한 지도전략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

도전략은 크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되는 예방적 전략

과 문제행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용되는 반응적 전략으로 분류

된다(Y. H. Kim, 2007). 예방적 전략은 보육교사가 철저한 계획

을 세우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문제를 일으킬만한 환경

을 재정비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Lewis, Colvin, & Sugai, 2000). 반면 반응

적 전략은 문제행동을 보인 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행동이

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시에 다양한 유형의 개

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Y. H. Kim, 2007). 보육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발생 시 적절하게 반응

하여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을 지도할수록 학급 내에서 발생하

는 유아들의 공격성이 감소되고 유아의 산만한 행동들이 줄어

드는 등, 학급 내 문제행동의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Stormont, Lewis, & Beckner, 2005; 

VanDerHeyden, Witt, & Gatti, 2001). 그러나 보육현장에서는 유

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처벌 등의 

전략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전략은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출 뿐 문제행동을 대신

할 만한 긍정적인 대안적 행동들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보육교사의 부정적인 반응은 전

략적으로 사용할지라도 문제행동이 다시 유발될 가능성을 높

이므로(K. S. Kim, 2008), 보육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문제행동

을 예방하며 문제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다양한 보육교사의 교수 능력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

는 변인 중 그간 가장 주목받아 온 보육교사의 특성으로 교사

효능감을 들 수 있다(Gibson & Dembo, 1984; Roh, 1999; E. Shin, 

2000). 교사효능감이란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

로서의 자신이 유아의 학습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Hwang, Tak, & Hong, 2013).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교사효능감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질수록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적절하고 바람직한 지도전략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Benazzi, Horner, & Good, 2006; 

S. H. Han, 2015; Oh, Lee, & Mo, 2013). 반면 교사효능감이 낮은 

보육교사의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한 상황을 스트레스

로 여겨 이를 피하려 하거나, 문제행동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Abidin & Robinson, 2002; J. Kim, 2002; Westling, 2010). 

따라서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을 적절한 전

략을 활용하여 지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보육교사로 하여

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 경험하는 좌절감 등은 심리적인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Kang & Kim, 2006). 그러나 모든 보육교사가 문제행동 지도 시 

소진을 경험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극한 스트레스

를 받는다고 하여도 개인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보육교사

는 자신을 잘 조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보육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유지하며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질 중 개인 심리적 특성인 정서

와 신념 및 동기 등은 전문적 지식이나 교수 기술 못지않게 보

육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

은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E.-H. Park & Koh, 2008). 

최근 보육교사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끈기 있게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

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인 그릿(grit)에 주목하고 있다(H.-W. 

Lee, Tak, & Lee, 2017). Duckworth, Peterson, Matthews와 Kelly 

(2007)는 그릿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

하고,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그릿의 하위요인으로 제

안하였다. 지속적인 관심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얼마나 오

랫동안 추구하는지를 의미하며, 꾸준한 노력은 목표달성을 위

해 장애와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Yoo, You, & Park, 2015). 즉,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정한 후 성공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목표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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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기 위해 인내하며 지

속적으로 노력한다(Duckworth et al., 2007). 따라서 그릿은 무

엇을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있어 긍정심리자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Bowman, Hill, Denson, & 

Bronkima, 2015; J. L. Lee & Kwon, 2016).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완화

시키기 때문에(S. U. Park, 2016; Salles, Cohen, & Mueller, 2014), 

실패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행동이나 수행 수

준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그릿이 완충할 수 있는 것

이다(Blalock, Young, & Kleiman, 2015; S. Lee, Bae, Sohn, & Lee, 

2016). 따라서 보육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면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와 체력소진, 심리적 좌절과 같은 부정적 상

황을 경험할 때, 그릿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과적으로 재도약

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

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그릿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Credé, Tynan과 Harms (2017)에 따르면 그릿이 수행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라는 보육교사의 핵심적인 수행 수준에 개별 보육교사의 

그릿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자신

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

다(Arslans, Akin, & Citemel, 2013; Joo & Kim, 2016; Yoo et 

al., 2015). 실제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H.-W. Lee 등

(2017)의 연구에서 그릿 상위집단이 다른 군집보다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목표달성과 관련된 성격특

성인 그릿이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

적 태도를 갖는 자기 동기적 요소인 교사효능감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문

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높은 그릿이 교사효능감의 증진을 통해 유아

의 문제행동 발생 시 적절한 전략으로 지도한다는 매개 경로

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릿이 비교적 최근 소개된 심리적 특성인 관계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그릿, 교사효능감 및 문

제행동 지도전략이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들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상기 목

적을 가지고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전략 중 처벌 또는 부정적 

피드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에 해당하는 전략은 문제행동이 

다시 유발될 가능성을 높이는 반응적 행동에 해당하므로 지도

전략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교사효능감은 교수행위 자체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사효능

감과 교사인 자신이 업무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

기 확신을 나타내는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구분된다(Enochs 

& Riggs, 1990). 즉, 일반적인 교사효능감은 개별 교사의 스스

로에 대한 효능감이 아닌 교사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

적상 개인적 교사효능감에 제한하여 경로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그릿 수준이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보육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할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그릿, 교사효능감 및 문제행동 지도전략 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그릿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Figure 1. Hypothetical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을 담당하

는 보육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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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평균 연령은 32.1세(SD = 7.64)이었고, 미혼 53.6%, 기

혼 46.4%로 미혼교사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7.7%, 2,3년제 대학 졸업이 46.0%, 4년제 대학 졸업 41.4%, 

대학원 졸업 이상이 5%로, 대부분이 대졸자로 나타났다. 보육 

경력은 평균 4년 8개월(SD = 37.3)로, 5년 내외의 경력 소유자

가 거의 반수 정도에 해당하였다. 연구참여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민간 51.0%, 직장 28.0%의 순으로 높

았으며, 그 외의 유형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보육교사의 평

균 근무시간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62.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50만원 미만 8.8%, 150만

원∼200만원 미만 45.2%, 200만원∼250만원 미만 35.6%, 250

만원 이상 10.4%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 연령은 만3세 46.4%, 만4세 24.9%, 만5세 14.2%, 기타 혼

합연령은 14.6%였다. 

연구도구

문제행동 지도전략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도전략은 Y. H. Kim 

(2007)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교사용 유아문제행동 지도전략 

척도(Teacher Strategy Questionnaire [TSQ])’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되는 본 

척도는 ‘긍정적 예방전략1: 환경 재배치 및 긍정적 행동 유도

(11문항)’, ‘긍정적 예방전략2: 명확한 일과계획 및 기대수준(7

문항)’, ‘긍정적 반응전략(9문항)’, ‘부정적 반응전략(7문항)’의 

4개 차원,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반

응전략의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이나 처

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략에 해당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을 다

시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반응적 행동에 관계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Variables n (%) 
Age (years) Type of child care center 

20s 125 (47.9) Public 17 (  6.5)
30s 83 (31.8) Social welfare founder 23 (  8.8)
40s and above 49 (18.8) Workplace 73 (28.0)
50s and above 4 (  1.5) Private 133 (51.0)
M (SD) 32.1 (  7.6) Others 15 (  5.7)

Marital status Working hours per day

Single 140 (53.6) Under 8 4 (  1.5)
Married 121 (46.4) 8 - under 10 163 (62.5)

Education 10 - under 12 91 (34.9)

High school graduate 20 (  7.7) 12 and over 3 (  1.1)
Two or three-year college graduate 120 (46.0) Salary per month (KRW 10,000)

Four-year university graduate 108 (41.4) Under 150 23 (  8.8)
Master’s degree or higher 13 (  5.0) 150-199  118 (45.2)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s) 200-250 93 (35.6)

Under 1 8 (  3.1) 250 and over 27 (10.4)
1 - 3 80 (30.7) Age of class children

4 - 6 118 (45.2) 3 121 (46.4)
7 - 9 32 (12.3) 4 65 (24.9)
10 and over 23 (  8.8) 5 37 (14.2)
M(SD) 56.9 (37.3) Mixed age 38 (14.6)

Note. N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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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해당 문항을 제외하여, 총 3개 차원, 27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또한, 기존 하위차원명이 지나치게 길고 명료하지 않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차원의 명칭을 긍정적 예방전략1

은 ‘긍정행동유도’로, 긍정적 예방전략2를 ‘명확한 기대’로, 긍

정적 반응전략을 ‘긍정적 반응’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으로는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

에 적절한 행동을 사용하도록 자극을 준다(긍정행동유도).”, 

“유아들의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명확

한 기대).”,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에는 적절한 행동이 무

엇인지 다시 알려준다(긍정적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자주 사용한다(5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지도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에 해당

하는 Cronbach’s α는 긍정행동유도가 .82, 명확한 기대는 .76로 

적절하였으나, 긍정적 반응은 .67로 산출되어 상대적으로 낮

았다. 

그릿 

보육교사의 그릿은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을 S. Lee (201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

되는 본 척도는 ‘지속적 관심(6문항)’과 ‘꾸준한 노력(6문항)’의 

2개 차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 합산하여 단일 

차원으로 분석되므로(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et al., 2011; S. Lee, Bae, Sohn, & Lee, 2016;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Y. Shin, Koo, & Park, 2018), 본 연구에서도 

12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일부 문항을 역코딩한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Enochs와 Riggs (1990)가 개발한 과

학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를 Lee (1998)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

감을 측정하기 위해 번안하였고, Kwark (2011)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되는 본 척도는 보육교사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교사효능감(12문항)’과 교사로

서 자신의 업무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나

타내는 ‘개인적 교사효능감(13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업무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개인적 교사효

능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교사효능감의 대표

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단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79

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

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30명의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7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으며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는 2017년 7월 28일부터 2017년 8월 29일까지 충

청북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연구대상 모집은 임의 선정된 어린이집에 질문지

를 배부한 후 수거하거나, 도내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교육에 앞서 질문지를 배부한 후 교육 후 수거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00부이며, 이

중 287부가 회수되어 95.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 내용

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 26부가 추가적으로 제외되어, 최

종적으로 26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

주요 척도의 기술통계와 상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한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주요 변인이 참여 교사

의 연령, 학력, 경력, 급여, 기관 특성 등의 일반적 배경 특성

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의 구

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분석은 SPSS 18.0 

(SPSS Inc, Chicago, IL)과 AMOS 18.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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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Efficacy Positive  

Behavior 
Inducement

Positive  
Reaction

Managing  
Strategies 

 for Problem  
Behaviors

Grit

.57*** .49***

.15*

.83***

.58***

Clear  
Expectation

.75***

Results

보육교사의 그릿, 교사효능감 및 문제행동 
지도전략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그릿, 교사효능감 및 문제행동 지도전략의 기술적

인 통계를 살펴보면, 그릿은 3.31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을 다

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사효능감 또한 3.54점으로 

보고되어 보통수준에 해당하는 3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문

제행동 지도전략 중 명확한 기대가 4.09점으로 보고되어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3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긍정행동유도는 3.73점, 긍정적 반응은 3.91점으로 

보고되어 보통수준에 해당하는 3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각 변인들의 계수는 .16에서 .6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 또한 예측

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본 결과 최

소 1.21에서 최대 1.50의 범위로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

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사의 그릿과 교사효능감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그릿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에는 일반적 배경 특성 중 주요변인의 유의한 예측변

인으로 밝혀진 총 보육경력과 결혼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함

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경우 χ2/df = 2.071 

( p = 0.35), CFI = .981, GFI = .982, NFI = .964, TLI = .949, 

RMSEA = .064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자

료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밝혀진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그릿은 문제행동 지도전략(β = .15,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그릿은 교사효능감(β 

= .57, p < .001)을 통해 문제행동 지도전략(β = .49, p < .001)에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Grit —
2. Teacher efficacy .57** —
3. Positive behavior inducement .41** .50** —
4. Clear expectation .29** .42** .60** —
5. Positive reaction .16** .25** .47** .49** —
M 3.31 3.54 3.73 4.09 3.91
SD .43 .45 .46 .45 .43

Note. N = 261. 
*p < .05. **p < .01.

Figure 2. Final model. Estimat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Years of work experiences and marital status were controlled.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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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그

릿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지도전략의 수준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높은 그릿 수준은 높은 교

사효능감으로 이어져 문제행동 지도전략 수준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경로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그릿은 문제행동 지도전

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을 증진

시킴으로써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타당한 전략을 사

용함으로써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모형

에 해당하는 경로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다음의 Table 3에 제

시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그릿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 methods)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그릿

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8로, p < .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한값은 

.36, 하한값은 .2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인 영향력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그

릿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져, 문제행동 지도전략

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그릿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문제행동 지

도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육교사

의 그릿은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

사효능감을 통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써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먼저, 그릿이 교사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긍정심리특

성에 해당하는 그릿이 보육교사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역량

을 신뢰하고 교수 행위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Final Model 

Paths B SE β
Grit → Teacher efficacy .60 .06 .57***
Grit → Managing strategies .14 .07 .15*
Teacher efficacy → Managing strategies  .42 .06 .49***
Managing strategies → Positive behavior inducement 1.00   — .83***
Managing strategies → Clear expectation .87 .08 .75***
Managing strategies → Positive reaction .65 .08 .58***
Grit ↔ Work experiences 3.23 1.00 .20
Grit ↔ Marital status .05 .01 .27
Work experiences ↔ Marital status 5.40 1.19 .29
Work experiences → Teacher efficacy .00 .00 .06
Work experiences → Managing strategies -.00 .00 -.07
Marital status → Teacher efficacy -.02 .05 -.03
Marital status → Managing strategies .0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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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Grit → Teacher efficacy .57*** — .57***
Teacher efficacy → Managing strategies .49*** — .49***
Grit → Managing strategies .15* .28** .4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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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lans et al., 2013; Joo & Kim, 2016; H.-W. Lee et al., 2017; J. 

Lee, 2017; S. J. Lee & Shin, 2012; No, 2016; Yoo et al., 2015). 즉, 

그릿이 높은 보육교사의 경우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에 대해 

끈기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 보육교사로서 수행해

야 하는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확신 또

한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그

간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주로 경력, 학

력, 재교육 등의 전문성 관련 일반적 배경 특성이나 어린이집 

내에서의 조직 또는 직무 특성이 검토되어온 기존 연구(S. S. 

Han & Lim, 2003; H. J. Kim & Na, 2006; H.-M. Lee, 2009)의 

경향을 넘어서서, 그릿과 같이 교수효능감 증진에 기여하는 

개인 내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사효능감이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정적 예측변

인으로 밝혀진 점은 교사효능감이 높은 보육교사가 유아의 문

제행동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S. H. Han, 2015; Jun, 2017; Oh et al., 2013)와 일관되는 

결과이며, 보육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높은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K. Park, Oh, & Kim, 2013)와

도 맥을 같이한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유아가 학급에서 

보이는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밝혀진 것

으로, 이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가치와 유아의 행동과 성

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가 

자신이 세운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보다 적절한 교수방법

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 높은 보

육교사의 지도전략에 대해 살펴본 Oh 등(2013)은 교사가 자

신감과 조절감이 높은 경우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스

스로를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긍정적인 지도가 가능한 반면,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

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벌이나 부정적 피

드백과 같은 부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기 쉬운데, 이러한 전략

은 일시적으로 문제행동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아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기

에는 어렵다(Kostelnik, Whiren, Soderman, Rupiper, & Gregory, 

2014) 따라서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지도전략은 문제행

동을 보이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유

능감을 증진시키는 지도로는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릿은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문제해결 지도전략 증

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소진 정

도가 낮아지며(S. U. Park, 2016; Salles et al., 2014), 부정적인 경

험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탄력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lock et al., 2015; S. Lee at al., 

2016). 따라서 그릿이 높은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인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맥락에서 문제행동 지도 시 수반되는 

어려움을 덜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행동 지도에 임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릿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릿 수준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학급 관리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보다는 문제행동이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인식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그릿이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았고,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지도전략 

수준도 높아짐을 검증하여 보육교사의 그릿이 유아의 문제행

동 지도전략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갖는 영향력 있는 변인

임을 밝혔다는 점은 최근 국내에 소개되어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조사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그릿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임을 시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유능하게 처리하게 위해 정보

를 찾거나 해결 방법을 찾는 등의 탐색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z, Klein, & Taylor, 1996; Blustein, 

1989). 이에 끈기, 투지, 흥미 유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표되

는 그릿의 수준이 높은 보육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탐구, 계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유아의 적절한 행동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됨으로써 유능하고 적절하게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

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경력과 결혼여부는 일관되게 

그릿, 교사효능감 및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영향을 미쳐, 경력

이 높고 기혼 상태인 보육교사가 높은 수준의 그릿과 교사효

능감을 보였으며, 문제행동 지도 또한 전략적으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보육 현장에

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루어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릿

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O, 2013), 점차 스스로를 유능한 보육

교사로서 규정하는 정체성이 발전하며(H.-Y. Kwon, 2006; H.-

M. Lee, 2009; J. J. Lee & Kim, 2012), 유아의 문제행동과 같은 

상황적인 요구에 보다 적절하고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됨

을 시사한다(Hong & Moon, 2017; K.-B. Kim, 2010). 특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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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모든 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도 통제변인과 그릿과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Y. Shin 등(2018)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릿이 교사효능감이나 지도 능력과 같은 여타 심리적 

특성과 같이 변화 가능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기초한 후속연구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문제

행동 지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릿과 교사효능감이라는 긍정적인 특성에 제한되

었다. 이에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 또

는 저해요인에 대한 탐색이 제외되어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

는 부정적인 특성을 포함한 모형 내에서 그릿과 교사효능감이 

매개 또는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단일차원으로 분

석에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릿은 개념적으로 2

개 차원으로 구성되나 총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그릿을 2개 차원으로 구성된 잠재변

인으로 투입하는 경우 모형이 식별되지 않아 총점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그릿이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소개되어 연구되기 

시작한 바,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라는 특성으로 구성

된 개념으로서 검증하는 연구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교사효능감과 같은 

보육교사 개인의 내적 특성이 보육 현장에서 유아가 문제행동

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계획적으로 

예방하는 실질적인 유능성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보육교

사의 적절한 지도와 교수가 단지 대처 전략에 대한 내용적인 

습득 이외에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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