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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박세정1*, 배문조2

1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2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The Effect of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of Child Care Trainees
on the Stress Coping 

Se-Jeong Park1*, Moon-Jo Bae2

1Department of Social Welfare&Childcare, Yeungnam University College
2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보육교사에 한 자질  성이 재논의 되고 보육실습생의 실습 련도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 성이 보육실습스트 스  스트 스 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보육실습생 268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첫째, 보육실습스트 스와 스트 스 처는 학년에 따른 

차이만 보 다. 둘째, 보육교사 성의 하 변인  유아에 한 친화력이 낮을수록 어린이집원장  지도교사와의 계에

서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 성 하 요인 가운데 창의성과 자기개발, 극성, 정성이 높을수
록 보육실습스트 스에 잘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 of child care trainees
on the stress of child care practice and management of stress as quality and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are being
discussed and necessity of revaluation on teaching practice of child care trainees are being brought up recently. First,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from 268 child care trainees, stress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and stress 
management showed difference between grades. Secondly, among lower factors of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it
was identified that stress is higher in a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center director and guidance teachers when
sociability with infants is lower. Thirdly,  it was identified that teachers can cope with stress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when they have higher creativity, self-development, activeness, and positiveness among lower factors
of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Keywords :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s, Child Care Trainee, Stress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Stress
Coping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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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까지 보육정책 발 기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를 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왔으며, 평가인증제도
의 재정비와 리교육과정의 개발  보 , 그리고 보육
교사  시설장의 자격 리 강화 등의 획기 이고 우수

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보육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들의 기 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만족도 내용  인
요소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1]. 한 연일 이어

지는 교사들의 아동학 ,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문제
는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 스, 처우 등이 아동학 로 이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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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보육교사에 한 자질  
성이 재논의 되고 보육실습생의 실습 련도 재평가되어

야 함을 지 하기 시작했다. 
보육실습 스트 스는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실습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과 심리

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계가 주가 되는 보

육 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스트 스 발생은 필연 인 것

이지만 이 스트 스를 어떻게 리하느냐가 건이 된

다. 직에 있는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육실습생들의 

실습에 한 스트 스 역시 보육기 의 아이들에게 미치

는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트 스(stress)라는 용어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구조에 가해지는 압력, 힘 등을 말하며, 심리학에서는 정
신 , 신체  체제의 각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만약 각

성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부작용 상태나 질병에 이르

는 것을 가리킨다[2]. 학자에 따라 아직도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 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

만, 일반 으로 스트 스란 지  자기에게 닥친 일이 자

기가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

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실습교사의 스트 스에 

한 심에서 스트 스 처로까지 확 된 연구들이 실시

되고 있다. 처(coping)란, 개인의 수용 능력을 하

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 ․외  요구들을 다루려는 모든 

인지 , 행동  노력으로 스트 스 사건과 용을 매개

하는 핵심 기재라 이해되어 왔다[4]. 따라서 스트 스 

처란 스트 스 사건에 한 인간의 취약 이나 어려움으

로부터 응하려는 의지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개인의 응은 스트 스 경험 자체보다 

경험하는 스트 스에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3]. 
실습생의 스트 스 처 방법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실습생들은 역할의 애매모호함, 지도교사의 기
를 악하는 것, 조직에 순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
트 스는 지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나 솔선을 통해서 

완화시키며, 실습과정의 평가와 역할 설정에 을 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스트 스에 처하 다[5]. 보육
실습과 련된 선행연구[6,7,8]에서는 실습 교사들은 
장에서 상당한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선행연구결과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과의 갈등을 제시

하 고[9], 최근에 실습생의 스트 스와 처에 한 연

구를 통해 실습생들이 다각 인 측면에서 스트 스를 경

험하지만 처방법은 극 인 방법이 아닌 소극 이고 

비효율 이라는 선행연구 결과[10]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생이 장에서 경험하

는 스트 스와 그 처를 살펴 으로써, 보육실습 경험
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비보육교
사의 보육교사 성과 보육실습 스트 스  보육실습 스

트 스 처에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보육실습생의 보
육교사 성이 보육실습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어떠

한가? 둘째,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 성이 보육실습 스

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1.2 연구방법

1.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구지역 보육실습 상 학생으로 

2013년 2월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
을 제외한 26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1.2.2 측정도구

선행연구[10]에서 사용한 척도를 보육교사 성을 살

펴보기 해 본 연구자가 요인분석한 결과 총 6개의 하
역으로 나 어졌으며,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
다. 하 변인은 유아에 한 친화력 13문항, 수용성
과 민감성 14문항, 업무에 한 소명감 9문항, 창의성과 
자기개발 8문항, 극성 8문항, 정성 3문항으로 각각
의 Cronbach α값은 .92, .91, .89, .85, .85, .68이다.

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스트 스 정도를 악하기 

해서는 [3]의 도구를 활용하 고, 하 역은 실습환

경 역 5문항, 어린이집 원장과의 계 역 9문항, 지
도교사와의 계 역 6문항, 실습활동 내용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82, .92, .91, .90
이다. 

1.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8.0 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기법은 도구의 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 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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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ANOVA, ANOVA, Schaffé의 사후검증과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본론

2.1 보육실습생의 보육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

보육교사의 보육실습스트 스 정도와 처에 해 살

펴보기 해 MANOVA와 ANOVA  Scha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Table 1].

Table 1. Practicum Stress and Stress Coping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acticum

N

Stress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Stress 
coping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Practice 
environme
nt-related 

stress

Child-ca
re 

ㅣedger 
stress

Teachers 
stress

Practice 
contentsof 

stress  

 M  
(SD)

M 
 (SD)

 M   
 (SD)

M 
 (SD)

M
(SD)

Age

19years of
age
(48)

3.09 
(.85)

2.88  
(.92)

2.68
 (.99)

3.13
(.67)

3.35
(.53)

20∼21
(151)

3.30 
(.95)

2.82 
(1.01)

2.67 
(1.06)

3.40
(.82)

3.42
(.62)

22+
(69)

3.41 
(.51)

2.93  
(.75)

2.68 
(.89)

3.23
(.67)

3.46
(.38)

F 2.011 .309 .000 2.765 .561

Grade

1grade
(88)

3.33 ab  
(.77)

3.03
(.86)

2.80
(.98)

3.23 a
(.80)

3.42 a
(.44)

2grade
(106)

 3.10 a 
 (.84)

2.75
(.96)

2.56
(1.01)

3.11 a
(.66)

3.32 a
(.59)

3grade
(74)

 3.52 b  
(.87)

2.81
(.95)

2.68
(.99)

3.69 b
(.74)

3.54 b
(.59)

F 5.515** 2.270 1.373 14.386*** 3.468*

*p<.05, **p<.01, ***p<.001 
a, b : Schaffé test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보육실습스트 스의 하 요인  실습환경 련 스트

스, 실습내용스트 스에서 차이를 보 다. 즉, 2학년
(M=3.10)보다 3학년(M=3.52)이 실습환경과 련된 스
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내용스트 스에서

는 1학년(M=3.23)과 2학년(M=3.11)보다 3학년
(M=3.6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 스트 스 

처에서는 1학년(M=3.42)과 2학년(M=3.32)보다 3학

년(M=3.54)이 잘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2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 성이 보육실습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Table 2].

Table 2. Impact of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 
of Preliminary Child Care Teacher on Stress Coping

Stress Coping of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Aptitude of child care teacher B β

Affinity for infants .131 .146

Acceptance and sensitivity .008 .007

Responsible for work .135 .150

Creativity and self-development .154 .156*

Activeness .220 .226**

Positiveness .087 .118*

F 34.222***

R2 .43

*p<.05, **p<.01, ***p<.001,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 성가운데 창의성과 자기개

발, 극성, 정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
졌다. 즉, 창의성과 자기개발(β=.156, p<.05), 극성

(β=.226, p<.001), 정성(β=.118, p<.05)이 높을수록 보
육실습 스트 스에 잘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 성의 요성을 인식하여 보육

교사로서 어떠한 성이 장에서 유용한지를 악하고 

아울러 보육교사의 장 응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

발  교육방법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생의 보육실습스트 스정도와 스트

스 처에 해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었다. 이는 유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 스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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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0]에서도 상이 교사이지만 연령과 스트 스 요인 

간에는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학년 보다 3학년
이 실습환경과 련된 스트 스와 실습내용스트 스가 

높고  스트 스에 잘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실습기 인 어린이집에서 휴식시간과 휴식공

간이 부족하고 출퇴근을 지켜야 하는 것 등에 해  3학
년이 2학년보다 더 스트 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3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본인이 향후 취업을 해
야 하는 어린이집에 해 보다 실 으로 받아들여지는 

비 직무스트 스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신이 취업을 
했을 때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집을 경험했을 때 

그 스트 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에 따라 
과다한 업무 련 스트 스 요인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10], 교사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게 나

타났다[11].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12] 실습생의 교수실
제 련 교과목 이수와 사 실습 등과 연 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공지식과 능력의 차이
와 련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으로 스트 스에 잘 처하는 것도 3학년으로 나타나 매
우 고무 인 결과라 하겠다. 스트 스를 경험하느냐 하

지 않느냐는 것도 요하지만 실습생들이 스트 스에 어

떻게 처하는가가 더 요할 수 있다. 보육실습 장에
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 스와 처에 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실습생이 상당한 스트 스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처방법이 효율 이지 못하다고 지 하

고 있다[13]. 따라서 스트 스 처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처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실습생의 보육교사 성이 보육실습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창의성과 자기개

발, 극성과 정성이 높을수록 스트 스에 잘 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알
고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편입니까?’와 
‘궁 한 것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다양한 자료를 찾아

니까?’와 같은 문항에서와 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진 비보육교사의 경우 스트

스 처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소 자신을 
정 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14]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학
생들이 창의성과 자기개발과 련된 성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성이 부족한 보육실습생들이 보

다 스트 스에 잘 처할 수 있도록 보육실습 스트 스

리 로그램이 개발되어 보육실습 스트 스에 잘 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실습 장에

서 발생하는 스트 스를 완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장과 학교의 연계가 요하므로 이를 해 산학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15].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습 스트 스 처에 향

을 주는 요인은 창의성과 자기개발과 극성  정성

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기
에 무리가 다소 있지만, 후속연구를 해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육실습스트 스와 련이 있다

고 밝 진 보육교사 성에 해 심층면 을 통해 양 연

구와 질 연구를 함께 해본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보육실습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할 수 있

도록 학교와 장이 서로 연계하여 실습스트 스 처 

략 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의 보육교사의 직무만

족과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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