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pp. 559-567,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2.55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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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직무만족도  소진의 계를 알아보고,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에
서 직무만족도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서울, 충남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252명을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불성실한 응답 52부를 제외한 200부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α계수를 산출하 으며, 연구 상의 사회인

구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직무만족도  소진의 상 계 분석을 

해 Pearson 률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해 단순회귀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직무만족도  소진 간에
는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는 소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무만족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아교사의 직무만족 향
상이 소진의 감소에 도움을 주며, 교직선택동기의 향을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otives for selecting a teaching 
profession, job satisfaction, and the burnout of preschool teacher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ives and burnout. Data were collected from a group
of 200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teachers working in Seoul, Choongnam and Kyeonggi Provinc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ASW Statistic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their
motives for occupational choice,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Their motives for selecting a teaching profession and 
job satisfaction had an influence on their burnout. Second, job satisfac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for selecting a teaching profession and burnout of preschool teac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rovements of their job satisfaction would help alleviate their burnout and mediate the influence of motives for
selecting a teaching profession. 

Keywords : Burn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teacher, Job satisfaction, Motives for selecting a
teach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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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교사는 소진을 많이 경험한다[1]. 높은 수 의 신

체 , 정서  소진을 호소하는 유아교사들은 부분 직

업자체에 한 회의감이나 무능감 보다는 직무환경에 

한 불만족으로 인해 소진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소진은 일로 인해 지치고 탈진된 느낌인 정서  고

갈, 상 유아에게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무감각하게 

상호작용하는 비인간화, 일에서 성공 인 성취감과 유능

감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  성취감 결여 등의 상으로 

나타난다[3, 4]. 지속  소진상태는 직무에 한 정  

확신을 약화시키고 효과 인 역할 수행을 해하면서 자

기일로부터 멀어지고 냉소주의, 경직성, 포기 등의 상태
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3]. 
교사의 소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교직선

택동기가 있다. 교직선택동기는 교사의 성, 유아에 
한 애정, 타인에게 향을 미치고 싶은 내 인 욕구, 직
업의 안정성, 신분보장  경제  시간  여유, 타인의 
권유나 진학 당시 상황 등을 포함한 외 인 조건들을 고

려하여 직업으로서 교직을 선택하는 행 를 말한다[5]. 
교직선택동기는 교직 입문 에 결정되는 요인이지만 이

후에도 지속 으로 교직생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6].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은 교직 성에 의해 교

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업안정성, 
사회  존경, 자아실  가능성, 우발  동기의 순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7]. 207명의 어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선택동기를 조사한 결과 교사

들은 모두 교직 고유의 본질 인 동기와 사회  동기를 

가지고 교직을 선택하 으며, 남자 교사의 경우는 고용
안정  고용 가능성에 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8]. 
교직선택동기와 등교사의 소진 간 계에 한 연

구에서는 능동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소

진을 경험하지 않는 반면, 물질  동기나 수동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소진을 경험할 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 보육교사의 소진에 있어 교직선택
동기가 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 최근 연구[9]
가 한 편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두 변인 간 계를 살펴
본 유아교사 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소진  교직선택동기와 련이 있는 변인으로 

직무만족도를 들 수 있다. 직무만족이란 조직 내 직무상
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 성취를 해 조직원들이 나

타내는 직업  심과 열의이며,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
험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정 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10]. 
교사들은 교직에 입문하는 본인의 동기에 의해 직무

만족에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등교사 

상의 연구에서는 교직선택동기  능동  동기가 높은 

교사의 경우 인간 계만족도가 높았으며, 근무환경과 보
상체계, 문성 신장, 사회  우 등 체 인 직무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물질  동기 수 이 높은 교사

일수록 인간 계와 근무환경, 보상체계, 문성 신장, 사
회  우, 체 인 만족도, 직무만족도가 높았다[12]. 
등교사의 경우 교직선택동기의 하 요인  교직 성, 
사회  존경, 자아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발  동기와 직업  안정성

은 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13]. 
공립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직선택

동기의 하 요인  교직 성, 사회  존경, 자아실 가

능성 동기가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14]는 교직 성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유아교사들

이 보상 역을 제외한 직무만족도의 모든 하 역에서, 
사회  존경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직무만족도의 

하  역 체에서 높은 직무만족 수 을 나타냈음을 

보고하 다. 
한 직업  안정성 동기요인은 교직의식  보상

역과, 자아실  가능성 동기요인은 업무 역을 제외한 

모든 직무만족도 하 역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반면 우발  동기는 교직의식과 부  계를 나타내

[14] 교직선택동기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분 직무만족은 소진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으며 직무만족을 게 느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1, 3, 6, 7, 10, 15, 16]. 우리
나라 보육교사들이 겪는 과노동과 임 은 신체 , 심
리 으로 과 한 직무스트 스를 야기하여 소진을 경험

하게 하며, 동시에 보육교사에 한 낮은 사회  인식, 
열악한 복지 등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1].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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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의 연구에서도 직무에 한 신념, 사회  인식, 
보수, 인간 계, 행정체계, 복지지원 등 6개의 직무만족 
하 역과 정서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 등 소진

의 3개 하 역은 체로 높은 상 이 있음이 보고되었

다. [16]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며, 유아교사의 처우와 직
무환경 개선은 교사의 소진과 이직의도를 낮게 할뿐 아

니라 직무에 한 만족도를 높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

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됨을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최근 유아교사의 

소진은 주로 직무만족, 직무스트 스, 직무 능력과 같은 
업무 련 변인과의 계에 집 하여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15, 17, 18]. 그러나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향요인  교직선택동기는 교사로서의 자질  태도와 

연 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의 정도
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이루어진 교직선택동기에 한 선행

연구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6]  교직입문동

기와 직무만족도의 계를 살펴본 연구[11, 12]들은 모
두 등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한, 유아교
사 상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9], 교직선택동
기와 직무만족의 계를 알아본 연구가 있으나[7, 14],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직

무만족도  소진의 계를 살펴보고,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무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비교사 선발  직 교육에서 능동  교

직선택동기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유아교사 양성교육과

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 직 교사들
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지원을 통해 

다수의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소진의 감소 방안 마련을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 
소진 간에는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
를 직무만족도가 매개하는가?

2.1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는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2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3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충남, 경기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 교사 200명으로 본 연구 상의 사회 인구

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 Categories N %

Age

20-30 73 36.5

30-40 78 39

40-50 43 21.5

50-60 6 3

Career
(years)

1 24 12

1-3 44 22

3-5 42 21

5-7 42 21

7-10 25 12.5

Type of 
facility

 Private Child Care Center 65 32.5

National Child Care Center 27 13.5

Home Child Care Center 34 17

Employer Supported Child Care 
Center 5 2.5

Private Kindergarten 43 21.5

 Public Kindergarten 3 1.5

Other 13 6.5

유아교사의 나이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73명
(36.5%),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78명(39%),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3명(21.5%),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6명
(3%)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4명(22%)

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의 교사가 각각 42명(21%)로 많았다. 7년 이상 10년 미
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25명(12.5%), 1년 미만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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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명(12%)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기  유형은 민간어린이집 65명(32.5%), 사

립유치원 43명(21.5%), 가정어린이집 34명(17%), 국공
립 어린이집 27명(13.5%), 직장어린이집 5명(2.5%), 국
공립 유치원 3명(1.5%), 기타 13명(6.5%)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독립변수: 교직선택동기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를 측정하기 해 [19]이 제
작한 ‘교사의 교직 의식에 한 설문지’를 기 로 [7]의 
연구에서 문가 내용타당도를 구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교직 선택 동기 련 문항들은 교직 성, 사회  존

경, 우발  동기, 직업안정성, 자아실 가능성의 5개 요
인의 총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의 응답은 Likert
의 5단계 척도인 ‘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
까지 1-5 으로 배 하여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 교직
선택동기 측정도구의 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를 산
출한 결과 신뢰도는 교직 성 .87, 사회  존경 .73, 우
발  동기 .72, 직업  안정성 .71, 자아실 가능성 .79, 
체 .75로 나타났다. 

2.2.2 종속변수: 소진

유아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해서는 [20]이 고안한 
도구를 보육교사에게 합하게 수정하여 [21]의 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한 [22]의 질문지를 사용
하 다. 성취감 감소 5문항, 정서  고갈 8문항, 비인간
화 3문항 총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응답은 
Likert의 5단계 척도를 활용하 으며 ‘  그 지 않다’
부터 ‘매우 그 다’까지 1-5 으로 배 된 5  Likert식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에 해 정서 으로 

고갈되고 냉정하며 성취감과 유능감이 상실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성취감 감소 .68, 
정서  고갈 .90, 비인간화 .79, 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의 총 에 을 두어 단일차원의 한 

요인으로 취 하 다. 

2.2.3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유아교사의 직무만족 변인을 측정하기 하여 [23]가 
개발한 교사직무만족 질문지(Teacher Job Satisfaction 
Questionnaire: TJSQ)를 분석하여 [7]이 문가 내용 타
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질문지의 직무

만족도 련문항들은 동료애만족, 신성만족, 교직의식
만족, 업무부담만족, 보상만족, 발 성만족, 자율성만족
의 7개 요인 총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의 응답은 
Likert의 5단계 척도를 활용하여 ‘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1-5 으로 배 하여 산출하 다. 직
무만족도의 하 역  업무부담 만족은 부정  문항을 

정  문항으로 바꾸기 해 역산처리(역산문항: 11, 
12, 13) 하 다. 직무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는 동료애만족 .88, 
신성만족 .93, 교직의식만족 .86, 업무부담만족 .76, 보
상만족 .90, 발 성만족 .84, 자율성만족 .81, 체 .90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총 에 

을 두어 단일 차원의 한 요인으로 취 하 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12주간에 걸
쳐 실시하 다. 실시방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을 
통해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달하고 작성하도록 배부하

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52부의 질문지  응

답이 불성실한 52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사
용하 다.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분석을 해 사용한 통
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둘째,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셋째, 변인 간 계 분석을 해 Pearson 률상 분

석을 실시하 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간 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 다.
다섯째,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

공선성의 반여부를 검토하기 해 VIF(분산팽창계수)
와 Tolerance(공차한계)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
(1.09~1.46)와 0.1(0.69~0.91) 이상으로 나타나 회귀분
석 실시에 무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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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 

소진의 관계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 소진간 계
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motivation for 
selecting teaching profession and job satisfaction.

(N=200)

Variable M(SD) Job Satisfaction Burnout

Aptitude for 
a teaching 
profession

3.77(.68) .47** -.45**

Social respect 3.01(.73) .32** -.02

Accidental 
motives 2.43(.79) -.30** .49**

Job stability 2.83(.96) .14 .06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3.18(.81) .47** -.39**

Job satisfaction 3.36(.49) 1 -.62**

Burnout 2.44(.56) -.62** 1

** p <.01.

첫째,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의 계를 살펴본 

결과 교직 성(r=.47, p<.01), 자아실 가능성(r=.47, 
p<.01), 사회  존경(r=.32, p<.01)은 직무만족도와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우발  동기(r=-.30, p<.01)
만이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즉, 교직 성, 
자아실  가능성, 사회  존경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할

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우발  동기로 교직을 선택

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상 계를 살펴본 결

과 우발  동기(r=.49, p<.01)만이 소진과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교직 성(r=-.45, p<.01), 자아실
가능성(r=-.39, p<.01)은 소진과 유의한 부  상 을 나

타내었다. 즉, 우발  동기로 교직을 선택할수록 소진이 

높고 교직 성과 자아실 가능성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

한 교사일수록 소진이 낮았다. 
셋째, 직무만족도와 소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

만족도(r=-.62, p<.01)는 소진과 부 으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았
다. 

3.2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에서의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3.2.1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첫째,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교직선택동기의 하 요인인 교직

성, 사회  존경, 우발  동기, 직업  안정성, 자아실
가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 Motivation for selecting teaching profession 
impact on the Burnout.

(N=200)
Burnout

Variable b(SE) β t F R²
Aptitude for 
a teaching 
profession

-.22(.05) -.27 -4.06*** 23.22*** .37

Social respect .05(.05) .07 1.08
Accidental 

motives .25(.04) .35 5.66***

Job stability .01(.04) .02 .32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14(.05) -.20 -2.89**

Durbin-Watson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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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교직 성(β=-.27, p<.001), 우발  동기(β
=.35, p<.001), 자아실 가능성(β=-.20, p<.01)이 소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37%이었다. 즉, 
유아교사가 교직 성  자아실 가능성을 동기로 교직

을 선택한 경우 소진을 게 경험하며, 우발 동기로 교

직을 선택한 경우 소진이 높았다. 사회  존경과 직업  

안정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향

력을 살펴보기 하여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독립변

인으로 하고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Table 4. Job Satisfaction impact on the Burnout.
(N=200)

Burnout
Variable b(SE) β t F R²

Job 
satisfaction -.71(.06) -.62 -11.08*** 122.68*** .38

Durbin-Watson 1.8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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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직무만족도(β=-.62, p<.001)는 소진에 유의
한 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가 직무에 만족할수록 소진이 낮았다. 

3.2.2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의 교직

성, 사회  존 , 우발  동기, 직업  안정성, 자아실
 가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교직 성(β=.25, p<.001), 자아실 가능성(β

=.25, p<.001), 사회  존경(β=.19, p<.01), 우발  동기

(β=-.19, p<.01)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6%이었다. 즉 교직
성, 자아실 가능성, 사회  존경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

한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우발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직업안정성은 직무만
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tivation for selecting teaching profession 
impact on the Job Satisfaction.

(N=200)

Job satisfaction

Variable b(SE) β t F R²

Aptitude for 
a teaching 
profession

.18(.05) .25 3.67***

21.65*** .36

Social respect .13(.04) .19 2.95**

Accidental 
motives -.12(.04) -.19 -3.03**

Job stability .02(.03) .04 .58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15(.04) .25 3.57***

Durbin-Watson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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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간의 계에서 직무

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기 해 [24]가 제안한 
세 단계 모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1
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매개변인인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단계2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직선

택동기가 종속변인인 소진에 미치는 향을 그리고 단계

3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소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해서는 각 변인 간에 유의한 
상 이 있어야 하며 단계3에서 직무만족도는 소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나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

은 감소(부분매개)하거나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완 매

개). 교직선택동기의 하 요인  사회  존경과 직업안

정성은 소진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

과 분석에서 제외하 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직 성과 소진과의 계에서 직

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1에서 교직 성은 매

개변인인 직무만족도(β=.47, p<.001)에, 단계2에서 교직
성은 종속변인인 소진(β=-.45, p<.001)에 유의한 향
을 미쳤으며 단계3에서 교직 성과 직무만족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직무만족도(β=-.52, p<.001)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교직 성이 소진에 미치는 향은 감소하

다(β=-.45, p<.001->β=-.21, p<.01). Sobel Test를 통
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교직 성이 직무만

족도를 통해 소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z=-3.31, p<.001). 즉 직무만족도는 교직 성과 소진

의 계를 부분매개 하 다.  
둘째, 유아교사의 우발  동기와 소진과의 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

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1에서 우발  동기

는 매개변인인 직무만족도(β=-.30, p<.001)에, 단계2에
서 우발  동기는 종속변인인 소진(β=.49, p<.001)에 유
의한 향을 미쳤으며 단계3에서 우발  동기와 직무만

족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직무만족도(β=-.52, p<.001)
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우발  동기가 소진에 미치

는 향은 감소하 다(β=49, p<.001->β=.34, p<.001).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우

발 동기가 직무만족도를 통해 소진에 미치는 향은 통

계 으로 유의하 다(z=2.81, p<.01). 즉, 직무만족도는 
우발 동기와 소진의 계를 부분매개 하 다. 
셋째, 유아교사의 자아실 가능성과 소진과의 계에

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

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1에서 자아실
가능성은 매개변인인 직무만족도(β=47, p<.001)에, 단
계2에서 자아실 가능성은 종속변인인 소진(β=-.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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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단계3에서 자아실
가능성과 직무만족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직무만족도

(β=-.56, p<.001)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자아실 가

능성이 소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β=-.39, 
p<.001->β=-.12, n.s.).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

의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실 가능성이 직무만족도를 통

해 소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z=-3.24, p<.01). 즉 직무만족도는 자아실 가능성과 소

진의 계를 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N=200)

verification 
stage of the 

mediating 
effects

b(SE) β t F R²

X:1
M:2
Y:3

step1 .34(.05) .47 7.50*** 56.20*** .22

step2 -.37(.05) -.45 -7.11*** 50.60*** .20

step3(X) -.17(.05) -.21 -3.34**
70.04*** .42

step3(M) -.60(.07) -.52 -8.45***

X:4
M:2
Y:3

step1 -.19(.04) -.30 -4.43*** 19.62*** .09

step2 .35(.04) .49 7.96*** 63.43*** .24

step3(X) .24(.04) .34 6.30***
93.15*** .49 

step3(M) -.59(.06) -.52 -9.66***

X:5
M:2
Y:3

step1 .29(.04) .47 7.57*** 57.28*** .22 

step2 -.27(.05) -.39 -5.90*** 34.83*** .15 

step3(X) -.08(.04) -.12 -1.92
64.02*** .39 

step3(M) -.64(.07) -.56 -8.91***

* p <.05, ** p <.01, *** p <.001.
1. Aptitude for a teaching profession
2. Job satisfaction 3. Burnout 4. Accidental motives
5.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X: Independent variable M: Mediator variable
Y: Dependent variabl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직무만족도 
 소진의 계를 살펴보고,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
치는 향에 있어 직무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의 계를 살펴본 결

과에서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 성, 자아실
가능성, 사회  존경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고, 우발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직무

만족은 낮았다. 
[11]의 연구에서 국, 국, 호주, 뉴질랜드 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각국의 교사 
모두 “항상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공통 으로 교직 선택에 있어 본질

인 동기를 시하고 있으며, 본질 인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그 지 않은 교사보다 높은 직무만족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 등 교사를 상으로 한 [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능동  동기가 높은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립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7]의 연구에서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교직선택동기의 하 요인  교직 성, 사회  존경, 자
아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7]에서는 우발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에도 직무만족도와 정 상

이 나타났다. 실 으로 공립유치원의 근무 환경, 보수, 
직업  안정성 등 근무체계와 교사에 한 사회  인식

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한 것에 기인한 

상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교직이 성에 맞고, 자아실 을 한 가능성  사회

 지 를 높게 평가하고 교직을 선택하는 교사들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우발  동기를 가지고 

교직을 선택하더라도 근무체계와 교사복지 개선을 통해 

사립 기  교사들의 처우가 국공립 수 으로 향상된다면 

우발  동기를 가지고 교직을 선택한 교사들의 직무만족

도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둘째,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유

아교사가 교직 성  자아실 가능성을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소진을 게 경험하고, 우발 동기로 교직

을 선택한 경우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존

경과 직업  안정성은 교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6]의 연구에서 소진은 능동  동기, 물질  동기와 

유의한 부 상 계를 보이고 수동  동기와의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 즉, 등 교사가 교직을 선택할 
때 능동  동기나 물질  동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에

는 소진을 게 경험하나 타의에 의해 수동  동기를 가

지고 교직을 선택하면 높은 수 의 소진을 경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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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사회  외부

요인 보다는 개인의 교직 합성  자아실 을 해 자

발 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양성학과에서 학생을 선

발할 때, 그리고 아동학 련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비유아교사를 선발할 때, 성  주의 선발 방식 보다

는 교직 성  교직선택동기에 한 반성  사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에세이, 심층면  등을 통해 유아교사를 

선발하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직무만족과 소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

사가 직무에 만족할수록 소진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

은 낮았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유아교사의 직무만족
도와 소진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25]
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이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한 보수, 상 자격 연수, 연 제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

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주어 소진을 방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아교사의 소진을 낮추기 한 방안
으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교직선택동기가 소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

무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도는 
교직선택동기의 하 요인  교직 성  우발  동기와 

소진 간의 계를 부분매개 하 으며, 자아실 가능성과 

소진 간의 계를 완 매개 하 다.  
즉, 교직선택동기는 소진에 직  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직무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통해 소진에 간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소진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교직선택동기의 요성과 더불어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계에 있어 직무만

족도가 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을 직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은 높은 수

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교육을 실 하

기 해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하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교직에 입문하는 동기가 

되는 교직선택동기는 직무만족도와 소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소진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직을 선택하여 장

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지원  근무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유아교사의 소진에 직∙간  향을 미치는 교직선택

동기의 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유아교사의 소
진 감소를 해 비유아교사들이 우발  동기가 아닌 

교직에 한 성이나 자아실  가능성을 동기로 유아교

사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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