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사회에서급속한여성의사회진출로인한맞벌이

가정의증가는가족역할의변화를초래하였고특히가족

의고유기능으로여겨왔던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가시

화되면서양질의보육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에 따라 보육

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1]로 인지하여

지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

과 보육의 공공성 확충방안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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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목적은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에미치는영향과그과정에서자아존중감의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어린이집에근무하는 보육교사 52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는심리적소진에정(+)적인영향을미치며, 자아존중감에는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소진에 부(-)적인 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의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경로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wo variables. For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520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s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but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self-esteem. Second, self-esteem of childcare teachers 
influenced negatively their psychological burnout. Third,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directly affected 
psychological burnout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need to reduce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and to enhance self-esteem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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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제공등보육정책에있어서전반적인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 말 1,919개소였던 어린이집은 꾸

준히증가하여 2016년 기준 41,084개소, 어린이집을이용

하는 영유아의 수는 1,451,215명, 보육교사의 수는

321,766명에 달한다[2].

보육교사의 양적 팽창은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필요

성을요구하였으며질적으로우수한보육의발전을기대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4년 개정된 영유

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 서

비스 등을 통해 보육제도와 정책 등이 획기적으로 변환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3]. 그러나 양질의 보육을 제공

하는데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는보육교사의근무환경

개선은 다른 직업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업무과중에 따른 보육의 질

악화에대한관심이확대되었고, 보육교사의근로환경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4].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

게 되는 스트레스로서, 직업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서비스

대상이성인이고회사업무와관련되어발생한다는점에

서 보육교사의 경우와 구별된다. 보육교사의 경우, 서비

스대상이연령이낮은영유아, 학부모, 함께근무하는보

육교직원을 포함한다는 점과 영유아에게 발달단계별 지

식과 기술을 체득시키는 것 외에 기본적인 생활습관, 가

치관형성등에도움을주는조력자및안내자역할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5].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

의 직무스트레스는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업무와 인간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정서로[6] 정의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역할의 중첩과 변인들로 인해 발

생되는직무스트레스상황에직면한다. 영유아와관련된

활동외에도동료및선후배교사, 원장, 학부모등과의대

인관계, 교구교재 개발 및 실행, 환경구성, 행정업무, 학

습준비, 정기 비정기적으로실시하는원내장학및외부

에서실시하는교육참여등다양한역할을수행해야한

다[7]. 더욱이 최근에 불거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안

전사고 문제로 인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

식이높아져불안과긴장속에서근무하는보육교사들이

증가하고있다. 보육교사의과중한직무스트레스는업무

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영유아나 학부

모, 동료교사 등 인간관계 측면 뿐 아니라 육체적․정서

적․사회적등다각적인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을준다

[8]. 이로 인해상당수의보육교사들이심리적소진에노

출되어 있다.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9]를 의

미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장기간 내재된 정서적

압박의결과[10]로 나타난다. 다양한원인에의해생성된

스트레스가 소화(宵火)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누적되면,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소진’의 원인이

된다[11]. 스트레스의누적현상에따라나타나는소진은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증상을 수반하는 하나의 증후군

이다[12]. 일반적으로직업에대한만족도가낮고, 스트레

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진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

식된다[13].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따른 성

과와직무만족더나아가영유아와의상호작용에부정적

영향을 미친다[7]. 특히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

각성을 보이지만, 그로 인해 아동의 교육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인

식된다. 이렇듯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은 다

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에게있어서어린이집의근무환경은반복되

는 하루일과 속에서 과다한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한다.

가중된직무스트레스를배제하고예방하는것이쉽지않

다는 점에서 심리적 소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직무스트

레스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

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변인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

다.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심리적 불안

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한 보호요인을 통해 스트레

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적 유해요인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보호요인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자아존

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사랑받고 존경할 만하며

존재가치가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보육교사의 자질 중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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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은 자아유능감, 자아안정감, 자신감, 자기존경,

긍정적 자아평가, 자기수용 등과 비슷한 의미와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16].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치

에 대한 평가가 타인에 대한 자기행동양식과 태도를 결

정하게하기때문이다[17]. 이는보육교사개인에게만국

한된문제가아니라유아들에게도큰영향을미칠수있

다[18].

보육교사의높은자아존중감은스트레스와긴장, 불안

을 경감하는 역할을 통해서 스트레스의 연장선에 있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19]. 스스로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

신의 판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사회생활을유지할수있다. 그러나, 낮은자아존

중감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감이 저하되

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업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인해가중된직무스트레스는심리적소진을촉발하

는 결과를 낳게 된다[16].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

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피해의식

과고립감속에폐쇄적인감정적어려움을경험하게되는

것이다.

영유아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람중

의하나는하루일과중많은시간을함께보내는보육교

사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보육교사는 직

무에대한열의, 자신의일에대한자부심이영유아에대

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보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

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이직의도와

의 관계,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0-24] 등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

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을 매개로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보육교사의직무스트

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직무스

트레스와심리적소진간의관계에서자아존중감이어떠

한매개역할을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출산과양

육이개인이나가족의책임만이아니라국가와사회문제

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지향하고, 직무스트레스와심리적소진을경감하는

데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주

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는심리적소진에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에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연구는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

520명을임의표집하여설문조사를하였다. 먼저, 본 조사

를실시하기전인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신

뢰도와타당도가검증된기존개발도구의설문지를수정

보완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증과정에참여한전문가집단은대학에서

아동, 보육관련 교과목을강의하는교수 3인과어린이집

원장 5인, 보육교사 5인총 13명이었다. 전문가의검증과

정을 통해 문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가 의도하는 방향

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문항을

보완한후, 520명의보육교사를대상으로 2016년 11월 12

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에 유선으로

원장의협조를구한후직접방문하여연구의목적과활

용, 설문 내용 및 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였다. 또한 조사 진행과정 중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익명성 보장을 약속한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방문을 통

해 수거하거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

해 전달받았다. 배포된 520부중 492부(95%)가 회수되었

으나 일률적으로 동일한 답이 표기된 자료와 표기가 누

락된자료 11부를제외하고최종 481부를분석에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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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직무스트레스 척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Clark[25]가 개발하

고 D'Arenzo[26]이 수정한 직무스트레스 문항을 권기태

[27]가 번안하고 이명화[28]가 사용한 도구와 신혜영[29]

이 제작하고 백영숙[3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

다. 질문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이명화[28]의 연구에서

원아들과의 활동 (5문항), 업무관련(5문항), 행정적 지원

(7문항), 학부모 관련(5문항), 개인관련(5문항) 등 5개 하

위요인에서 27문항, 백영숙[30]의 도구에서원장및교사

관련(8문항) 등총 6개의하위영역으로구성하였다. 구체

적인 질문문항은 ‘부적응 영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겠다’, ‘수업이외의 잡무가 많다’, ‘교사들을 위한

행정적지원이부족하다’, ‘교사간에갈등이많다’, ‘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는 5점리커트척도(1=전혀그

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lpha값은 .927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척도는 Rosenberg[15]가 개발하고전병재

[31]가번안하였으며유영미[32]가 사용한질문지를사용

하였다.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자아(5문항), 부정자

아(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질문 내용은 ‘나에게좋

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를 지금보다 좀

더 존중할 수있게되기를 바란다’ 등이다. 각 문항의응

답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있으며부정문항은역코딩하여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은것을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의 Cronbach's αlpha값은 .850이다.

2.2.3 심리적 소진 척도
심리적소진척도는Maslach & Jackson[11]이 개발하

고이민선[33]이 사용한질문지를활용하였다. 척도의질

문 문항은 총22문항으로 정서적 고갈 관련(9문항), 비인

간화 관련(5문항), 성취감 감소 관련(8문항) 등 3개 하위

요인으로되어있다. 구체적인질문문항은 ‘나는일때문

에 정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일이 나를

정서적으로 무디게 할까봐 걱정이다’, ‘나는 영유아의 감

정을쉽게이해하지못한다’ 등으로이루어졌다. 각 문항

의응답범주는 5점리커트척도(1=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소진의

정도가심한것을의미하며, 심리적소진의 Cronbach‘s α

lpha값은 .877이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

여변수간의인과관계검증및자료분석을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과기술통계및각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모형분석을 검증하였다. 셋

째,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끝으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보육교사’ 7명(1.5%), ‘여자보육교사’

474명(98.5%)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대부분

이여성임을알수있다. 보육교사의연령대는 ‘31∼40세’

159명(33.1%), ‘21∼30세’ 153명(31.8%), ‘41∼50세’ 146명

(30.4%), ‘51세 이상’ 23명(4.8%)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의경우 ‘민간어린이집’이 182명(37.8%)으로 가장높

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19명(24.7%), ‘가정어

린이집’ 116명(24.1%) 순으로나타났다. 그외 ‘서울형’ 37

명(7.7%), ‘직장어린이집’ 13명(2.7%), ‘기타’ 14명(2.9%)

이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살펴

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 의 경우 148명(30.8%), ‘3년 이

상 5년미만’ 138명(28.7%), ‘5년 이상 10년미만’은 101명

(21%), ‘1년 미만’은 25명(5.2%)로 나타났다. 담당영․유

아연령의 경우 ‘만 1세’ 반 125명(26.0%), ‘만 2세’ 반 125

명(26.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만 3세’반 79명

(16.4%), ‘만 4세’반 59명(12.3%), ‘1세 미만’ 반 55명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25
(11.4%), '만 5세' 반 38명(7.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절반정도가 ‘만 1-3세’ 영․유아를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242명(50.3%), ‘대졸’ 151명(31.4%), ‘고졸’ 54명(11.2%),

‘대학원 석. 박사 졸업’ 28명(5.8%), ‘기타’ 6명( 1.2%) 순

으로전문대학을졸업한보육교사가높은비중을보였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경로의 경우 ‘전문대학’이 164명

(34.1%)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났으며, 다음은 ‘보육교사

교육원’ 112명(23.3%), ‘대학교’ 97명(20.2%), ‘학점은행제’

55명(11.4%), ‘사이버대학’ 53명(11.0%) 순으로나타났다.

Variable Division N(%)

Gender
Male 7(1.5)
Female 474(98.5)

Age

21-30 years old 153(31.8)
31-40 years old 159(33.1)
41-50 years old 146(30.4)
From over 51 years old 23(4.8)

Type

Home childcare 116(24.1)
Private daycare center 182(37.8)
National daycare center 119(24.7)
Work daycare center 13(2.7)
Seoul type / Public Type 37(7.7)
Etc 14(2.9)

Career

Less than 1 year 25(5.2)
1year↑- 3 years↓ 148(30.8)
3year↑- 5 years↓ 138(28.7)
5year↑- 10 years↓ 101(21.0)
from over 10 years 69(14.3)

Child
age
in
charge

under 1 year old 55(11.4)
1 year old 125(26.0)
2 year old 125(26.0)
3 year old 79(16.4)
4 year old 59(12.3)
5 year old 38(7.9)

Edu
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54(11.2)
College graduation 242(50.3)
University graduation 151(31.4)
Graduate school graduation
(Include Master and PhD) 28(5.8)
Etc 6(1.2)

Qualificatio
n path

Childcare teacher education center 112(23.3)
Credit banking system 55(11.4)
Cyber University 53(11.0)
College 164(34.1)
University 97(20.2)
Total 481(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M(SD) Skewness Kurtosis

Job
Stress

2.62(.59) -.012 .133

Self
Esteem

3.85(.53) -.401 -.331

Psychological
Burnout

2.17(.51) .229 .443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각변수들의평균값을살펴보면직무스트레스의평균

값은 2.62(표준편차는 .59),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3.85(표

준편차는 .53), 심리적 소진의 평균값은 2.17(표준편차는

.5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비교적높은데반해심리적

소진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정규성

검증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

진의변수들은왜도의절대값이 3보다작고, 첨도의절대

값이 10을넘지않아정규분포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

고, 따라서 측정모형의 경로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Job Stress
Self
Esteem

Psychological
Burnout

Job Stress 1 　 　

Self Esteem -.121** 1 　

Psychological
Burnout

.606*** -.3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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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관계수는 .606이고 p<.001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직

무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 상

관계수는 -.121이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p<.001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소진과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상관계수가 -.342

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p<.001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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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

해 독립변수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심리적소진에미치는영향에있어서자아존중감을매개

변수로 설정한 초기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²=173.784, p=.000,

GFI=.938, RMR=.026으로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난 반

면 RMSEA=.082로 기준치에부적합하게나왔다. 따라서

수정지수를통해모형의적합도를증대시킬필요가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β

=-.173, p<.005),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경로(β=.738, p<.005), 자아존중감이심리적소진에미치

는 경로(β=-.411,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보여주었으나, 모형의적합도가부적합하게나타났으

므로모형의적합도가증대될때까지수정모형을탐색하

였다. 최종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Fig. 1과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x²=136.168, p=.000, GFI=.950,

RMR=.023, RMSEA=.072 등의값을나타내어적합한모

형이 이루어진 것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x² df p RMR GFI RMSEA

1 173.784 41 .000 .026 .938 .082

2 136.168 39 .000 ,023 .950 .072

1: First model, 2: Final model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

리적소진간에경로계수가모두 p<.01로 유의수준이높

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소진 간

에 최종 3개의 경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β=.769), 직무스

트레스 → 자아존중감(β=-.185)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의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 개인관련(β=.675), 직

무스트레스 → 학부모관련(β=.611), 직무스트레스 → 원

장및교사관련(β=.627), 직무스트레스→행정적지원(β

=.826), 직무스트레스→업무관련(β=.769), 직무스트레스

→ 원아활동(β=.651)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 → 심리적 소진(β=.-387)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관계를 좀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 심리적 소진(β=

-.387), 자아존중감→긍정적자아(β= .619), 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β= .775)의 경로계수가모두유의미한것

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가높을수록심리적소진은높아지는반면자

아존중감은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심리적소

진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가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Path Standadized Unstandardized S.E. C.R.
Job Stress -> Self Esteem -.185 -.145 .049 -2.933
Self Esteem -> Psychological Burnout -.387 -.606 .093 -6.547
Job Stress -> Psychological Burnout .769 .939 .077 12.226
Job Stress -> Personal-related .675 1
Job Stress -> Parent-related .611 .955 .080 11.881
Job Stress -> Directors & Teacher- related .627 1.022 .086 11.920
Job Stress -> Administrative Support .826 1.323 .087 15.228
Job Stress -> Business-related .769 1.139 .079 14.489
Job Stress -> Child Activity .651 .919 .073 12.576
Self Esteem -> Positive Self .619 1
Self Esteem -> Negative Self .775 1.222 .184 6.628
Psychological Burnout -> Emotional Exhaustion .773 1
Psychological Burnout -> Non-humanization .171 .187 .056 3.357
Psychological Burnout -> Reduced Sense of Accomplishment .607 .561 .047 11.979
***p<.001

Table 5. Modified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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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및 총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Table 6과 같

다. 구조방정식모형에제시된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

진에미치는직접효과는 0.769로 그영향력이매우큰것

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을 통해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5)×

(-.387)=.072이며, 총효과는 0.841로 높게나타났다. 이결

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심리적 소진에 직

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동시에자아존중감을매개로하

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간접효과의 확인은 자아존중감이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한 내적자원의 강화

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Job Stress→
Self Esteem

-.185 -.185

Self Esteem→
Psychological
Burnout

-.387 -.387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769 .072 .841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이상의효과분해결과를통해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

스가자아존중감을매개로심리적소진에유의미한영향

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각변수간의매개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행하였다. 부

트스트랩핑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자아

존중감→심리적 소진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간접효과=0.072, p<0.05)를 보임으로써자아존중감이직

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임

이 검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

였다. 주요분석결과와그에따른논의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

지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를 설명한 연구[20]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적

소진역시높아진다는사실을밝힌연구결과와동일하며,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이

직율을 분석한 연구결과[34]와도 일치함을 보였다. 보육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있

어서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보육교사들에게적절한

수준의스트레스는긴장감을유발하여자신의역할을효

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계기가되지만, 잡무과다나

Fig. 1. Modified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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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 및 행정적 지원의 부족, 동료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속적

인 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가져올 수 있

다.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원인이며 과

정이다. 장기간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정신건강 뿐

아니라육체적인건강에도해를끼쳐정상적으로보육교

사의역할을수행하기어렵게되어보육교사로서의좌절

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보육교사의자아존중감에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을

중요하거나가치있는존재로인식하는개념이다. 보육교

사가업무나대인관계상의스트레스로인해집중력이낮

아지고무력감과정서적인불안정을경험하게되면스스

로를무능력하고무가치한사람으로자학하기쉽고결과

적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받게 된다. 이

는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상황대응능

력의 결여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횟수가 감소되는 등

질 낮은 수업을 진행한다는 연구결과[36]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업무관련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교구교재 및 수업자료 준비와 수

업 이외의 잡다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교사 또는

행정교사의충원과적절한원아수의학급운영이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사회에서 부

모를대신해주양육자의역할을담당하고있는보육교사

의높은자존감은자신을가치있는사람으로평가하면서

모든일에긍정적이며자신감을가지고적극적이며진취

적으로 업무을 수행하는데 일조한다[37]. 보육교사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부족하다면보육교사의삶의질이저하되어영유

아보육에있어서도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반

면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

으며모든일에적극적으로활동하는보육교사는스트레

스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

적소진사이에서매개효과(간접효과=.072, p<0.05)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은 타인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

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의 결과로 이어지는 소

진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소진을 경

감시켜주는중요한내적변인으로작용한다[38]. 일반적

으로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

스의연장선에있는심리적소진역시경감시킬수있다

[19]. 그러나낮은자아존중감은수업진행에있어서영유

아들과 부적절한 상호작용 등으로 질 낮은 수준의 수업

상황을 초래하며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심리적 소진

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16].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간에자아존중감이중요한매개역할을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보육교사의 심

리적소진에원인이되는직무스트레스상황에서보육교

사를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anden[39]은 인간의삶에있어서필수적으로가져야하

는 강력한 욕구는 자아존중감이며 부족할 경우 심리적

성장장애를경험한다고하였다. 이처럼자아존중감은자

신이처해있는상황에서능동적으로현실과이상을상호

조화롭게연결시켜가면서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

주는중요한요인이다[17]. 현재를살아가는대부분의사

람들은각자의영역에서직무스트레스를받고그것이원

인이 되어 소진을 경험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소진의 정

도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인이 자아존중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

스를 낮춰 심리적 소진의 발생비율을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어떠한상황에서도긍정적으로판단하며, 자

신을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아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가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 간에서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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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심리적소진세변수간의관계를입증하고, 문제상

황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중요

성과보육교사들이자신의가치를높이고긍정적으로교

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보육현장에서 드러나

는양질의보육교사수급상의어려움에주목하여보육교

사들의심리적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심리적

소진을경감할수있는실천적인대안과자아존중감증진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보육교사에대한처우는어린

이집 설립 유형별에 따라 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

하므로 보육교사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 경기, 인천지

역에있는보육교사로한정시켜분석한연구결과를보육

교사 전체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

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변수 구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

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보다 다양한 변인

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종합적인 분석

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의심리적소진

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에대한통계분석에집중함으로

써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소진의 실제적인 경험과 내용, 구체적인 맥락 등을 이해

하는데한계를안고있다. 이러한점을보완하여후속연

구에서는 설립 유형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와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표집으로 확장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과 같이 보육교사의 심

리적소진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변수등을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나아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넘어 연구대상자들의 생생한 자기 체험과

목소리에기반하여전체적인심리적소진의과정을포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병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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