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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간에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인성 하
위요인 인간애, 창의ㆍ인성, 사회관계, 그리고 직무수행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과 아동학대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은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성과 관련
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
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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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between childcare teacher 
personality and child abuse, and provides basic data on personality education and coping strategies for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326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in Incheon, Korea.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subjected to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s Z-test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with using SPSS 20.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was found that job performance, a sub-factor of childcare teacher 
personality, had an effect on child abus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childcare teacher 
personality, humanity, creativity and personality, social relations, and job performance had an effect on 
job stress. Third, it was found that childcare activities, the sub-factors of job stress,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had an effect on child abuse. Fourth, it was found that childcare activities, sub-factors of 
job stress, partially mediated between job performance and child abuse, a sub-factor of childcare 
teacher person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and contain child abuse by childcare 
teachers, specific plan must be actively prepared to improve job performance skills related to childcare 
teacher personality and reduce the burden of child care activities which is a sub-factor of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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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 2018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발표
에 의하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해마다 11,715건(2015년), 
18,700건(2016년), 22,367건(2017년)으로 증가되었
다. 이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4년 300건
(3%), 2015년 432건(3.7%), 2016년 501건(3.2%), 
2017년 843건(3.8%), 그리고 2018년 811건(3.3%)으
로 2014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하여[1][2], 보육교직
원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되었다.

영유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부모나 
아동양육자로부터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아동복지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어
린이집은 새로운 사회화 기관으로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다. 특히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1차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러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는 영유아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며 정
상적인 성장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학대행위자로서 
보육교직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891건 중에 정신
적장애(0.1%),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9.1%), 성격 및 기
질문제(1.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3.5%), 특
성 없음(13.8%), 파악 안됨(72.3%) 등으로 나타났다
[3]. 학대행위자로서 특성이 없거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해석이나 누구나 아동학대를 할 수 있
는 소지가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교직원의 보
육전문성 문제, 원장의 보육전문성 문제, 어린이집의 위
계적 조직 특성, 업무 과중, 교사 간 반목, 교사 간의 소
통 부재, 원장과 교사 간 갈등과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해 발생했다[4].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1순위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79명, 
39.3%), 2순위 아동발달과 보육에 대한 지식 부족(65
명, 32.3%), 3순위 업무와 스트레스(56명, 27.9%) 등으
로 나타났다[5]. 또한 유치원교사 162명을 대상으로 아
동학대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95명, 58.6%), 교사의 
그릇된 인성(35명, 21.6%),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22
명, 13.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
으로는 교사의 근무환경개선(71명, 43.8%), 교사 대 아
동비율 감소(64명, 39.5%), 교사의 인성교육(15명, 
9.3%),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11명, 6.8%) 
순으로 나타났다[6].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원
인으로 지목된 요인은 직무여건, 직무태도, 직무만족도, 
직무특성 등이었고 보육교사의 개인적 요인과 인성이
었다[7][8].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
무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의 필요와 직무스트레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육의 기본 틀을 끊임없이 변화
시켜 왔으며, 보육 프로그램과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양질의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의 전문적 자질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9][10]. 그러
나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빈번하고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은 보육환경이나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의 
전문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은 전문성과 인
성 두 가지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상습적인 
아동학대와 비윤리적인 기관운영 등과 같은 전문성 부
족의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지탄을 받고 
있다[11]. 또한 보육교사의 인성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
육교사의 인성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인적 환경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보다 더
욱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1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긴장, 욕구좌절, 불안, 분노, 의기소
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13]. 보육교사가 경
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과중한 업무, 높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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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열악한 근무환경, 동료 및 학부모, 원장과의 관
계,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발되고
[14],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와 가족에게 제공
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실 내에서 불안, 긴장, 분
노, 과민,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교사의 부정적 정서는 아동과 교사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교사가 경험하는 지속적인 직무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
동학대는 보육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다. 보육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5][15]에서도 아동학대 발생
원인의 1순위가 과중한 업무와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
구[16]는 보육교사의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교사와 영유아간에 긍정적인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
의 인성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아
동학대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생애 초기 발달과정에서 폭력
과 거부에 노출되어 기본적 신뢰감 형성이 어렵고, 영
유아시기의 학대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인 불
안, 회피,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비사회적 행동, 그리
고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 보
도되는 보육교사에 의한 강도 높은 아동학대는 부모들
의 불안과 불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신뢰감 
형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보육교사의 인성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인천 송도국
제도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보도로 인해 교사인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
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
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이 미흡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성과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직무만족
도, 이직의도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어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도 많지 

않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
를 함께 조망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인성이 아동학대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 아동
학대를 동시에 조망하여 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과 
직무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교사 인성
보육교사 인성은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보육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
의 습득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응적인 사람,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
다. 

전재선, 최종욱(2012)은 유아교사의 인성자기평가도
구 개발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인성 특성을 자애, 자아
실현, 인간관계, 직무수행, 창의ㆍ인성 등 5 가지를[17] 
제안하였다. 이후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을 위해 인성덕목을 자기이해, 사회관계, 기본소양, 자
기개발 등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18]. 또한 이미
자, 강은주(2019)는 전재선의 인성자기평가 도구를 수
정하여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ㆍ인성 등을 제안하였다[19]. 

교사인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
우 1967년 초등학교 교사의 인성에 관한 연구[20], 
1975년 교사의 인성특성이 아동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를[21] 시작으로 1995년 특수유아교사
[22]와 유아교사의 자질[23]에 관한 연구,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와 영유아의 인성에 대한 연구[24] 등
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의 경우 Stone과 Church 
(1968)는 아동을 좋아하는 마음, 아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사로서의 전문 지식, 기민한 관찰자, 아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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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정서적 경험을 해석하고 명백히 하며, 우연히 발생
하는 기회를 학습으로 이용하는 참여자, 신체적인 정력
[25] 등을 유치원교사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Leeper, 
Skipper 그리고 Witherspoon(1979)이 제기한 유아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개방성, 유머감각, 능력, 신뢰, 외
모, 창의성, 말씨, 목소리, 의사소통능력[26] 등이다. 
Seefeldt(1980)는 아동을 좋아함, 아동의 현제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융통성, 선입견을 갖지 않음, 지적 
호기심, 실제적 경험이 수반된 수업 능력, 아동과 부모
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좋아함, 교사자신의 필요를 달
성할 수 있는 능력, 흥미, 미래 성장 능력[27] 등을 교사
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볼 때 
영유아교사의 인성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보육교사 인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
은(2016)은 긍정적 자아개념, 교사의 인간애(이타심, 
용서), 직무수행(자신이 역할에 대한 신뢰형성), 사회관
계(자지조절,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창의ㆍ인성(유모/
위트, 사회문제인식, 창의적 성향)[28]을, 이영림(2016)
은 존중, 배려, 원만한 인간관계, 협동, 절제, 성실, 책임 
등을 제안하였다[29]. 염은하(2020)는 보육교사의 인성
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교사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도덕성, 사회성, 소명의식, 학생열정, 교
육신념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30], 이혜진(2020)은 
인간애, 긍정적 자아,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ㆍ인성
[31]을 제시하였으며, 정은희(2019)와 김숙미, 구광현, 
김보현(2020)은 원만한 인간관계, 성실성, 유아에 대한 
사랑, 도덕성, 인간애, 봉사정신, 인내심[32][33]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 인성 요인은 연구자마
다 다양한 요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보육교사의 인성을 전재선, 최종욱(2012)[17]과 
서현, 임지윤, 박미자(2013)가 제시한 인간애, 자아개
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ㆍ인성을 중심으로 설정하
였다[34].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사 개인 특성과 자질, 교내
의 학생관련 문제, 동료교사 관계에서의 문제, 경영자, 

행정 당국, 학부모 관계, 근무 조건 등 개인과 인적ㆍ물
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35].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동료교사나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긴장상태, 유아의 안전사고 위험, 학부모들
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교사 자신의 자존심이나 안녕의 
위협 상태 지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형 유지를 위한 
심리적 대처기재와 생리적 변화의 결과로 경험하기도 
한다[36].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와의 보육활동,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 교사 상호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
계, 시간 관리의 어려움, 교사자신의 내적 갈등, 스트레
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증상 
등 8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37]. 김리진, 홍연애
(2013)는 보육교사 스트레스를 유아, 동료 관계,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 등 7가지 하위요
인으로 설명하였고[39], 장성예, 이주연(2018)은 아동
들과의 활동, 업무관련, 시설설비, 행정적 지원, 동료관
련, 학부모관련, 경제적 안정 등 7가지로 범주화하였다
[38]. 최근 연구에서는 업무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
부모와의 관계, 원장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40][41]과 이에 보육활동을 추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
다[42]. 또한 조형숙, 정우영, 길민영(2018)은 1989년
부터 2018년까지의 65편의 국내 석ㆍ박사학위논문과 
31건의 학술지 자료를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을 개인관련(자기이해, 성격요인, 정서요인), 관계
관련(대인관계), 조직/행정관련(조직분위기, 관리자 요
인), 업무관련(직무태도, 역할), 수업/전문성 관련(유아
와의 활동, 교사자질, 교육신념) 등의 요인으로 범주화
하여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동향을 분석하
기도 하였다[43].  

이러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관련
이 높다[44].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정신적, 신체
적 건강과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수행,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45][46].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교사 자신과 영유아
교육기관 구성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
히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증가는 개인의 신체적ㆍ심
리적ㆍ정신적인 문제행동과 사회적 관계의 부적응 행
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심지어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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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44][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직무스트레
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제기된 하위요인의 공통적 요인과 최근에 제기된 요인
을 중심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업무과부
하,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지원 부족, 보육활동으로 설
정하였다[40-42]. 

3. 아동학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48]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은 1930년 조선통신사의 아동학대방
지법안: 朝鮮父母の警醒すべき事(아동학대방지법안: 
조선부모가 경계하고 깨우쳐야 할 것)이 기록으로 남겨
져 있다[49]. 이후 193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
었다[50][51]. 이는 당시 부모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
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 변화는 요보호
아동보호를 중점으로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 
1981년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과 예방, 방지를 위한 공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또한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
나 이 두 법은 배우자 폭력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아
동학대의 주요 근거 법령과는 거리가 멀다[52]. 

이후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
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고, 2000년 아동복지
법의 전면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시행
으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점차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을 가져야 함을 비로써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피학대아동을 위한 긴급 조치 및 보호
체계 등과 관련된 조항 신설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

한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법은 아동학대에 대
한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일부 수정 및 개정해 나가고 있다[52].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구분[48]하였
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에 손상을 주
거나 또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이
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
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
적인 행위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언어적ㆍ정신적ㆍ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셋째, 성적
학대는 보호자 및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
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말한다. 그
리고 넷째, 방임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유기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
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문제는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3][53][54], 재학대와 아동학대가 대물림되
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55], 심지어 영유아기
관의 교사가 된 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나타날 수 있
으며, 학대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체벌에 대해서 높
은 허용도를 가지게 된다[44][56][57]. 따라서 최근 증
가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상황과 관련하여 아
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가 당면하고 있는 직무스
트레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직무스
트레스가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간에 어떠한 관
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보육교사 인성,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는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박윤조, 임명희, 안정숙(2015)은 보육교사 인성이 높을
수록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인성이 
높은 보육교사로 인한 학대 발생률이 적을 수 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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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이는 아동학
대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으로 해석하였다[16].  

보육교사 인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인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58], 인성의 하위요인인 인간애, 긍정적 자
아개념, 창의ㆍ인성이 직무만족도, 동료관계, 원장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59][60], 인성이 원장
의 운영방식과 태도,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61]. 이는 보육교
사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62].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인
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42][44]는 이들 요인이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
고예방 인식이 낮으나 실제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신고
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예방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오히려 
문제를 사회적 지지 추구와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보다 
문제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였다[63-65]. 최근의 보육교
사 직무스트레스가 매개효과인 연구는 박선미, 장용언
(2019)[66], 김근혜(2018)[67], 김은경, 곽경화(2019)[68], 
구민주, 신여울, 박다은(2018)[69], 김정희, 조숙영
(2019)[70] 등이 있다.  

끝으로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직무스트레스 간
의 매개효과 연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아동학대 간
에 매개효과가 없거나[66], 아동학대와 인권감수성[67]
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 간에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기도 하였다[44][68]. 그러나 현재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각 요인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가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개인의 
연령, 결혼유무, 경력, 근무시간, 급여, 담당아동 연령, 
학력, 시설유형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통제변
수로 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는 보육교사 인성, 매개변수는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종속변수는 아동학대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보육교사 인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 보육교사 인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직무스트레스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사

이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50개소의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 이전에 20일간 
어린이집 5개소의 보육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35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회
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4부를 제외
한 326부를 최종 분석 및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
였다.   

2. 측정도구  
2.1 보육교사 인성
보육교사 인성 검사도구는 전재선(2011)이 개발[69]

한 인성자기평가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
육교사 인성 하위요인은 인간애(10문항), 긍정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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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0문항), 사회관계(10문항), 직무수행(10문항), 창
의인성(12문항) 등 5개요인(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인성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52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고, 하위요
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 .94이었다, 

2.2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는 김정자(2014)가 수정ㆍ보

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70], 
Clark(1980) 개발[71], D'Arienzo, Moracco와 
Karajeuski(1982)가 수정한 교사 직무스트레스 요인
[72], 신혜영(2004) 교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척도
[73])와 양안숙(2008)이 개발한 보육교사 직무스트레
스[74]를 본 연구를 위해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업무과부하(8문항), 
동료와의 관계(8문항), 학부모와의 관계(8문항), 원장지
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8문항), 보육활동(8문항) 등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가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40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3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 .94이었다, 

2.3 아동학대
아동학대검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학대
검사 하위요인은 신체적 학대(1, 2, 3*, 4*; 4문항), 정서
적 학대(5*, 6*, 7*, 8*, 9*, 10; 6문항), 방임(11*, 12*, 
13, 14*, 15; 5문항), 성적 학대(16*, 17, 18; 3문항) 등 
총 18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18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 ～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회귀분석을 위한 분석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
여부 판단을 위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대값,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간에 회귀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
학대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78]의 방법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고, 검증을 위해 Sobel의 Z검증을 실시
하였다. Sobel의 Z검증은 p< .05 수준에서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해석된다.

  

Ⅳ. 연구결과  

1. 보육교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보육교사 인성 5개 하위요인을 투입한 회귀분
석 결과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 회귀모
형의 설명력과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들
이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의 설명력은 14%(R²= .14)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여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8.74, p= 
.000). 또한,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발
생하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하이며, 분산팽창
요인(VIF)은 10.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
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중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직무수행(β= -.43, t= -4.46)으로 나타났다
(p <.05). 이는 보육교사가 직무수행을 잘 수행할수록 
아동학대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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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육교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p< .001

2. 보육교사 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 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5.3%(R²= .053)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
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2.82, p= .001). 또한, 독립
변수 간 선형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한 결과, 공차한
계는 모두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0.0 미
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중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인간애(β= -.17, t= -1.98), 
사회관계(β= .21. t= 2.27), 직무수행(β= .24. t= 2.31), 
창의ㆍ인성(β= -.22. t= -2.16)으로 나타났다(p< .05).

표 2. 보육교사 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p <.05

3.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5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
과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12%(R²= .12)
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7.10, p= .000). 또
한,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다
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한 결
과,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
은 10.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
는 없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아동학대에 영
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보육활동(β= .24, t= 2.87), 학
부모와의 관계(β= -.47. t= -4.99)로 나타났다(p< .05).  

표 3.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7 .15 11.53 .00

동료와의 관계 .05 .05 .09 .93 .36
원장지도력과 행정지원 .07 .06 .13 1.29 .20

보육활동 .15 .05 .24 2.87* .01
업무과부하 .11 .06 .17 1.89 .06

학부모와의 관계 -.26 .05 -.47 -4.99*** .00
R²= .12, adj. R²= .11, F= 7.10,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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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한 매개분석 절차에 따랐다. 첫째, X와 Y간의 상관관
계, X와 M간 상관관계, M과 Y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여
야 한다. 둘째, 만약 X와 Y사이에 M이 개입된 상태에
서 X와 Y관계가 유의하지만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변하면 부분매개가 되며, X와 Y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매개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가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의 Z
검정을 사용하였다. Sobel의 Z검정은 계수값 a와 b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보여야 하고, 곱(a x b)이 다변량 정
규분포를 나타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Sobel의 Z검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a=비표준화 계수, Sa=a의 표준오차, 
b=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b=b

의 표준오차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7 .22 14.29 .00
인간애 -.09 .06 -.11 -1.46 .15

사회관계 .11 .07 .14 1.54 .13
긍정적 자아개념 -.00 .05 -.01 -.08 .94

직무수행 -.39 .09 -.43 -4.46*** .00
창의‧인성 .08 .09 .08 .88 .38

R²= .14, adj. R² = .12, F= 8.74, p= .00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21 .34 9.60 .00
인간애 -.18 .09 -.17 -1.98* .05

사회관계 .25 .11 .21 2.27* .02
긍정적 자아개념 -.10 .08 -.11 -1.34 .18

직무수행 .30 .13 .24 2.31* .02
창의‧인성 -.29 .14 -.22 -2.16* .03

R²=.05, adj. R²= .03, F= 2.82,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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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H0: X1과 X3의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다.
H1: X1과 X3의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다.

4.1 직무스트레스의 보육활동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들이 아동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 직무수행(β= -.44, t= 
-4.70)만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5).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
(β= .20, t= 3.58)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 .05).  

표 4. 직무스트레스의 보육활동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5 .24 10.92 .00

직무수행 -.40 .09 -.44 -4.70*** .00
창의‧인성 .12 .09 .13 1.36 .18
인간애 -.07 .06 -.08 -1.06 .29

사회관계 .06 .07 .08 .86 .38
긍정적 자아개념 .00 .05 .00 -.00 1.00

보육활동 .13 .04 .20 3.58*** .00
R²= .17, adj. R²= .15, F= 9.82, p=.00

***p< .001

[표 4]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하위요인 보육활
동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경로 중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의 유의
성 정도가 약간 줄어들어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 하
위요인 보육활동은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
과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
이 높은 보육교사는 아동학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실제로는 직무수행이 높으면, 보육활동이 높아
지고 아동학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의 부분매개효과

4.2 직무스트레스의 학부모와의 관계 매개효과 검증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동학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에 대한 설명력은 
12%(R²= .12)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6.18, 
p= .000). 

표 5. 직무스트레스의 학부모와의 관계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2 .26 11.82 .00

직무수행 -.36 .09 -.39 -4.01*** .00
창의‧인성 .08 .09 .08 .84 .40
인간애 -.10 .06 -.12 -1.51 .13

사회관계 .11 .07 .13 1.42 .16
긍정적 자아개념 -.00 .05 -.01 -.07 .95
학부모와의 관계 -.00 .03 -.00 -.04 .97

R²= .12, adj. R²= .11, F= 6.18, p=.00
***p< .001

[표 5]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중 학부모와의 관계
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경로 중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이 유의하
지만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학부모와의 관계는 유의
하지 않아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 

그림 3. 직무스트레스 학부모와의 관계 부분매개효과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간에 직무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를 Sobel의 Z검증
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부분매개효과 경로계수와 Sobel 검정 결과 

경로
독립→매개(a) 매개→종속(b) 간접

효과 Z(p)Estimate SE Estimate SE
보육교사 인성(직무수행) → 
직무스트레스(보육활동) → 

아동학대
.30 .13 .15 .05 .04 1.8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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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의 Z검증결과, 보육교사 인성 중 직무수행이 아
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 중 보육활동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05수준에
서 확인되었다(Z= 1.80, p= .04).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보육교사 인성을 설정
하여 인간애, 사회관계, 긍정적 자아개념, 직무수행, 창
의ㆍ인성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아동
학대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하
위요인으로 하였다. 매개변수는 직무스트레스로, 직무
수행, 업무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원
장의 지도력과 행정적 지원, 보육활동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 50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육교사 350명에게 구조화된 설
문지를 배포ㆍ회수 하여 수집된 설문지 중 326부를 부
호화하여 분석처리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
석, 다중회귀분석,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이 아동학
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은 자신이 맡은 사무를 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는 보육활동과 유아보호 관련 업무이
다. 보육교사가 보육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서 영
유아의 신뢰를 높이고 영유아와 교사간 긍정적 상호관
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관계는 아동학대와
는 거리가 멀다. 즉 보육교사의 책무인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동학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미곤(2016)의 연
구[58]에서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직무수행, 창의성
이 영유아와 교사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고, 인간애, 직무수행, 창의성이 행동적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수행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미곤의 연구와 부분
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수행이 아동학
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동학대를 감소
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중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하
는지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 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인간애, 창의
ㆍ인성, 사회관계, 직무수행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인간애와 창의ㆍ인성이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 감소하고, 사회관계와 직무수행 정도
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박윤조, 임명희, 안정숙(2015)의 연구
[16]에서 창의ㆍ인성을 제외한 인성의 하위요인들이 직
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부 일치하
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육교사 인성 요인 중 인간애와 창의ㆍ인성, 사회관
계와 직무수행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인간애와 
창의ㆍ인성은 따뜻한 마음 또는 공감능력이라 할 수 있
으며, 사회관계와 직무수행은 인내, 성실, 책무, 신뢰 등
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스트레스를 지각
하는 정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원만한 사회관계
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긴장과 많은 인내가 필요하
며 직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실성, 근면성, 책임
감 등이 따른다. 업무의 성과는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지만 과다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 학부모와
의 관계 등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육활동과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보육활동은 영유아와 같이 있는 시간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되는 보호와 교육활동이다. 영유아 특성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오는 정신적ㆍ신체적 스
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부모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학부모의 지나친 참견과 지나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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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시에 상당한 압력과 피해
가 돌아올 수 있다는 지각이 영유아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될 수도 있다. 이진영(2016)의 연구[71]에서 직
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그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하위요인들 중 아동학대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사이의 관계에서 직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이 부분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이 높을수록 아
동학대가 감소하는 관계에서 보육활동으로 인해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다
른 하위요인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
사 인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직무스
트레스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수행이 아동학대를 감소시키
는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인 보육활동의 매개효과로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무수행 자체
는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보육활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
한다. 일이 많아지면 보육활동이 많아지며, 보육활동으
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게 된다. 결국 
직무수행은 아동학대 감소 효과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직무수행을 잘하면 영유아와 교사 간에 긍정적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보육활동
이 많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육
체적ㆍ정신적 피로감과 소진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곧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교사가 더 많은 일을 소화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정해진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
한이 주어져한다. 이는 유능한 보육교사의 소진 및 이
직현상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아
의 안전한 보육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 미비하여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나 본 연구를 시작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인성,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인성, 아동학
대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간의 영향을 살펴보
고,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성교육
과 직무스트레스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인천광역시 50개 어린이집
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조사는 보
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의 평가 방법을 자기기입식으
로 하였기에 실제 타인이 보는 인성과 피학대 영유아의 
피학대경험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학대경험과 피학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를 병행하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
인을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에만 한정하였기
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차후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인성이 높을
수록 아동학대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
동학대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이 필
요함을 제기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보
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하다. 최근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교사의 업무 및 보
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평가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의 수를 줄여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보육인력에 비해 보육교사가 체감하는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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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활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및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
체인력 지원, 보육교사가 보육활동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서류업무의 간소화와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사
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채신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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