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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roles 

of motivation for child care work. The subjects were 238 child-care teachers who were worked at child-care centers in Seoul. 

Questionnaires were used to rate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tivation for child care work of teachers. The collected 

data were main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multi-

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urnover intention ac-

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areer at the current child-care center and total career. Second, job stress was pos-

itively correl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motivation and material motivation. And turn-

over inten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motivation and material motivation. Third, a moderator effect of the active 

motivation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the turnover intention. Especially the active motivation 

is suggested to reduce the negative results of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active motivation which is considered as an aptitude, interest, affection for children and self realization when child-care 

teachers make a decision to enter the child-care work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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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과거 

가정에서 담당하던 양육의 기능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전이

되면서, 국가의 공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의 증가를 가속화

하였고, 그로 인한 영유아보육의 양적 발전이 괄목할 만

하다. 보육통계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약 38,02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279,910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았

으며, 2014년에는 43,742개소 어린이집을 1,496,67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어, 최근 4년 동안에 어린이집은 약 

15.0%, 이용 영유아는 약 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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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유아보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발맞춰, 양질

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보육

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변인 탐색 연구가 꾸준히 행해지

고 있으며, 보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보수교육 등 많은 노력이 현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 중 핵심은 보육

교사이다.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힘든 업무적 특성, 열악한 근무환경, 낮

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률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J. Lee & S. Lee, 200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2)의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의 18.0%는 사직 또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9.1%는 

실제로 사직 또는 이직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7.0% 이상의 보육교사는 사직 또는 이직에 대한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

육교사로서의 경력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한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고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H. Lee, 2011).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영유아와 학부모에게는 물론 

어린이집 및 동료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사의 이직으로 하여금 교사와 형성

하였던 애착이 불안정해지고, 새로운 교사에게 적응할 때 

발생되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K. Pyo & Y. Hwang, 

2011). 학부모는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뢰하

지 못하게 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있어서 

불만족하게 되고, 교사와 어린이집과의 신뢰구축에 어려

움이 겪는다(H. Kwon, 2008).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새로

운 인력의 모집과 선발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고(H. 

Yoon, 1996), 새로운 교사를 채용했을 때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소모되어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M. 

Whitebook & L. Sakai, 2003). 또한 어린이집에 남아있

는 동료 교사들의 근로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무만

족, 응집력, 헌신도 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J. Seo, 

2002). 특히 다른 교육 영역과 비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

률은 높은 편이고(D. Phillips, D. Mekos, S. Scarr, K. 

McCartney, & M. Abbott-Shinn, 2000, as cited in H. 

Kwon, 2008), 이렇게 높은 이직률은 어린 영유아가 받는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이직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 이직률을 낮

추는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옮기려는 행위, 다른 직장의 탐색, 이직을 생각하는 행위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R. D. Iverson, 1992, as cited in 

H. Yoon & P. Noh, 2013)으로 이직의도는 이직의 과정

에서 이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R. W. 

Montague, 2004)이며 이직의도가 이직으로 실제 이어지

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A. C. Bluedorn, 

1982). 보육교사의 이직연구는 실제로 이직을 한 이직자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에, 주로 이직의도를 지니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행해지고 있다(H. Yoon & P. Noh, 2013).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연령이 낮고, 총 근무기간

이 짧으며, 보수에 불만족하고, 급여가 적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Bae, Y. Kim, & S. Han, 

2014; H. Yoon & P. Noh, 2013). 또한 기혼 보육교사 

보다 미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더 높고(C. Hong, 

2008),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교사보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교사가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

다(S. Bae et al., 2014; B. Jeon & K. Yun, 2014). 그러

나 일부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

육수준, 결혼상태, 어린이집 설립유형, 경력, 근무형태, 학

력, 월평균 급여 수준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E. Koo & S. Park, 2013; B. Lee & G. 

Lee, 2012; J. Lee & J. Ko, 2015; H. Yoo, 2011). 따라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이므로, 보육교사의 인

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은 다양하게 조사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교사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고 심리적, 정서적 소진을 많이 

경험하며 직무에 불만족 할수록 이직의도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조직몰입, 경력

몰입, 조직 내 의사결정참여 수준이 낮으며 직무 환경 및 

조직건강 수준이 나쁠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S. Bae et al., 2014; R. L. Carson, J. J. 

Baumgartner, R. A. Matthews, & C. N. Tsoulopas, 

2010; I. Choi, 2013; S. Hong, 2012; J. Knag & K. Lee, 

2015; E. Koo & S. Park, 2013; H. Lee, 2011; J. Lee & 

J. Ko, 2015; N. Lim & A, Kim, 2014; J. McCormick & 

K. Barnett, 2011; H. Yoon & P. Noh, 2013). 그 중 보

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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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 Liu & A. J. Onwuegbuzie, 

201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긴장, 불안, 분노, 좌절감, 회

의감,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말한다(J. Kwon, 

2010). 보육교사는 보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행정지원 부족, 업무과

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원아들과의 활동

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으로 알려져 있다. 보육교사직의 

경우, 권한은 작은 반면 책임이 크고(J. Lee & S. Lee, 

2006),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직무의 특성상 스트

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H. Kwon, 2008). 이

러한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유발된 다양한 스트

레스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거나 혹은 보육교사 

직무수행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군으로의 전환을 시

도하기도 한다(B. Curbow, K. Spratt, A. Ungaretti, K. 

McDonnell, & S. Breckler, 2000, as cited in H. Kwon, 

2008; M. E. MorBarak, A. Levin, J. A. Nissly, & C. J. 

Lane, 200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높고(H. Yoon & P. Noh, 2013), 원장의 

지도력 부족, 행정적 지원의 부족, 업무 과부하, 직무자체

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보육교사가 높게 지각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K. Pho & Y. Hwang, 2011).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및 보수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S. Bae et al., 2014; J. Lee, K. 

Kim, & H. Shin, 2011), 동료교사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

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

스도 이직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J. Kang & K. Lee, 2015).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그것이 누적될 때 소진이나 이

직의도로 연결된다고 지적하였다(K. Greene, 1999). 이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

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지

난 1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보육교사의 직무스

트레스를 줄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D. 

Moon, 2012).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H. Kwon, 2008; J. Lee et al., 2011; A. Yang, 

2008).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단편적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들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스

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보육교사 개인적 

변인에도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보

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지니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이직의도

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높은 몰입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의 일정 부분을 감소시키고(S. Hong, 2012), 개

인적 성취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완충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 Kwon, 2008). 또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게 하여 이직의

도를 완화하고(J. Kang & K. Lee, 2015), 교사의 직무스

트레스가 높아도 교사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면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K. Jeong, 2007). 그리

고 교수효능감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 경우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Y. Beak,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몰입과 개인적 성취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교수효능

감과 같은 보육교사의 내적요인에 의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수준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의 위험요소에 따른 이직의도의 개인

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완충 요인을 탐색하고 규명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

를 조절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내적요인으로 교직선택동

기를 조사하고자 한다. 동기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행동의 

방향, 강도,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역동적인 힘으로(G. P. 

Latham & C. C. Pinder, 1998) 인간이 자신의 일을 선

택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S. Lee, 2006). 어떤 일을 지속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도록 하고, 선택된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과 몰입정도

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동기는 모든 인간의 삶과 교

육적 활동에 관련이 있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M. Namgung, 2011).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흥미와 능력을 우선시 한 내재

적 동기가 작용하기도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나 타인

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재적 동기가 작용하기도 한다(E. L. 

Deci, R. U. Vallerand, L. G. Pelletier, & R. M. Ryan, 

1991). 다른 직업도 물론이지만 교사직은 직접적으로 인

간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하기에 앞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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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으며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J. 

Choi, 2006; S. Oh & Y. Jang, 2011). M. Huberman 

(1993)은 교사의 교직선택동기를 3개 하위요소로 분류하

였으며,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영유아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능동적 동기와 잠정적 직업으로 택하는 

수동적 동기, 그리고 경제적 측면, 근무조건, 안정성 등을 

고려한 물질적 동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사의 교직 선

택 당시의 동기는 10년에서 20년의 교직 생활 후 삶의 중

년기에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지에 대한 위기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M. Huberman, 1993). 즉 교직

선택동기는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결정되는 요인이지만 

교직에 입문한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의 교직생활 및 

이직과 관련된 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직선택동기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직선택동기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주로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초

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교

직을 선택한 교사는 외재적,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보다 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만족도

가 높고(Y. Jang, 2010; S. Lee, H. Kim, & C. Hong, 

2012), 능동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도 직무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 Jang, 2010). 또한 능동적 동기

에 의하여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지만, 수동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소진을 경

험할 경향이 많으며(J. Kim, 2010), 능동적 동기가 강한 

교사는 전문의식과 교육애를 가지고 교직생활을 헌신적으

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2006). 여느 직업

에 비해 봉사적인 특성이 강하며 아동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되는 교직의 경우, 직업선택 시 교직의 물질적 요인

이나 타인의 권유 같은 외재적 가치보다는 교직을 선택하

는 개인 자신의 내적 욕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직이 

적성에 맞고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

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동기로 유아교사직을 선택했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Oh & Y. 

Jang, 2011). 또한 적성과 사회적 존경, 안정성, 자아실현

을 위하여 보육교사직을 선택할수록 전문성 인식이 높으

며, 자신의 적성에 따라 보육교사직을 선택하였을 경우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Lee, 2008). 또한 

능동적동기가 강할수록 교직몰입 수준이 높고 교사효능감 

역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M. Namgung, 2011).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교직선택동기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소진, 역할수행, 전문 의식, 

조직몰입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이고 능동적인 동기로 유아교사직을 선택한 교사는 전문 

의식을 지니고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

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수준 또한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직선택동기 

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

의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

경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를 검증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직선택동기가 두 변인의 

관계를 완화하고 조절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보육교사

의 이직과 전문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직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보육교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교직생활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나아가 보육의 질적 향

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어린이집 설립유

형, 담당아동 연령, 총 경력, 근속기간, 

전직횟수, 급여)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

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및 

교직선택동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

육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를 살펴

보면, 20대는 103명(43.3%), 30대는 92명(38.6%), 4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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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Variable Frequency(%)

Age

20s 103(43.3) Marital status
Single 155(65.1)

Married  83(34.9)
30s  92(38.6)

Class
0 - 2 years old 150(63.0)

over 40s  43(18.1) 3 - 5 years old  88(37.0)

Education

High School   19(8.0)

Types of childcare 

center

Public  87(36.6)

College  97(40.7) Private  73(30.7)

University 104(43.6) Family  42(17.6)

Over master degree   18(7.6) Work place  36(15.1)

Career term

Under 1 year  41(17.2)

Monthly income

(1,000 won)

Under 1,500  29(12.2)

1 year - under 2 years  61(25.6) 1,500 - under 1,800  70(29.4)

2 years - under 5 years  96(40.4) 1,800 - under 2,100  86(36.1)

Over 5 years  40(16.8) Over 2,100  53(22.3)

Total career term

Under 2 years  41(17.2)

Turnover

experience

Never  99(41.6)

2 years - under 5 years  80(33.6) Once  62(26.0)

5 years - under 7 years  44(18.5) Two or three times  63(26.5)

Over 7 years  73(30.7) Over four times   14(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N=238)

상은 43명(18.1%)으로 나타났고, 미혼은 155명(65.1%), 기

혼은 83명(34.9%)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9명

(8.0%), 전문대학 졸업 97명(40.7%), 4년제 대학교 졸업 

104명(43.6%), 대학원 이상 18명(7.6%)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

집 87명(36.6%), 민간 어린이집 73명(30.7%), 가정 어린이

집 42명(17.6%), 직장 어린이집 36명(15.1%)이다. 이 중에

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150명(63.0%), 유아반을 담

당하는 교사는 88명(37.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재직한 경력 즉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41명(17.2%), 1년 이상 2년 미만이 61명(25.6%), 2년 이상 

5년 미만이 96명(40.4%), 5년 이상이 40명(16.8%)으로 나

타났다. 또한 현재까지의 총 경력은 2년 미만이 41명

(17.2%), 2년 이상 5년 미만이 80명(33.6%), 5년 이상 7년 

미만이 44명(18.5%), 7년 이상이 73명(30.7%) 이었다. 보

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150만원 미만이 29명

(12.2%), 15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이 70명(29.4%), 180

만원 이상 210만원 미만이 86명(36.1%), 210만원 이상이 

53명(22.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99명(41.6%)의 보

육교사는 이직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경험

이 1회인 경우가 62명(26.0%), 2회에서 3회인 경우가 63

명(26.5%), 4회 이상인 경우가 14명(5.9%)으로 나타나 절

반 이상의 보육교사가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H. Shin 

(2004)이 개발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본 측정도구와 함께 K. Kim(2012)이 사용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구(K. Jeong, 2011) 중 5문항으로 

구성된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원장의 지도

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11문항), 업무과부하(8문항), 동료

와의 관계(5문항), 학부모와의 관계(5문항)의 총 2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현 기관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보육교사가 평정하였다.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요인은 원장의 어린이집 운

영에 대한 인식 및 통찰력,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부족, 보육활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업무과부하 요인

은 교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시간의 유용성 부족, 자신

의 능력이나 한계를 벗어나는 업무와 그로 인한 부담을 

뜻한다. 동료와의 관계 요인은 조직 내 동료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및 인간관계와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 등으로 인

해 지각하는 교사의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학부모와의 관

계 요인은 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뜻한다. 모든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

에 대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은 .94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Cronbach의 alpha 값은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908, 업무과부하 .852, 동료와의 관계 

.847, 학부모와의 관계 .845로 나타났다.  

2) 이직의도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 J. Allen and J. P. 

Meyer(1990)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번역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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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

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925

로 나타났다. 

3) 교직선택동기

교직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M. Huberman(1993)

의 교직선택동기 분류와 J. Choi(2006)의 교직의식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M. Namgung(2011)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보육교사직을 선택 할 당시의 

동기를 묻는 도구로 교사의 적성, 흥미, 인성, 가치관 등

과 같이 개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교직

을 선택한 능동적 동기(5문항), 교직을 잠정적으로 선택하

거나 자발적 의지 보다는 타인의 권유나 상황적 여건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게 되는 수동적 동기(5문항), 경제적 

여유와 신분보장,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물질적 동

기(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하위요인 별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 별 Cronbach의 alpha 값은 능동

적 동기 .861, 수동적 동기 .833, 물질적 동기 .813으로 나

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보육교사 1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설문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

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편의표집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시 보육포털의 어

린이집 명단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에 연구 

참가를 요청하였고, 자료조사가 허락된 어린이집은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지 응답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이 완료된 후 방문 또

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

서 실시한 집합교사교육에 참가한 보육교사 70명을 대상

으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는 응답 직후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80부 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5부로서 회수율은 94.6%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2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8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도

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 교직선택동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변

인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 검증을 하였다. 또한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직선택동기가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

호작용 항을 구성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교직선택동

기의 일반적 경향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교직선택동기의 일

반적 경향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직무스

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83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은 

2.508, 업무 과부하는 3.484, 동료와의 관계는 2.405, 학부

모와의 관계는 2.949 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에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학부모와의 관계,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

원 부족,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높았다.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평균 2.613으로 나타났으며, 교

직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인 능동적 동기의 평균은 3.786, 수

동적 동기는 2.410, 물질적 동기는 2.222로 능동적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 유형, 

담당 아동연령, 교사로서의 총 경력, 현 근무기관에서의 

근속 기간, 이직 횟수, 급여)에 따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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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 Max. M SD M(scale)

Job stress

Director’s lack of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11.00  55.00 27.584  8.829 2.508

Work overlord  8.00  40.00 27.874  6.275 3.484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5.00  23.00 12.025  4.082 2.405

Relationship with parents  5.00  25.00 14.744  4.545 2.949

Total job stress 30.00 141.00 82.227 19.442 2.835

Turnover intention  3.00  15.00  7.840  3.219 2.613

Motivation for child care work

Active motivation  7.00  25.00 18.929  3.414 3.786

Passive motivation  5.00  21.00 12.050  4.094 2.410

Material motivation  5.00  22.00 11.109  3.785 2.22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38)

n M(SD) F/t

Type of childcare center

Public  87 7.781(3.276)

 .295
Private  73 7.712(3.057)

Family  42 8.262(2.996)

Work place  36 7.750(3.714)

Class
0 - 2 years old 150 7.833(3.157)

 .002
3 - 5 years old  88 7.852(3.341)

Total career

Under 2 years  41 6.951(2.285)a

2.675*
2 years - under 5 years  79 8.329(3.451)b

5 years - under 7 years  44 8.477(3.379)b

Over 7 years  74  7.432(2.938)ab

Career term

Under 1 year  41  6.658(3.476)a

4.734*
1 year - under 2 years  61  7.274(2.649)ab

2 years - under 5 years  96  8.563(3.368)b

Over 5 years  40  7.725(3.047)ab

Turnover experience

Never  99 8.080(3.244)

1.852
Once  62 7.871(3.302)

Two or three times  63 7.857(3.099)

Over four times  14 5.929(2.868)

Monthly income

(1,000 won)

Under 1,500  29 8.793(2.981)

1.750
1,500 - under 1,800  70 7.557(3.010)

1,800 - under 2,100  86 8.093(3385)

Over 2,100  53 7.283(3.427)

 *p < .05

1) 문자 a, b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a<b).

Table 3. Differences of Turnover Intention in Childcare Teachers (N=238)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 기관의 설립 유형, 

담당 아동 연령, 전직 횟수, 급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교사로서의 총 경력(F=2.675, p < .05)

과 근속 기간(F=4.734, p < .0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본 결과를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 집단과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 집

단 간에 이직의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2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에 비해 2년 이상 7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

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675, p < 

.05). 다음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교사 집단과 2년 이상 5년 미

만인 보육교사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4.734, p < .05), 현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2년 이

상 5년 미만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3>. 

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교직선택동기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

원 부족, 업무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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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Job

stress

Director’s lack of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1)
1

Work overlord (2) .497** 1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3) .696** .431** 1

Relationship with parents (4) .553** .589** .524** 1

Total job stress (5) .888** .775** .786** .784** 1

Turnover intention (6) .592** .433** .451** .389** .593** 1

Motivation 

for child 

care work

Active motivation (7) -.220** -.020 -.232** -.131* -.185** -.221** 1

Passive motivation (8) .154* .009 .136* .066 .117 .041  -.345** 1

Material motivation (9) -.088 -.281** .054 -.130* -.149* -.152* -.036 .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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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s of Variables (N=238)

이직의도, 교직선택동기(능동적동기, 수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r=.59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r=.592, p < .01), 업무과부하(r=.433, p 

< .01), 동료와의 관계(r=.451, p < .01), 학부모와의 관계

(r=.389, p < .01) 모두 이직의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

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육교사는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직선택동기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교직선택동기의 하위요

인인 능동적 동기(r=-.185, p < .01), 물질적 동기(r=-.149, 

p < .05)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동

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능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를 지

닐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

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원

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은 능동적 동기(r=-.220, 

p < .01)와 부적 관계를 지니는 반면, 수동적 동기(r=.154, 

p < .05)와는 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과부하에 의한 스트레스는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r=-.281, p < .01)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료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능동적 동기

(r=-.232, p < .01)와 부적 상관이, 수동적 동기(r=.136, p 

< .05)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

트레스 하위 요인 중 학부모와의 관계는 능동적 동기

(r=-.131, p < .05), 물질적 동기(r=-.130, p < .05)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능동적 동기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221, p < .01)을 나타냈고, 물질

적 동기 또한 유의한 부적상관(r=-.152, p < .01)을 보인 

반면 이직의도와 수동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육교사가 능동적 동기와 물

질적 동기를 지닐수록 이직의도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뜻

한다.

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의 조절효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직

선택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직무스

트레스, 2단계에서 교직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의 상호

작용 항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시 독립변수의 곱으로 만들어

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을 이용해 상호작용 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중공선

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는 교직선택동기 중 능동적 동기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분석 결과이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이

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593, p < .001), 2단계

에서 조절변인인 능동적 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115, p < .05).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능동적 동기

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능동적 동기의 상호작용 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118, p < .05). 능동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능동적 동

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상호작용 효과

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능동적 동기가 –1표준편차

인 경우의 회귀방정식은 y=.103x+7.785 이고 +1표준편차

인 경우는 y=.087x+7.955이다. <Figure 1>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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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Job stress .098 .593***  .095   .572***   .094   .569***

Active motivation -.108 -.115*  -.126 -.133*

Job stress × Active motivation   .005  .118*

R2  .352 .365 .378

△R2 .013 .013

F 127.528*** 67.116*** 4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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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Active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Active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N=238)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Job stress .098 .593***  .099   .597***  .099   .595***

Passive motivation -.024 -.030 -.023 -.029

Job stress × Passive motivation .001 .014

R2  .352  .353 .353

△R2  .001 .000

F 128.161*** 64.057** 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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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Passive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N=238)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Job stress .098 .593***  .097   .584***  .097   .584***

Material motivation -.053 -.063 -.055 -.064

Job stress × Material motivation  .002 -.045

R2   .352  .356 .358

△R2  .004 .002

F  128.161*** 64.892** 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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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Material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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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동기가 높은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도 이직의도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능동적 

동기가 낮은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이직

의도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

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능동적 동기가 직무스트레스에 대

한 이직의도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수동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따라서 수동적 동기는 보

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직의도 정도를 조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동기의 조절효과

를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았으므로 수동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이직

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 관

계에서 교직선택동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

이집 보육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

스와 이직의도, 교직선택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

관의 설립 유형, 담당 아동 연령, 전직 횟수, 급여에 따라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보육교사로서의 총 경력과, 

현 기관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총 경력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 

집단에 비해 2년 이상 7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 

집단의 이직의도가 높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

는 이직의도가 감소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 

G. Katz(1972)의 교사 발달단계 이론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교사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교사는 부임 후 3년 

이상이 되면 생존단계와 강화단계를 지나 갱신단계에 접

어들면서 똑같은 업무와 일상에 싫증을 느끼게 되어 전직 

또는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자신을 교사로 인정하게 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

사의 경우 갱신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

가 증가되며,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보육교사들은 성숙

단계로 본 업무에 적응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력이 낮은 교사에 비해 높은 

교사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S. Beak, 2014; S. 

Jeon, 2013)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며, 특히 5년 이상 7

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J. Lee and J. Ko(2015)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따라서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의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사들이 보육교사 직무에 대해 만

족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이 외에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현 기관에서의 근속 기

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근속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년 미만인 경우는 이직의도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한 기관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을 쌓으면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H. Yoon and P. Noh(2013)의 연

구에서도 보육교사의 경우,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하

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재직 기간에 따라 이직의도는 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이 2년 이상 4년 

이하인 보육교사의 이직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S. Jeon, 2013; Y. Lim, 2012)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교사 집단과 2년 이상 5년 미만인 보육교사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L. Jung(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급여가 낮으며, 근무 형태와 환경이 만족스럽

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근무 경험을 통해 이직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를 느끼게 되어 2년 이상의 근속 년수를 

지닌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는 선행 연구 결과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표집 대상의 특성과 대상이 속한 근무 기관 유형

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교직선택동

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

스는 이직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되었으며(S. Beak, 2014; B. 

Jeon & K. Yun, 2014), 이는 보육교사가 높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면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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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연구에서 과다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

해 소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 충동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J. Khalatbri, S. Ghorbanshiroudi, 

& M. Firouzbakhsh, 2013; A. Yang, 2008), 직무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한 보육교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한다

고 밝혀졌다(R. L. Carson et al., 2010; Z. Hossain, E. 

Noll, & M. Barboza, 2012; J. Oak, 2009). 특히, H. 

Kwon(2008)의 연구에서 업무 및 행정, 운영 관련 스트레

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떠나 근무환경이 나

은 기관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고, 인간관계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타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이직의도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레스가 이직의도로 귀결되는 결과는 J. Lee and T. 

Zhou(2014)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직

종이나 표본의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치

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009년도 보육

교사의 직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주 업무인 영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육 업무 이외에 보육지원 업무, 

운영관련 업무 등 과외적인 일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긴 

근무시간과 상사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영유아를 지도하는 것 이외에 동료 교사와의 관계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 L. Grayson 

& H. K. Alvarez, 2008). 이렇듯 보육교사의 다양한 스

트레스는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일차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근무환

경 개선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사회적 인식 등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직선택동기의 하위

요인 중 능동적 동기 및 물질적 동기와는 부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을 선택하는데 있어 적성, 

자아실현 등을 고려하고 경제적 여유와 신분보장, 직업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교직을 선택한 보육교사는 직무스트

레스를 적게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사를 대상

으로 한 Y. Jang(2010)의 연구에서도 능동적 동기와 물질

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유치원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S. Oh & Y. Jang, 2011)에서도 교직적성,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교직을 선택

한 교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J. Choi & H. Kim, 2014)를 토대로, 능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그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 

Jang(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존경, 인정 그리고 경제적 

안정 등을 고려하고, 적성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 교사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인해 직

업을 선택한 교사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 중 수동적 동기는 직무스트

레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권유

나 상황적 여건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의 경우 그렇

지 않은 교사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더 받는 등

의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의사

보다 주위의 권유를 받아 들여서 교직을 선택한 동기를 

의미하는 우발적 동기는 직무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S. Oh and Y. Jang(2011)의 결과를 토대로, 

수동적 동기는 결국 직무스트레스와도 상관이 없을 것이

라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교직선택동기 간의 관계는 교직을 선택하는 

동기에 따라 직무 수행 뿐 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 직무스

트레스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교직선택동

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 중 능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는 

이직의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능동적 

동기 또는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보육교사는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보육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규

명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소진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능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

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초등교사는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J. Kim,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능

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보육교사는 소

진을 덜 경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에 

따라 교직에 대한 몰입과 충성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M. Namgung, 2011)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명의식,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존경 및 선호도 등을 고

려하여 자발적으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교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며 기관의 발전을 위해 더 기여하고 장기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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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능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근무하는 기관에 헌신하며 이

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직선택동기 중 수동적 동기는 이직의도와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수

동적 동기와 직무스트레스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

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수

동적 동기와 이직의도 역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수동적 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동적 동기가 지

닌 의미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수동적 동기는 ‘타인

의 권유에 의해서’, ‘보육교사직이 취직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성적 및 경제적 상황에 적절하여’ 등을 의미한

다. 즉,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이

직에 대한 계획과 의도도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다른 

이유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이라 이해된다. 따라서 어

떠한 이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교직을 선택하였는지에 따

라 개인별로 이직에 대한 의도가 다를 것이기에 수동적 

동기와 이직의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

이라고 추측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통해 단기간에 무분

별하게 많은 수의 보육교사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적성, 사명감 등과 무관하게 취직의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 교사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에서 나타나듯이 교직선택동기는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결국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아실현, 적성, 인정 등 긍정적 동기

를 지닌 교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직선택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 규명에 대

한 직접적인 연구가 미비하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능동적 동

기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직에 종

사함에 있어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 가치 지향에 동기를 

두고 있는 교사는 보육교사직을 지속하게 되고(J. C. 

Torquati, H. Raikes, & C. A. Huddleston-Casas, 2007), 

교직선택동기의 능동적 동기는 직무수행 의욕을 높인다는 

결과(K. Jo & H. Lee, 2005)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

더라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의 적성 그리

고 자아실현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 보육교사는 직무

수행 의욕이 높아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덜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의 교직선택동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

로교육과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면 수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보육교사는 근무기관에 대한 헌신도가 낮

으며(J. Choi, 2006),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J. 

Kim, 2010). 즉,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보육

교사는 교사직을 자신의 업무와 기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며, 직무스트

레스 상황에서 더 쉽게 소진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물질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 유

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사직을 선택한 교사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며, 이

직의도를 덜 느낄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 효과 검증에

서 물질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 Huberman 

(1993)의 연구에서 능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

사는 27.0%만이 이직의사를 밝힌 반면, 물질적 동기에 의

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의 56.0%가 이직의사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동기를 의미하는 외재

적 동기와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능

동적 동기와 같은 의미인 내재적, 이타적 동기에 의해 교

직을 선택한 교사에 비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 Lee et al., 2012). 이러한 연

구를 통해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직

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더 나은 급여를 제공받기 위

해 지속적으로 이직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물

질적 동기는 능동적 동기에 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완충

하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 의해 보고된 2012년도 전

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31만원으로, 실제 급여와 희망하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급여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보더라고 매우 낮으며, 업무 시간

과 업무 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은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

라는 물질적 동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와 복

지 등의 처우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이직의도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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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에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물질

적 동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

스는 이직의도를 높이는데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

졌으며, 교직선택동기의 능동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직선택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교사의 잦은 교체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발적이며 긍정

적인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직을 낮추기 위해 좋은 근무환경을 제

공하고, 충분한 보상이나 복지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보육환경 뿐만 아

니라 보육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복

지와 처우 수준은 낮은 수준에 그쳐 보육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도로 이어지는데 보육교사직을 선택한 동기가 관련이 있

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 연구들은 주로 직무스트레스나 이직의도에 관련이 있

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 사이에 교직선택동기에 의

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

육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입

증함으로써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 교직선택동기가 중요하

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변인임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지

역의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직의도에 관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교직선택동기 이외에 다양한 변

인에 대한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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