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15년 말현재국내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초저출

산의상황에직면하고있다[1,2]. 정부는이러한초저출산

문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의하나로보육정책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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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미치는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변인 간구조관계를분석

하는데있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재직중인보육교사 432명으로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21. 0 및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는보육교사의소진에직접효과는나타나지않고간접효과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보육교

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 감소 방안으로는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강화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시 된다.

• 주제어 : 보육교사,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구조방정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variables affecting the exhaustion of child care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2

child 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child care cent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tting

up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ia SPSS 21. 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ocial support directly affects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Second,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but indirect effect.

Third, child care teachers' the job stress directly affect on child care teachers' burnout.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of the members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 Key Words : child care teachers, social support, job stress, burno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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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2004년까지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내용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보육정책을시행했고, 2005년을기점으로는주

요 정책 목표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시행 하였다.

2012년에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2013년은 0세- 5세까지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

전면무상보육이시행되면서그예산은한해수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6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편성하

면서 3-5세 유아보육료 3조 1066억원, 0-2세 보육료 2조

9634억 원, 긴급보육 바우처 60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

비 및 운영비 8168억 원을 편성했다[3].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보육에 많은 예산

이 집중되었기에 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

대를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시민단체가 0-5세부모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정책 평가’에서 정부의 보육정

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에 불과하여

[4]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현장에서는

계속하여 각종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 보육현장에서 통학 차량사

고는 2013년 32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증가하였다. 또

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와 관련된 아동학대 문제는

2012년 110건에서 2015년 427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5].

한편,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가장중요한변인이라고밝히고있다[6,7]. 또한 Lee

와 Kang[8]은 어린이집에서영·유아교육성패는교사에

따라달라질수있다고주장하여성공적인보육서비스의

중심에교사가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보육교사는보

육현장에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보육

교사는 영·유아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학부모,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 행정지원 부족, 열악

한 근무환경, 언론에서 일부 부정적인 특정 사건을 보육

교사 전체 문제로 비화시킴으로서 자존감 저하 및 교사

로서의 통제능력 상실, 교수목표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9,10,11,12,13,14].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이

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결국소진

(burnout)을초래하게된다[15,16]. 소진은직업과관련된

스트레스가반영된심리상태로감정, 동기, 태도및기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욕을 잃는 탈진상태

라고 할 수 있다[17].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을 돌봄에 있

어서의스트레스와동시에원장, 동료교사, 학부모및지

역사회성인을대상으로한직무특성으로인한부가적인

스트레스를갖는다는점에서소진에보다취약한편이다

[18,19]. 이러한 보육교사의 소진은보육현장에서교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고 이는 낮은 직무성

과와직무만족도로이어지고결국건강악화로인한조기

퇴직으로 연결되어 이직에 영향을 준다[20]. 직무스트레

스와소진과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보육교

사의직무스트레스는소진에영향을미친다는국내연구

결과가 있다[8,11,21,22,23,24].

한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소진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

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

는모든긍정적원조로설명하고있다. 즉사회적지지는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하거나 경감시

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25,26,27].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규준및가치를조정함으로써다양한직무스트레

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 개

선과자기중심적사고의탈피를촉진시켜주는것으로보

고되고 있다[28].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첫째, 보육교사가 직장 내 원장과 동료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받는다고지각할수록소진의수준은낮게나타난다

는연구결과가있다[29]. 둘째, 보육교사의 직장내사회

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

[30,31]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에직접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사회적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한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32,33,34,35].

선행연구에서는소진에영향을주는변인을탐색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

수 진행 되었지만[9,36,37,38],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소진 변인간연구는단편적이고예측-준

거 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초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이집보육교사에대하여여러방안을제시하고있다. 즉,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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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기에과거와달리현재변화된정부정책이현장

에 반영 정도에 따라 보육교사의 부정적 인식은 감소될

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직장내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가 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 구조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보육교

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보육교사의 소진

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에대하여 Cohen 등[25]은 개인이 어려움

에직면했을때다양한대인관계로부터얻을수있는모

든 긍정적 원조로 설명하고 있고, Park과 Ryu[26,27]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

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원천에 따라 조직 내 ·외적 요

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첫째, 동료, 상사로부터받는직

장내지지와둘째, 가족, 친구및이웃등직장외지지를

들 수 있다. House[39]는 제공되는 지지의 원천에 따라

지지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 대상

교사들의사회적지지의연구에서는많은연구들이지지

의 원천에 상관없이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사회적지지의유형으로 House[39]는 정서적지지, 평

가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했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이며, 평가적 지

지는 개인의 역할수행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

칭찬, 존중하는 평가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정보적 지지

는개인에게생기는문제를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지

식이나충고, 제안, 정보를제공해주는것이며, 물질적지

지는시간, 금전, 물건, 노동등개인이필요로하는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Cohen 등[25]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로 나누었으나,

Cohen 등[25]의 정의와 유형에 기초하여 Park[26]은 정

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

분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압박감, 긴장, 피로한상태 등을 의미

하는말로쓰이고있으며, Cooper 등[40]은 직무스트레스

는직무와관련된부정적인환경요소로서피고용인의개

인적특성과상호작용하여피고용인의심리적또는신체

적 항상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oore 등

[41]은 피고용인이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요구

되는업무환경이라고지각할때스트레스가유발되며이

로인해높은불안과긴장을느끼는심리적소진을일으

킨다고 하였다.

Cho[42]에 의하면 조직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

스는일반스트레스보다구체적이고한정적이지만스트

레스가 가지는 기본 특성은 같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에대하여 Yoo[11]는 교직에서초래되는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경우에

Manlove[19]와 Kim 등[43]은 일방적인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직무의 대상이며 직무시간의 대부분을 영유

아들과보내는특수한역할을수행하는직무특성상다른

직종보다더많은스트레스를받을수있다는연구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미성년인 영·유아뿐

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있어다양하고복잡한요구와기대를경험하며,

교육결과에대한측정도용이하지않아타직종보다 4배

이상의높은스트레스를경험한다는결과도있다[44]. 그

러나보육교사의스트레스수준은생각보다높지않았다

고 연구한 결과[45]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과

다한업무로인한스트레스가많지만동료교사간은스

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46].

사회적지지와직무스트레스와의관계에대해대부분

의연구에서는사회적지지는직무스트레스에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이고,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한다는연구결과[32,33,34,35]가 있다. 그러나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

어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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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유치원교사

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한다는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48,49,50]가

있다. 보육교사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로는보육교사는

사회적지지를많이받을수록직무스트레스를낮게경험

하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발표한 연구가 있다

[51,35,23,45].

2.2 사회적 지지와 소진
소진에대하여 Chae[15]는 스트레스에장기간노출되

어나타나는심리적반응으로소진을경험하는사람들은

정서적고갈, 비인간화, 개인적성취감감소와같은증상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소진은 대인관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력적 직업종사자(helping professionals)에게 주

로많이 나타나며, Moore와 Maslach[41,52]는 소진에대

해 장기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정서적 압박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라고 하였다.

Dignam등[53]은두가지모형으로사회적지지가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직접모형으로 이

모형은사회적지지가소진에직접적인영향력을미침으

로서개인이소진을극복하도록도와주며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개인은 소진에 대한 지각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직접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유치원 교사의 사

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36,9,37,54]가

있고,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를 연구한

Jeong 등[55]의 국내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둘째, 완충모형으로 Cohen 등[56]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상황에서사회적지지가제공되면스트레스를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완충된다고

가정하였다. 완충모형에 의한 연구로는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인식은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인 직무스트

레스가심리적소진에미치는영향을완충시킨다고밝힌

연구가 있다[10].

직접모형과 완충모형에서 직장 내 원장과 동료로 부

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소진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53,9,37,54,57]가 있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Ahn

등[29]의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Ryu[27]의 연구

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Yoo와 lee[58,31]의 연구가

있다.

2.3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대인관계서비스의조력적직업종사자의대표적직종

인 보육, 사회복지, 간호, 항공서비스, 요양보호 등 직종

들은 직무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좌절감과 무력감, 상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59,60,61,62,63,64,65].

또한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의욕을 떨어

뜨려직무수행능력을감소시키며결근과이직을부추기

고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소진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다[55,56,66,67].

영유아 교사의 소진의 연구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

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유치원 교사는 직무스

트레스에의해소진을경험하는것으로일관되게보고하

고 있다[14,15,9].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

시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소진을 경험한다는 결과

[11,21,8,22,23,24]가 있어 영유아 교사 업무의 특성상 직

무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인

소진을감소시키는것으로확인된연구[36,37,38]가 있지

만 이와 반대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영향이 없는 Jeong 등[55]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육교사에대한사회적지지는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는소진에영향을미치

는가?

넷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 직무스트레

스의 간접효과는 유의한가?

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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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 2016년 11월 1일∼2016년 11월 30일

까지 1개월간서울시와 경기, 인천지역에소재한 어린이

집에 재직 중인 교사들로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중인

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은 무선표본추출방법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를 표한 자들이다.

3.2 측정 도구
각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Likert(5점)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중등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목적으로 Cohen 등[25]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

록수정보완한 Park[26]과 Ahn[68]의 도구를본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k[26]의 연구에서제시한사회적지

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라는 용어는 측정 문항의

포괄적 의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Ahn[68]의 주장에 따

라도구적지지로변경하였다. Ahn[68]의 연구에서산출

한 신뢰도 Cronbach ɑ 값은 .97이었다.
사회적지지측정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

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4개 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

으며각설문문항은 6개로총 24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값은 정서적

지지 .899, 정보적 지지 .902, 도구적 지지는 .826, 평가적

지지는 .889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총 24개문항에대

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값은 .967로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측정하기위해서Moracco[69]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Shin[46]이 번안하고 Chae[14]가 어린

이집교사를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를측정하기위해제

작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Chae[14]의 연구에서 제시한 Cronbach ɑ값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사용한측정도구는 Chae[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부족 11개문항, 업무과부하 8개문항, 동료와의관

계 5개 문항, 학부모와의 관계 3개 문항으로 4개의 측정

변수에총 27개문항이다. 각문항에대한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값은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이

.862, 업무 과부하는 .770, 동료와의 관계는 동료와의 관

계 1번째문항을삭제한결과 Cronbach α값이 .757로, 학

부모와의 관계는 .694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4개

하위요인 총 26개 문항 내적 합치도 결과 Cronbach α값

은 .899로 나타났다.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등[16]이 개발한

Maslach 소진척도(Maslach Bumout Inventory: MBI)를

교사를 대상으로 한 Lee[70]의 연구를 보육교사에 맞도

록수정사용한 Yoo[11]의척도를본연구에서사용하였

다. Yoo[11]의 연구에서산출한 Cronbach ɑ값은 .86이었
다. 본 연구에서사용한척도는 정서적고갈 9문항, 비인

간화 5문항, 개인적성취감감소 8문항등 3개측정변수

에 총 22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값은 정서

적고갈이 .863으로, 비인간화 4번문항을제외한 4개문

항의 Cronbach α값은 .684로, 개인성취감 감소는 .803으

로확인되었다. 소진 3개하위요인의총 21개문항의내

적 합치도 결과 Cronbach α값은 .846으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가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

쳐구조화된설문지를배부하고대상자들이직접기입한

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53

부가 회수되었는데 부분적 무응답 설문지 8부와 이상치

(outliner) 검사에서부적절하게나타난설문지 13부를제

외하고 총 432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측정변수들을바탕으로잠재변수들의관계를알아

보기위해단위부하량고정법에따라잠재변수에척도를

부여한 연구경로모델(Early Path Model)의 통계적 모델

을설정하였다. 설정된통계모델의추정방법을결정하기

위해 AMOS 22.0을 이용하여 11개 측정변인들에 대해

다변인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다변인 정규분포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또한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가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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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AMOS 22.0의

ML(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추정법을 적용하

여모델의부합도와모수치를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지수 χ2값, SRMR, RMSEA, CFI, TLI를 통해 평

가하였고, 모델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역시 AMOS

22.0의 Bootstrapping 절차를사용하여분석한후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4 연구결과 및 해석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통계적 모델하의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 및 측정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measured variable between correlation 
          analysis, sample size, mean, SD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directors’
leadershi
p and
administ
rative
support
lack

task
overlo
ad

colleagi
al

relation

parent
relation

emotio
nal
support

inform
ation
support

instrum
ental
support

evaluati
on
support

emotio
nal
exhau
stion

depers
onaliz
ation

reduce
person
al
accom
plishm
ent

job

stress

directors’
leadershi
p and
administr
ative
support
lack

1.00

task
over
load

.305** 1.00

colleague
relation

.347** .130** 1.00

parent
relation

.268** .331** .211** 1.00

social
support

emotional -.280** -.001 -.373** -.042 1.00
information -.313** -.051 -.329** -.084 .809** 1.00

instrumen
tal

-.263** .008 -.251** -.085 .743** .731** 1.00

evaluation -.304** -.033 -.339** -.067 .772** .738** .737** 1.00

burn
out

emotional
exhausti
on

.149** .268** .133** .262** -.083 -.087 -.117* -.143** 1.00

deperson
alization

.074 -.015 .086 .142** -.015 .109 -.050 -.068 .275** 1.00

reduce
personal
accompli
shment

.016 -.181** .107** .032 -.201* -.109** -.196** -.145** .062 .200** 1.00

sample size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mean 33.58 30.98 12.06 9.21 20.49 20.67 20.27 20.73 28.73 18.98 14.66
SD 8.83 5.72 3.95 2.60 4.53 4.53 4.37 4.53 6.87 4.02 2.81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연구모델인 경로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71,72]에

따라 아래 [Fig. 1]과 같이 측정모델과 경로모델로 분리

하여 설정하였다. 이후 설정된 측정모델과 경로모델 모

두가 모델추정가능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기에 측

정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Fig. 1] measured model of parameter estimation

<Table 2>는 측정모델의 모델부합도를 알아보기 위

해 최대우도추정방법(ML)을 사용하여 모델부합도를 추

정한 결과표이다.

<Table 2> measured mode fit estimate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연구모델의 χ2값,

2)Steiger-Lind의 90%신뢰구간 RMSEA, 3)Bentler CFI,

[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보고할것을권장하고

있다[71,72].

<Table 2>의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7∼.10)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양호하게부합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모델

설정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Model NPAR DF
CM
IN

NC TLI SRMR CFI

RMSEA(.89)

LO
90

HI
90

measur
edmod
el

25 41 181.27 4.42 .90 .08 .92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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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경로모델만 인

정되면연구가정의모델추정에문제가없을것으로기대

할 수 있다.

[Fig. 1]의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잠재변인 간에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결과잠재변수간상

관계수가 -.45∼.47의범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남에따

라 측정모델의 변별 타당도(잠재변수별 상관이 높지 않

아야 함)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분한 변별성

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측정변수간부하량(설

명량)을 살펴보면 각각 측정변수별 부하량이 평균 .50이

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수렴타당도를 만족[72]시켜 각각

원래측정하고자했던잠재요인을적절하게측정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델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잠재변수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로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델의모든부합도지수가기준을충족하고이론

적으로 경로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기에 최

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경로모델의 부합도

를 추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경로모델과의 여부를 확

인한 구체적 결과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early path model fit estimation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89)

LO
90

HI
90

early
pathm
odel

25 41 181.27 4.42 .90 .08 .92 .07 .10

<Table 3>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초기 경로모델

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7∼.10),

CFI=.92>.90 등모든부합도지수평가에서부합도기준

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하의 모수치들

의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고, 모수

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는 <Table 4>와

같다.

[Fig. 2] early path model parameter estimation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of early path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Variable
Standardiz
ed Indiret
Effects

SE C.R P
Standardi
zd Direct
Effects

socialsupport
→job stress

-.38 .06 -6.63 * -.45

socialsupport
→ burnout

.01 .01 .47 .638 .04

job stress →
burnout

.08 .04 2.04 * .49

*p<.05

모델내변수들간직접적인효과에대한통계적유의

성을검증한결과, 다른변수들간의관계는모두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직접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

타났다(C.R.=.47, p>.05). 따라서 사회적지지→소진경

로간경로가유의하지않기에변수간공분산설정을제

시하는 covariances 방법으로 [Fig. 3]과 같이 수정 경로

모델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수정 경로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수정경로모델의부합도를평가하기위해최대우도법

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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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ification and final path model 

<Table 5> modificated path model fit estimation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79)

LO90 HI90

modifi
cated
model

27 39 145.03 3.72 .91 .07 .94 .06 .09

early
model

25 41 181.26 4.42 .89 .08 .92 .07 .10

위 <Table 5>에서제시된바와같이수정된경로모델

의부합도지수는대체로초기연구경로모델보다양호

하며, 수정된 Chi-Square(CMIN)값이 초기 모델과 비교

하여 36.23 만큼낮아져부합도는통계적으로유의할만

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수정된구조회귀모델이부합도기준에도달하였

기 때문에 [Fig. 3]은 최종 경로분석모델로 설정이 가능

하며, 이에 <Table 6>에모수치를추정한결과표를제시

하였다.

<Table 6> Standardized Direct․Indirect Effects in Latent 
Variable

Latent Variable
Total
Effe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ocial support → job stress -.551 -.551 -

social support → burnout -.188 .063 -.251

job stress → burnout .456 .456 -

*p<.05

최종 경로분석모델은 유의수준 .05에서 전체(총)효과,

직․간접효과의모수치를통계적방법에따라통계적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효과(-.55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사

회적지지는보육교사의소진에직접효과(.063)는유의하

지않고직무스트레스를통한간접효과(-.251)가있는것

으로나타났다. 또한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는소진에

직접효과(.45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직

접효과(.063)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

기에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251)에 대한 통계

적유의성검증을통해간접효과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은 잠재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총효과를간단히산출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를통하여최종내생변수인소진에미치는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부트스트래핑방법(Bootstrapping)을사용하

였다[74].

즉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통해 보육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위해 간접효과에 대

한유의성검증을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보육교사

의 직무스트레스변수의 역할로 간접효과의 결과를 분석

하고그효과관계를확인하고자하였기에최종구조방정

식 모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필요하다.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05 유의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

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Estimates
Latent Variable

social
support

job stress burnout

job stress .... ... ...

burnout .011 ... ...

*p<.05

위 <Table 7>에 제시된 표준화 간접 효과 결과표는

사회적 지지 → 소진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확률은

.011로서 유의확률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모델에서는 사회

적 지지와 소진 두 변수 간 상관이 유의하였고, 수정된

경로모델에서 사회적 지지 → 소진 경로 간 직접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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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

접효과는 <Table 7>과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사회적지지와소진경로에서는직무스트레스

가 매개변수로 완전매개효과가 있고, 간접효과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

진간관계를규명하고자구조방정식모형을설정하고 1

차 측정모델과 2차 경로모델로 분리하여 모델의 부합도

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레스에부적으로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75]의 연구와 기

혼중년남성을대상으로한 Kim등[76]의 연구에의해서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완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는낮게경험한다는기존의연

구결과[32,33,34,35]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즉 동료 교사

및원장등에의한사회적지지가계속되어서로격려하

고 지원을 한다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

다. 따라서동료교사및원장등은계속하여보육교사에

게사회적지지를강화하여스트레스를감소시키려는노

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간접효과만 나타나

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Ryu[27]의 연구

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Yoo[58]와 lee[31]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

하여본연구와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다. 즉 보육교사

의경우는사회적지지를강화하더라도소진을감소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무스트레스

를 통한 간접효과와 완전매개효과가 있기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

고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11,21,8,23,24]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육

교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이

나타나기쉽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정부, 사회, 어

린이집 등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시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사

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과중한근무시간과낮은보수등으로이직률

또한 여타 교사들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줄이고적절한임금보장등으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소진을 낮추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

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과관련하여현재는서비스직종으로분류되어있는것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같이 교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육교사의 위상을 높이

므로 스트레스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법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셋째, 어린이집내에서원장의보육교사에대

한 개인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원장이 과도하고 부당

한업무지시, 인격적모독, 학부모의부당한요구에대한

원장의 부적절한 응대 등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

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노

력과함께처우개선에노력한다면보육교사의직무스트

레스는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강화 방안이 보육교사의 스

트레스를감소하기위한방법이될수있다. 즉 보육교사

개인이구성원으로부터신뢰와관심을받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시간, 노동 등에 대한 배려 및개인의 역할

에대한인정등이강화되면스트레스는감소될수있을

것이다.

이러한논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국내서울, 인천,

경기 지역 보육교사들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로 국내

전체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교사의 소진 관련 변수들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후속연구를위한제언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국

내 각지역별보육교사샘플링을통해보다폭넓은연구

가진행될필요가있다. 둘째, 보육교사의소진에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소진이 조직몰입 또는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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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라 소진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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