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유아기는 생애주기 에서 신체 ․심리 ․사회

발달이 가장 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1] 유

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정책은 보육교사를 통하여

보육 장에 제공되기 때문에 문역량을 갖춘 보육교사

가 어린이집에 안정 으로 근무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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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경 학의 경쟁가치모형을 보육직무에 용하여 교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향 계에서 소진의 조

효과를 융합 으로 연구하 다. 이를 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296명을 상으로 설문하 으며, 자료 분석은

SPSS V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심화 기법을 용한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표면

감정노동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내면감정노동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이직의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소진과 내면감정노동의 상호작용효과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조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리하기 하여 보육교사의 소진을 완화시키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 고, 보육 장에서 교사소진과 내면감정노동의 상호작용효과를 활용하여 이직의도를 리하는 제도

ㆍ실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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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ry teachers. For this study, 296 teachers in nursery centers were 

survey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22.0 program using mean center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ressive emotional labor affects turnover intention and 

internal emotional labor did not affect turnover intention. Second,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were identified as burnout.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burnout and deep emotional labor 

showed a similar moderatio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alleviate the burnout of the nursery teachers were suggested, and the ways of managing turnover intention by 

utiliz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teacher burnout and deep emotional labor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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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달을 해 매우 요하다[2]. 2015년 육아정책연구

소에서 실시한 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체 보육교사 에서 24.1%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 의 보육교사 이직은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 향을 주기

때문에[3]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리방안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에 한

보상체계,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여, 주로 직무환경에

을맞춰연구되었다[4]. 그결과 교사의처우 근무조

건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보육교사의 이직

률은 여 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교사의 이직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교사의 처우 물리 환경과

는 다른 으로 이직의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체에게 향

을 주는 조직문화 으로 이직의도연구를 근하고자

한다.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당연시 수용되는 규범, 가치,

신념의 묶음으로 조직에 속한 구성원 체에게 향을

미친다[5]. 조직문화는 합리성보다는 정서 인 성격을 띠

며 쉽게 변하지 않아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6]. 조직문화는 종사자의 직무만족 이

직의도에 이르기까지 범 하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직무의 조직문화가 갖는 본원 특성을반 하여 이

직의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경 학의 인사 리 부문에서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으며 가장 표 인 이론은 Quinn &

Rohrbaugh가 제시한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Frameworks : CVF)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이 추구

할 수있는 상반된가치를 2차원으로 분류하고, 외부지향

-내부지향 차원과 자율성-통제성 차원을 결합하여 조직

문화유형을 4가지로 제시하 다[7-9]. Fig 1처럼 CVF 모

형의 1사분면은 창의와 도 으로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

는 신지향문화이며, 2사분면은 참여와 력으로 집단

문화를 만드는 계지향문화이다. 3사분면은 차와 규

칙이 강조되는 계지향문화이고, 4사분면은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직무들이 속한 역으로 시장지향문화

를 갖는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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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etitive Values Frameworks Model

보육의 기본철학과 일과 로그램을 규정한 행 리

과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 인 발달을 지향하며, 구성원끼리 배려하고 력하

는 인성을 기르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11]. 따라서 보

육직무는 내부 구성원과 계를 요시하고 아동의 자율

성을 최 로 보장하면서 인 자원개발을 목표로 하는

계지향문화에 속한다. 아동과 교사의 계는 효용을 거

래하는 비즈니스 계가 아니며 인간존엄성에 한 신뢰

와 잠재능력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구성된 확장된 가

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12].

계지형문화의 핵심역량은 인간 계라고 Quinn이

말한 것처럼[7] 보육직무의 핵심활동은 인간 계이다. 아

동들은 래와 어울리는 놀이를 통하여 인간 계를 경험

하므로 인간 계는 아동이 신체, 사람, 세상을 탐색하고

지 ㆍ정서 ㆍ사회 발달을 추구하는 통로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는 보육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

간 계에 직면하게 된다. 아동과의 계, 상사 계, 동료

계, 학부모 계까지 교사의 하루 일과는 인간 계로

시작하며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인간 계는 계속 이어진

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정감정을 표 하기 해 자신

의 내면 감정을 통제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13,14]. 아동의 성장에 한 믿음과 헌신, 존 과 력,

극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

거나 희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

에 이르기까지 감정노동 범 가 확 되면서 감정노동으

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증가하고 있다[15]. 특히

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3차통합지표에 “교사- 유

아 상호작용”과 “ 유아간 상호작용시 교사역할” 항목이

포함되고 이 항목을 평가자의 장 찰로 측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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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감정노

동이 격하고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직무에

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향 계를 연구한사례는 그

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보육 장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감

정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향 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

로 교사의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감정노동 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루일과 에교사가 아동, 동료, 학부모와 수행하는

지속 인 감정노동은 소진의 원인이 된다[16]. 최근 보육

교사의 아동학 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에 한 책으

로 교실에 설치된 CCTV에 한 정서 응도 교사를

신체 ․정서 으로 소진되게 한다. 소진된 교사는 책임

감을 상실하고 직무에 무 심해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지

기 때문에, 소진과 이직의도 계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진과 이직의도 계에 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형성[17-19]처럼 이직의도에

한 소진의 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다. 그 다음

으로 이지연[20]처럼 이직의도에 한 소진의 매개효과

를 분석한 연구들도 여러 편 수행되었다. 하지만 보육교

사 이직의도에 한 소진의 상호작용효과를분석한 연구

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

작용이 이직의도에 상당한 향을 미칠것으로 상됨에

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 에서 계지향문화에 속하

는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직장 내의 인간 계를 수행을

하여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교사 이직의도의 원인을 밝히고, 교사의 감

정노동과 소진을 통합 으로 활용하여 이직의도를 낮추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

도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소

진의 상호작용효과가 교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2월 기 으로 국에 운 인 어

린이집의 44.86%를차지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21]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상으로 2017년 7월부터 9월까

지 두 달 동안 설문을실시하 다. 보육기 유형(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고려하여 모집

단 표성과 오차추정가능성이 양호한 층화표본추출기

법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설문은 어린이집을 직 방

문하여 교사가 직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 으며총 350부를배포하고 323부를 회수하

으며, 신뢰성이 낮은 27부를제외하고 총 296부를 분석하

다.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98명(33.1%),

민간어린이집이 119명(40.2%), 가정어린이집이 79명

(26.7)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다소 많았다. 그 외설문에 응

답한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96)

Character Division N %

age

20's 82 27.7

30's 81 27.4

40's 105 35.5

above 40' 28 9.4

rank

General teacher 223 75.3

Principal teacher 46 15.6

Chief teacher 13 4.4

Other 14 4.7

Final
education

Below high College 28 9.5

College 130 43.9

University 125 42.2

Graduate school 13 4.4

Nursery
teacher
certificate

1st grade 190 64.2

2nd grade 99 33.4

3rd grade 7 2.4

facility type

National Public 98 33.1

Civilian 119 40.2

family 79 26.7

2.2 연 도  

2.2.1 감 노동 

본 연구의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은 Gilstrap[22]가개발

한 ELS(Emotional Labor Scale)를 이진화[2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표면감정노동 6문항, 내면감정노

동 7문항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으로 구성하 다. 표면감

정노동은 소진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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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검증하기 하여 정감정 표 하기, 실재 감정

숨기기, 정감정 과장하기, 가면 쓰기 등을 묻는 항목으

로 구성하 다. 내면감정노동은 소진을 매개하여 이직의

도에 미치는 부(-)의 항을 검증하기 하여 평상시

정감정 표 노력, 정감정 경험 노력수 , 정표 습

화 노력, 정감정 경험의 회상, 정감정 가치인식 수

을 평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면감정노동 측정

도구의 Chronbach's α 값이 .891이며, 내면감정노동의

Chronbach's α 값은 .913으로 나왔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로서 구성하고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그 다’(5 ) 범 안에서 평정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내의 인 계에서

감정노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2.2 진

조 변수인 교사소진은 Maslach & Jackson[24]이 개

발한 MBI(Maslach Bumout lnventory)를 이재일[25]이

번안하고 정명선[26]이 유아교사에게 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BMI 척도는 정서 고갈, 비인격화, 성

취감 감소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정서

고갈을 소진의 측정도구로 채택하 으며, 교사가 지

각하는 된 피로감과 정서 소모감을 측정하는 6문

항으로 척도를 구성하 으며, 소진 측정도구의

Chronbach's α 값이 .902로 나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었다. 각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 범 안에서

평정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을 많이 경

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2.3 직 도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Allen & Meyer[27]가 개발하

고 서지 [28]이 번안한 이직의도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이직

의도 측정도구의 Chronbach's α 값이 .922로 나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서

설계해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

범 안에서 평정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료

직무 련 인 계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상

호작용효과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SPSS Ver.

22.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다음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탐색 요인분석으로 주요변인을 추출하고 측

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둘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정규성과 신뢰도를 검증하 다.

셋째,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

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 & Kenny[29]의 분

석방법을 채택하 고 평균 심화기법을 용하여 3단계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urnover
Intension

Surface
emotional labor

Deep
emotional labor

Burnout

Fig. 2. Interaction research model

3. 연 결과

3.1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주성분분석기법과 베리멕스회 을 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4개 잠

재변인이 추출되었다. 잠재변인들의 % 분산은

73.008로 나타나 잠재변인들의 개념설명력이 높게 나타

났다. 잠재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지수로 정하

으며, 표면감정노동은 .878, 내면감정노동은 .909, 교사

소진은 .873, 이직의도는 .915로 나타나 연구에 필요한신

뢰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주 변  술통계  규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주요변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하여, 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왜도와 첨도의 값이 2미만이므로 측정

된 주요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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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loading Factor

(reliability)1 2 3 4

labor10 .879 -.023 .137 .079

DEL

(.909)

labor11 .871 -.090 .065 -.011

labor09 .831 .078 .140 .008

labor13 .793 -.060 .115 -.075

labor12 .785 -.038 .058 -.041

labor08 .757 .036 .257 .039

turnover3 -.017 .891 .102 .186

TI

(.915)

turnover2 .001 .884 .057 .179

turnover4 .019 .874 .061 .067

turnover6 .017 .816 .075 .147

turnover5 -.121 .791 .138 .144

labor04 .149 .074 .826 .149

SEL

(.878)

labor02 .170 .050 .819 .076

labor03 .147 .092 .806 .224

labor05 .035 .193 .754 .239

labor06 .217 .047 .737 .081

burnout2 .068 .201 .171 .878
BO

(.873)
burnout1 -.010 .198 .267 .835

burnout3 -.109 .310 .271 .776

Eigenvalue 4.193 3.883 3.456 2.340

% Variance 22.069 20.437 18.187 12.316

%
Accumulated

22.069 42.505 60.692 73.008

KMO=.885, χ2=3729.515, df=171, p=.000
Note: SEL:Surface emotional labor, DEL:Deep emotional labor,
BO:Burnout, TI:Turnover Intension

주요변인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면감정노

동, 소진, 이직의도 사이에는 p < .001 수 에서 유의한

상 성이 발견되었으며, 내면감정노동은 표면감정노동

과만 상 계가 존재하 다.

Table 3. Factor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

(SD)
Skew. Kurtosis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SEL
3.53

(.78)
-.46 .04 1

DEL
4.08

(.62)
-.67 1.87 .31*** 1

BO
1.91

(.57)
-.43 -.28 .45*** .01 1

TI
2.17

(.91)
.46 -.61 .23*** -.02 .44*** 1

* p<.05, ** p<.01, *** p<.001

3.2 상호 용효과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경로에서 소진의 조 효과를 살

펴보기 하여, 최미란[30]과 장은미[31]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투입된 교사의 총재직기간, 학력, 과근무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고,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평균

심화한 다음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모형 1은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여 이직의도에 한 향력을 분석하 는데, 총재직기간,

학력, 과근무시간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R2는 .01로 나타나 교사의

배경변인들은 설명력 1% 안으로 통제되었다. 모형 2는

이직의도에 한 감정노동의 향을 분석하 는데, 표면

감정노동만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t=4.28,

p<.01). 모형 3은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투입허여 이직

의도에 한 향을 분석하 는데 조 변수인 소진만 이

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t=7.04, p<.01) 모형의 설

명력이 크게 상승하 다(△R2=.136, p<.01).

Table 4. Result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factor B β t R2 △R2

1

(constant) 2.21 　 7.49***

.010 .101
years .03 .04 .75

education -.08 -.07 -1.10

overtime .07 .06 1.03

2

(constant) 2.34 　 8.03***

.069 .059***

years .01 .02 .33

education -.07 -.05 -.94

overtime .04 .03 .58

SEL .38 .26 4.25***

DEL -.17 -.11 -1.80

3

(constant) 2.68 　 9.78***

.205 .136***

years .00 .00 .02

education -.03 -.02 -.34

overtime -.09 -.07 -1.30

SEL .07 .06 .90

DEL -.06 -.04 -.69

BO .47 .44 7.04***

4

(constant) 2.70 　 9.99***

.236 .032**

years -.00 -.00 -.04

education -.02 -.01 -.24

overtime -.10 -.09 -1.55

SEL .09 .08 1.19

DEL -.02 -.01 -.21

BO .47 .43 7.11***

SEL*BO .07 .06 .94

DEL*BO .23 .15 2.5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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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는 독립변수, 조 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투입하여 이직의도에 한 향을 검증했는데, 내

면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으며

(t=2.50, p<.05) 조 변수인소진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

(t=7.11, p<.01). Baron & Kenny[25]가 제시한 조 효과

검증기 에 따라, 교사의배경요인을통제한 모형 1을 제

외한 다른 모형의 결정계수 증가량(△R2)이 모두 유의하

고, 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와 조 변수인 소

진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므로, 소진은 감

정노동과 이직의도 계를 조 하는 유사조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변수 조 효과를 투입

하기 단계인 모형 2의 설명력이 6.9%에 불과하 으나

소진의 조 효과를 투입한 모형 3의 설명력이 16.8%로

크게 증가하여 체 모형의 설명력이 23.6%로 나타났다.

4. 논

경쟁가치모형에 따르면 보육직무를 포함한 계지향

형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경제주체로보기보다는 확

장된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여[7] 조직 내에서

의 지속 인간 계로 인한 감정노동스트 스가 되

면서 소진과 이직의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32]. 본 연구

는 어린이집에서 증가하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 감정노동과 이직

의도의 향 계를 소진이 효과 으로 조 하는지를 검

증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감정노동은 이직의도에 정(+)의 유의한

(t=4.252, p<.01) 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정선미[33] 등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내면감정노동은 이직의도

에 부(-)의 향을 가지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1.793, p=.074). 일반 으로 내면감정노동을 많이 할

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33-35], 김성은[34] 손정기[35]는 표면감정노동과 내면

감정노동을 분리하여 단순회귀분석으로 향력을 분석

하 으므로 이에 한 일반화된 결론을도출하기에는 제

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감정노동의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내면감정노동은 소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형성하여 이직의도에 강한 설명력을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감정노동은 이직의도에 직 향

을 미치는 것보다는 소진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직의도

에 향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소진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소진과 이직의도와 형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었

다[36,37]. 특히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에 소진을 추가투입

했을 때 이직의도에 한설명력이 13.6%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소진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실천 효과성

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교사의 이직의도

리를 해서는 교사소진에 한 정책 개입에 우선순

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진해결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소진 리를 한 공 서비스 체계를 갖추

는 것이 효과 이다. 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 인근로

자지원 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참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소진 리를 한 교사지원 로그램

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소진해결에 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지원 로그램은 교사상담, 수퍼비 ,

힐링 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교사지원 로그램을 실시

하는 달체계로는 지자체별로 운 인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내면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계에서 소진은유의

한 조 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직의도에

한 감정노동의 설명력이 6.5%에 불과하 으나 소진을

조 변수로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22.9%로 크게 상승하

여, 소진을 조 변수로 활용하면 이직의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감정노동이나 소진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크

게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상호작용효과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때 나타나는 효과

이므로, 이직의도 완화효과를 극 화시키려면 내면감정

노동 활성화방안과 소진 리방안을 병행하여 용하는

것이 요하다. 내면감정노동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를

극 화하기 한 제도 ․실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

고자 한다. 먼 교사의 감정노동은 스트 스 요인이지

만[37], 이를 동기요인으로 환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은 극 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의 감정

노동에 심을 표 하고, 감정노동의 성과가 나타나면

극 으로 인정해서 교사의 성취감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성취감을 느끼면 교사는 조직이

요구하는 정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귀속시키는 동일

시(identification) 욕구를 갖게 되고, 자신의 심층감정을

조직의 표 규칙에 일치시켜가는 내면감정노동을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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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내면감정노동을

정책 으로 지원하기 하여 정부에서 채택하고있는 어

린이집평가인증 지표를수정하는 것도고려해볼만 하다.

행 평가인증 3차 통합지표는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

사의 보육활동을 심으로 설계되었다. 이 보육계획

수립 실행항목(지표1-1) 는 평가항목(1-6)의 세부

평가지표에 원장리더십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원장이 교사의 감정노동을 지지하고 이를

어린이집 경 에 극 활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척도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추가하면, 원장은 교사에게

정 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교사는자발 으로 내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역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계를 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소진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평균 심화

기법을 용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가치모형을근거로 보육직무의 본원 특징

을 반 하여 독립변수를 추출한 다음이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이직에

한 효과 인 개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직의도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낮은 여, 열악한 환경, 업무과부

하와 같은 직무환경에 집 되었고, 이 역에 정책 ․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육직무 환경이상당 수

개선되었지만 여 히 보육교사의 이직은 높은 수 이다.

이런 제한 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조직문화를 설

명하는 경 학 개념인 경쟁가치모형을 도입하 다. 그

결과 상사 계, 동료 계, 학부모 계, 아동 계에서 교

사가 수행하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계가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게 되었다. 특히 조직문

화는 모든 역에 동시 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감정

노동과 소진의 계를 상호작용효과로 분석하도록 연구

모형을 구성하 다. 이 게 본 연구는 경 학의 조직문

화개념에 기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보육교사 이

직의도에 한 향을 분석함으로써 복지와경 을 결합

하여 융합 으로 연구한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계에서 소진이유의한

조 효과가 있으며, 소진과 감정노동을 동시에 리할

때 이직의도 감소효과가 극 화된다는 것을 실증 으로

밝혔다. 즉 감정노동과 소진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감

정노동 는 소진을 별개로 투입하는 것보다 이직의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상호작

용효과를 근거로, 소진 리를 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진 리를 포함한 교사의 직무와 련된 문제를 포

으로 지원하는 교사지원 로그램을 설립하고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하여 로그램을 집행하는 제도방안을 제

시하 고, 감정노동활성화를 해서는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개선 원장 리더십을 통한 내면감정노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계에서소진

의 조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에서,

본 연구는 학문 인 가치를 갖는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의 표본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한정되어 연

구 결과를 체 보육교사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한 설문지를 활용한 양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응

답자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한다. 따라서 추후 양 조사와 함께 질 연구가 병행된

다면, 보육서비스 역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이직을

리하는 효과 인 개입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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