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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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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indfulness of Preschool Teachers
on Job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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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
상은 OO시 유아 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 교
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탈 중심적 주의, 현재자각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아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지지 요인과 마음 챙김의 탈 중심적 주의, 현재자각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아 교사의 직무 소진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eschool teachers' social support and mindfulness on job
exhaustion. The study subjects were 138 preschool teachers in OO city. As an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reschool teachers on job exhaustion found that the 
material support factor,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 (-) on job exhaustion. 
Second, the sub-factors of mindfulness, decentered attention, and present awaren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exhaustion. A higher the current awareness, the decentered attention of 
mindfulness, and the material support factor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preschool teachers indicated
lower job exhaustion. These results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measures for reducing
job exhaustion of pre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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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변

화와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유아교육 현장의 위기와 
문제들로 유아 교사의 중요성과 역할 등이 사회적인 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 교사란 사회의 공동체 
현장에서 당면한 첫 모델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아 교
사는 직무 소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유아 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후 1년부터 
6세 미만의 유아들을 가르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유사교사란 유아가 처음으로 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
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인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
진다[1]. 위와 같이 유아와 많은 시간을 접하는 유아 교사
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직무 중에 직무 소진에 대하여 국외의 선행 연구
에서 살펴보면 직무 소진이란 사회 복지 분야에서 종사
자들이 의욕의 상실감과 피곤함, 정신적인 힘듦을 보면서 
고객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결과를 설명하는 용어
로 소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 소진이 
비현실이며, 과도한 업무로 신체적, 정신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직무 소진을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
하게 장기간 업무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적·정서적·태도
적인 고갈을 경험하면 업무수행에 대한 에너지와 상실된 
목표의식 상태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 서비스 당사자에
게 냉담과 무관심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3]. 따라서 많
은 서비스업계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로 다양한 고객들의 
응대와 고충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실제 
업무상에서 때로는 개인의 성취감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하였다[4]. 또한, 유아 교사의 현장에서 마음 챙김은 우울
을 낮추어 주고 예방적인 차원의 변인으로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기제라고 하였다[5].

특히, 국내에서는 마음 챙김은 특질보다는 상태에 더 
가까운 것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6]. 또한 ‘유아 교사가 가지는 자기 주관적인 웰빙을 측
정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과 기대를 포함시
키는 개념’이라고 하였다[7].

위와 같이 유아 교사가 실전에서 당면할 문제인 영향
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로 볼 수 있으며[8], 사

회적 지지란 자신이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자신과 사회관계망간에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 가족을 포함한 친족과 친구와 
이웃,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랑과 이해, 격려
와 관심, 인정 등을 의미하는 정서적 지원과 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물질적 지원, 
충고, 조언, 정보제공과 동일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보
적 지원 및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공유하는 사교적 지원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
지와 같은 대인 관계적 자원의 활용은 직장 내 우울 문제
는 감소되고 효과적인 예방도 되며, 기존의 선행 연구에
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다고 하였다[9].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 받는 유형적, 무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며, 타인과의 이미 있는 상호
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우며,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측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0].

또한, 서비스직에 종사자들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소
진이 발생하면 스트레스와 우울, 소외감 등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감정 요인과 많이 관련되며, 소진은 스트레스와 

접하며 종종 혼용되기도 하며,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것인데 비
해 소진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좋지 않
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4].

위와 같이 유아 교사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유아 교
사의 직무를 다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지지와 존중이 없
이는 직무 소진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마음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

이상과 같이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마음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본 연구
는 유아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 마음 챙김, 직무 소진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유아교육 분야에서 유아 교사
들이 지각하는 직무 소진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마음 챙

김,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 소진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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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the entire(N=138)

Frequency Ratio(%)

Gender
Male 0 0.0

Female 138 100.0

Age
20s 13 9.4
30s 43 31.2

over 40s and under-50 82 59.4

Residence
City 127 92.0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1 8.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은 직무 소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

까지 00시의 유아 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45부의 자료를 수
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
한 138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3문항, 사회적 

지지 25문항, 마음 챙김 20문항, 직무 소진 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거주
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는 김기순[11]이 사용한 측정도구로 하위요인 정서적 지
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음 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이우경
[6]이 사용한 마음 챙김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탈 중심적 
주의 5문항, 비판단적 수용 5문항, 현재자각 5문항, 주의
집중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아 교사의 직무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박상철[12]이 사용한 직무 소진 측정도구 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사회적 지

지의 전체 신뢰도는 .908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847, 정보적 지지 .884, 물질적 지지 .914, 평가적 지지 
.880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마음 챙김
의 전체 신뢰도는 .879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탈 중심적 주의 .811, 비판단적 수용 
.832, 현재자각 .856 주의집중 .873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직무 소진의 신뢰도 또한 .811의 높은 신뢰도를 보
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최소한

의 수준인 .60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
뢰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Spec.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7 .847

.908
informational support 6 .884

material support 6 .914
evaluative support 6 .880

Mindfulne
ss

decentralism 5 .811

.879
critical acceptance 5 .832
realize the present 5 .856
Attention focused 5 .873

exhaustion of duties 4 .811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
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유아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마음 챙김이 직
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 교사

의 성별은 여자 138명(100.0%)으로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 이상-50대 미만이 82명(59.4%)
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3명(31.2%), 20대가 13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도시가 
127명(92.0%)으로 농어촌 11명(8.0%) 보다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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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유아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요인의 전체는 M=3.90
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평가적 지지(M=4.10)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M=4.04), 정보적 지지(M=3.92), 물질적 지
지(M=3.55)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Spec. N minimu
m value

maximu
m value M SD

social 
supp
ort

emotional 
support 138 2.71 5.00 4.04 .67

information
al support 138 2.33 5.00 3.92 .71

material 
support 138 1.50 4.67 3.55 .87

evaluative 
support 138 2.67 5.00 4.10 .67

the entire 138 2.30 4.83 3.90 .6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Social Support

  
3.2.2 마음 챙김에 대한 기술통계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마음 챙김 요인의 전체는 M=3.97로 평
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현재자각(M=4.20)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판단적 
수용(M=4.05), 주의집중(M=3.93), 탈 중심적 주의
(M=3.69)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에 대
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Spec. N minimu
m value

maximu
m value M SD

Mind
fulne

ss

decentralism 138 2.20 5.00 3.69 .88

critical 
acceptance 138 2.20 5.00 4.05 .89

realize the 
present 138 2.80 5.00 4.20 .71

Attention 
focused 138 2.00 5.00 3.93 .78

the entire 138 2.60 4.95 3.97 .70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Mindfulness

3.2.3 직무 소진에 대한 기술통계
유아 교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직무 소진 요인은 M=2.37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감정고갈(M=3.00)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상대적으로 탈 인격화(M=1.73) 요인은 평균점수보
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유아 교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Spec. N
minim

um 
value

maxim
um 

value
M SD

emotional exhaustion 138 1.80 4.80 3.00 .86
dehumanization 138 1.00 3.50 1.73 .68

the entire 138 1.40 4.15 2.37 .63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Job Exhaustion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마음 챙김, 직무 소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 교사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
지와 마음 챙김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
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45, p<.01). 반면, 사회적 
지지와 직무 소진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11, p<.01). 한편 마음 
챙김과 직무 소진은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43, p<.01). 이러한 결과는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으며 상관 계수의 값이 나타났
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Spec. emotional 
support Mindfulness exhaustion of 

duties
emotional 
support 1

Mindfulness .545** 1

exhaustion of 
duties -.511** -.743** 1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3.4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마음 챙김, 직무 소진

과의 영향관계
3.4.1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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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직무 소진에 대한 참여 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5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5.4%로 회귀모형
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β=-.536, p<.001) 요인은 직
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β
=-.343, p>.05), 정보적 지지(β=.997, p>.05), 평가적 지
지(β=-.129,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
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 교사의 사
회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depende
nt 

variable

independe
nt variable

nonstandardiza
tion factor

standardi
zing 

factor t/p
tolera
nce 
limit

B standar
d error β

exhausti
on of 
duties

constant 3.991 .297 3 13.455***

emotional 
support -.057 .165 -.060 -.343 .159

informatio
nal 

support
.127 .128 .143 .997 .236

material 
support -.391 .083 -.536 -4.692*** .372

evaluative 
support -.122 .110 -.129 -1.115 .362

***p<.001

Table 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Preschool 
Teachers on Job Exhaustion

  
3.4.2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 소진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
이 .63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3.4%로 회귀모형을 설
명하고 있다.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
면, 탈 중심적 주의(β=-.732, p<.001), 현재자각(β
=-.554, p<.001)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 챙김의 하위요
인 비판단적 수용(β=.384, p<.01), 주의집중(β=.052,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교사의 마음 챙
김 하위요인인 탈 중심적 주의, 현재자각 요인이 높을수
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depende
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
ation factor

standar
dizing 
factor t/p toleranc

e limit
B standar

d error β

exhausti
on of 
duties

constant 5.101 .209 24.452***

decentralism -.523 .085 -.732 -6.134*** .193
critical 

acceptance .274 .084 .384 3.275** .200

realize the 
present -.495 .078 -.554 -6.371*** .364

Attention 
focused .043 .071 .052 .60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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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 of Mindfulness of Preschool Teachers 
on Job Exhaustion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 사회적 지지,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소진에 대한 참여 동기의 설
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5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5.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β=-.536, p<.001)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β=-.343, p>.05), 정보적 지지(β=.997, p>.05), 평
가적 지지(β=-.129,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
의 하위요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요인
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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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둘째,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탈 중심적 주
의, 현재자각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소진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63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3.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마음 챙김의 하위요
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탈 중심적 주의(β=-.732, 
p<.001), 현재자각(β=-.554, p<.001)은 직무 소진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 비판단적 수용(β=.384, p<.01), 
주의집중(β=.052,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
음 챙김의 하위요인 비판단적 수용, 주의집중 요인은 직
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 하위요인인 
탈 중심적 주의, 현재자각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
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따
라서 유아 교사의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유아 교사를 대상으
로 직무 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이
고 실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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