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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생1,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center 
teac teachers' level of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nd burnout, and to determine if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28 teachers working at childcare centers in the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eacher burnout,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Resul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level of burnout among 
was found to be negatively influenced by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Perceived emotional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emotional support, the greater the positive influenc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While 
perceived emotional suppor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burnout, this influence was indirect and was 
mediated through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the childcare teachers.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more useful to strengthen basic psychological needs, than 
to increase perceived emotional support, for preventing and reducing burnout among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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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 환경 개선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전면 실시, 어린이집 평

가인증 제도 의무화, 부모 모니터링 제도, 보육교직원 자격관

리 강화 등이 보육현장에 요구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 강도는 

향상되어 가고 있다. 보육교사에게 기대되는 높은 업무 강도

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견인적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 소진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내실 있는 보육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Freudenberger (1974)에 의해 제안된 소진은 직무에 대해 탈

진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 활동에서 형성된 정

서적 피로(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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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성취감 상실 상태(personal accomplishment)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진은 업무 전념을 방해하고 주

변 사람들에게 냉소적 태도를 보이게 하며 업무 의욕을 저하시

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갖게 만든다. 소진이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제

도 마련을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학계 차원에서는 소진이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Park & Song, 2019)하거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

하려는 연구(Y.-Y. Choi & Shim, 1999; Kim, 2003; Kwon, Chung, 

& Park, 2013; S.-J. Oh & Choi, 2016) 등을 통해 소진 예방이나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소진 특히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

운데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소진을 

보호하거나 예방하는데 유용한 환경적 변인으로 제안( Joung, 

Choi, & Lee, 2013; Min, 2010; Song, 2015)되고 있다. 정서적 지

지는 역경이나 어려움 등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중재요인으로 알려진 사회

적 지지 개념(Cobb, 1976; Dubow & Tisak, 1989)의 하위 변인이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할 때(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

는 상황과 대상, 지지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모양

과 속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en & Hoberman, 1983; 

House, 1981; Thoits, 1982).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통일

된 구성 개념으로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 조언 등을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나 자신

감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는 평가적 지지 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물건이나 도구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보다 애정, 소속감, 자존심 등의 정서적 공감과 사

랑, 존중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 관련 어려

움을 가장 많이 완충해주는 사회적 지지로 알려져 있다( Joung 

et al., 2013; Min, 2010; Song, 2015).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

가 보육교사에게 강조되는 것은 업무 특성 상 대인 관계를 중심

으로 사회 정서적 상호작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동료 교사나 

원장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공감이나 지원 등은 보육 업

무에서 발생되는 소진을 예방하거나 낮추는데 필요한 주요 환

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정서적 지지가 보육교사가 경

험하는 어려움과 곤란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완충 또는 중재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된 애

정, 이해, 수용 등을 보육교사가 지각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

적 부적응 문제가 완화 또는 중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환

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에 의해 활성화되는 개인적 변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서적 지지 역시 제공되는 객관적 양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이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하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보육교사의 소진 문제에서 사회적 환경으로부

터의 정서적 지지 외에 정서적 지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보육

교사의 개인 내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지지와 보육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가 완화 또는 

중재적 측면에서 조절 효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면, 

이 연구에서는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

과보다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개

입되는 개인 내적 변인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동료 교

사나 학부모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도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지각하느냐 하는 개인적 역량에 의

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각된 정서적 지지에 의

해 영향받는 보육교사의 소진 역시 보육교사 자신의 개인 내

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 볼 때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

로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가 있다. 기본심리

욕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려는 인간의 주

체적 성향을 설명하는 Deci와 Ryan (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 강조된 개념이다(Deci 

& Ryan, 2000; Ryan, Connell, & Deci, 1985).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 욕

구로 행동 주도를 의미하는 ‘자율성’, 통제감을 나타내는 ‘유능

성’, 사회적 연결감을 의미하는 ‘관계성’의 3가지 욕구를 말한

다(Ryan & Deci, 2000). Deci와 Ryan (1985)은 이러한 3가지 기

본심리욕구 때문에 인간은 외적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율

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며 스스로 목표를 달

성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기본심리욕

구가 큰 사람은 목표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면한 환경

에서 최적으로 도전을 시도하거나 숙달하려는 경향이 크다

(Ryan & Deci, 2000).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

대를 형성하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관심

을 보이는 등 사회적 관계망 내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

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과의 갈등을 통해 심리적 소외감이

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다. 기본심리욕구가 갖는 이

러한 특성 때문에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된 교사나 학교 상



27  Burnou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hild Care Teachers 

담자의 경우 심리적 소진이 낮으며(S. Choi, 2015; Ford, Olsen, 

Khojasteh, Ware, & Urick, 2019; H.-H. Lee & Hong, 2018), 회

사원의 경우 낮은 불안감과 높은 직업몰입 또는 낮은 직무 소

진을 보고(Deci et al., 2001; H. Oh, Lee, & Kim, 2019)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교 교사나 상담자와 같이 보육교사의 소

진도 교사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인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

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yan & Solky,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05; Yoon, 

2015).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욕구가 인간이 지니는 

기본욕구라 해도 사회적 환경 요소에 의해 기본욕구의 작동과 

충족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되는 지지

와 격려는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

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자율성이나 유능감, 특히 관

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self-determination)할 수 있게 한다.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는 부모나 또래의 사회적 지

지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Yoon, 2015)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포함

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구와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M.-S. Choi, 2009)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구 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를 고려해 볼 때, 동료나 원장 등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지각되

는 정서적 지지는 인정과 존중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

로써 보육교사 스스로 보육교사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내적 동기화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는 보육교

사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으로 인해 자기결정성에 의한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진이 낮을 수 있

다. 이는 정서적 지지와 소진 간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

개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본심리욕

구는 초심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을 

매개(H.-S. Lee & Lee, 2011)하고 있으며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도 매개하는 것(S. Choi, 2015)으로 나타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Van 

den Broeck, Vansteenkiste, De Witte, & Lens, 2008)에서도 기본

심리욕구는 직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 외적 변인인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각되는 정

서적 지지와 개인 내적 변인인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되, 구조모형을 토대로 소진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

터의 정서적 지지의 영향을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를 연

구문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Figure 1. Model of the study.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

사 228명이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은 40대가 103

명(45.2%), 총 경력은 5년 이상의 경력이 128명(56.2%), 2-3년

제 졸업이 128명(56.1%)이며, 대학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159명

(69.7%), 민간 어린이집 근무가 98명(43.0%), 1급 보육교사 자격

증 소지가 142명(62.3%), 기혼이 173명(75.9%)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이

를 위해 사용된 연구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도구

소진

Maslach와 Jackson (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를 Kang (1996)

이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MBI (Maslach Burnout 

Figure 1.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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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를 본 연구에 맞게 ‘학생’을 ‘원아’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나는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나

는 교사가 된 후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해졌다.” 등으로 이루어

진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4문

항, 성취감 감소 8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총점의 범위는 

21-105점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

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고갈 

.83, 비인간화 .62, 성취감 감소 .67,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직장 내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

해 Shakespeare-Finch와 Obst (2011)가 개발한 이원 사회적 지지

(2-way social support)척도 중 정서적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누군가가 어린이집에 있

다.”, “내가 힘이 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있다.” 

등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아니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7문항으로 구

성된 총점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

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제공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지

지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문항이므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을 위해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지지1(3문항)’, ‘지지2(4문항)’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method)는 

단일 척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추정모수의 증가에 따른 추정

오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이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1 .85, 정서적 지지2 .93, 전체 .92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Ryan과 Deci (2002)의 기본심리욕

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M. Lee와 Kim 

(2008)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나

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등

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율성 6문항, 유능

성 6문항, 관계성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총점의 범위

는 18-90점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었음을 의미

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자

율성 .74, 유능성 .81, 관계성 .70, 전체 .8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면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Variables Categories n (%)

Age Under 30 98 (43   ) Position Head teacher 28 (12.3)

Over 40 130 (57   ) Teacher 199 (87.7)

Total work experience  1 year or less 19 (  8.3) Type of daycare center Public 48 (21.0)

Less than 2 to 3 years 29 (12.7) Workplace 15 (  6.6)

Less than 3 to 4 years 24 (10.5) Social welfare organization 21 (  9.2)

Less than 4 to 5 years 28 (12.3) Private 98 (43.0)

Over 5 years 128 (56.2) Family home care 46 (20.2)

Education level Four-year 
college or higher

83 (36.4) Qualifications Childcare teacher level 1 142 (62.3)

Two- or three- 
year college graduate 

128 (56.1) Childcare teacher level 2 66 (28.9)

High school graduate 17 (  7.5) Childcare teacher level 3 20 (  8.8)

Qualifying institution University 159 (69.7) Marital status Married 173 (75.9)

Teacher train ing center 69 (30.3) Single 5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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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급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위해 보육교사 교육원을 찾은 

보육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를 부탁했다. 이를 위해 보육교

사 교육원으로부터 사전에 질문지 조사를 허락받았으며 자발

적으로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들에게는 조사 동의서를 받았다. 

질문지는 승급이나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가 배부

했으며, 당일 귀가 시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

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결측 문항이 한 개라도 포함된 질문

지 또는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22부의 질문지는 

모두 제외하고 228명의 질문지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 기본심리욕구, 소진 간 관계

를 경로모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

형의 적합성을 규명하기 위해 SPSS 19.0 (IBM Co., Armonk, 

NY)의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했으며, Amos 

24.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통해 절대적합지수인 
χ2, RMSEA과 중분적합지수인 TLI, CFI값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Bootstrapping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

보았다.

Results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소진 간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에 전에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

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 평균

은 25.04 (SD = 4.90), 2개 지표 평균은 각각 10.83 (SD = 2.39)

와 14.22 (SD = 2.70)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평균은 65.90 

(SD = 6.24)이며, 하위 지표인 자율성의 평균은 21.36 (SD = 

2.93), 유능성의 평균은 21.25 (SD = 2.58), 관계성의 평균은 

23.30 (SD = 3.04)로 나타났다. 소진 평균은 55.63 (SD = 8.40)

이며 하위 지표인 비인간화의 평균은 9.00 (SD = 2.40), 정서

적 고갈의 평균은 26.60 (SD = 5.30), 성취감소의 평균은 20.02 

(SD = 2.85)로 나타났다. 한편 왜도와 첨도 값은 각각 기준값

이 3과 10미만 값이 나왔다. 이는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Kline, 2005)이므로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Support 1 ―

2. Support 2  .85** ―

3. Emotional support  .96**  .97** ―

4. Autonomy  .20**  .16*  .19** ―

5. Competence  .16*  .12  .15*  .30** ―

6. Relationship  .25**  .27**  .27**  .24**  .36** ―

7. Basic psychological needs  .28**  .26**  .28**  .71**  .73**  .75** ―

8. Dehumanization -.11 -.10 -.11 -.27** -.07 -.07*  -.19** ―

9. Emotional exhaustion -.07 -.08 -.08 -.24** -.17* -.00  -.18**  .54** ―

10. Reduction in achievement -.22** -.22** -.23** -.18** -.37** -.23**  -.35**   .34**  .36** ―

11. Burnout -.15* -.15* -.16* -.28** -.25**  -.10  -.29**  .74**  .90**  .66** ―

M 10.83 14.22 25.04 21.36 21.25 23.30 65.90 9.00 26.60 20.02 55.63

SD 2.39 2.70 4.90 2.93 2.58 3.04 6.24 2.40 5.30 2.85 8.40

Skewness -.52 -.28 -.36 -.46 .09 -.55 .01 .45 -.12 .20 .04

Kurtosis .15 .06 .15 .54 .22 1.50 .16 -.05 -.32 -.26 -.21

Note. N = 228.
*p < .05. **p < .01.



Choi and Min   30

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잠재변수

로 사용된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 기본심리욕구, 소

진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

(goodness of fit)와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2 = 39.15 (df = 17, p < .05), TLI 

= .93, CFI = .96, RMSEA = .08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나

타내는 RMSEA 평균이 .08로 < .08 이하의 기준치(Browne & 

Cudeck, 1993)를 충족하며, 독립모형 대비 연구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TLI, CFI가 모두 > .90 이상의 기준(Kline, 2005)를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의 측정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Figure 2는 측정모델의 각 잠재변인과 측정 변인들 간

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계수가 절대값 .19∼.53 사이에서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 요인부

하량이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 변인들이 각 잠

재변인에 대해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분석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소진 간 경

로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경로가 설정된 부분 

매개모델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에서 종속

변인으로 직접 가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 매개모델을 경쟁모

형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델의 RMSEA의 값이 .07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델의 RMSEA의 값 .08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TLI, 

CFI의 값 또한 모두 > .90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모형

인 부분매개모델보다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모델 적합도 결과에 따

라 최종모델로 선정한 완전매개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으며,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el 3과 같다.

Figure 3은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 기본심리욕구, 

소진 간 경로모형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와 소진 

간 직접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완전매개모델로,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한 간접 영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Table 4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기본

심리욕구는 소진에 부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54, p < .001). 즉 보육교사의 소진은 기본심리욕구

가 충족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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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urnou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hild Care Teachers 

Table 3
Summary of Model Fit Statistics

Model χ2 df p RMSEA TLI CFI
Hypothetical path model 39.15 17 .05 .08 .93 .96
Modified path model 39.23 18 .05 .07 .93 .96
Note. χ2 = chi-square;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Figure 3. Final research model.

Table 4
Path Estimate of Final Research Model

Pathway β B SE CR 
Basic psychological needs → Burnout -.54 -.51 .12 -4.43***

Emotional support → Basic psychological needs .32 .27 .08 3.15**

Emotional support → Support 1 .97 1.00

Emotional support → Support 2 .84 .99 .03 24.93***

Basic psychological needs → Autonomy .62 1.00

Basic psychological needs → Competence .60 8.6 .16 5.28***

Basic psychological needs → Relationship .50 .81 .17 4.91***

Burnout → Dehumanization .73 1.00

Burnout → Emotional exhaustion .72 2.25 .31 7.22***

Burnout → Reduction in achievement .57 .97 .15 6.64***

Note. N = 228.
** p < .01. *** p < .001.

Figure 3. Fin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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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32, p < .01). 이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

적 지지가 클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더 많이 충족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지각된 정서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

개로 소진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el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AMOS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

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본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완전매개로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확인된 완전매개의 경로모형을 기반으

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세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기본심리욕구는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된 직장인의 경우 직무 활동에

서 낮은 소진을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Deci et al., 2001; 

Ford et al., 2019; H.-H. Lee & Hong, 2018; H. Oh et al., 2019)와 

일치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잘 이루어진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낮은 불안감, 높은 직무몰입을 보인

다는 연구결과(Deci et al., 2001; Van den Broeck, Ferris, Chang, 

& Rosen, 2016)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

는 개인적 성장, 공동체 기여와 같은 내재적 목표를 성취하도

록 하는 자기결정성의 원동력이다(Kasser & Ryan, 1996). 따라

서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된 보육교사는 보육환경 변화에 따

른 업무 수행을 환경적 요구에 의해 달성 해야만 하는 의무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하기 쉽다. 보육 업무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기성장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보육교사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소진을 조기 예방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

구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

으로부터 제공된 사회적 지지가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구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Ryan & Deci, 

2000; Ryan & Solky,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05; Yoon, 

2015)와 유사한 것이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계망 중 동료교

사나 원장 등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이 제공하는 공

감, 승인, 인정,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Berndt & Perry, 1986)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중 관계성 욕구를 충족

시키는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

정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는 타인과 상

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근무 과정에서 보육교사

가 정서적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는 소진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

구가 통제되었을 때 사라진다는 점이다.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정서적 지지의 영향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한 간

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와 같은 환경 외

적 변인보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자율성, 자신

의 능력이나 기술을 숙련있게 사용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유능성,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고자 하는 관

계성을 충족하고자 하는 개인 내적 욕구의 충족 정도가 보육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는 보육교사의 소진을 사전에 관리하

고 미연에 예방하고자 할 때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 

Table 5
Standardized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in the Final Research Model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motional support → Burnout -.17** -.17** 
Basic psychological needs → Burnout -.54** -.54**
Emotional support → Basic psychological needs .32** .32** 
Note. N = 228.
**p < .01.



33  Burnou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hild Care Teachers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으

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에 비해 기본심리욕구가 보육교

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기본심리욕구는 사

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서적 지지는 보

육교사의 소진 예방에 있어 폄하될 수 없는 변인인 것이다. 어

린이집 운영 차원에서 원장은 교사 상호간 정서적 지지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사주도적 차원에서 구안해 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교사주도에 의해 탐색되는 정서적 지지 향상 

방안은 원장에 의해 계획되고 마련된 방안보다 높은 효용성

과 실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교사들은 교사

주도의 정서적 지지 향상 방안 탐색 과정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경험할 수 있고, 함께 생각하고 상호 만족

할 수 있는 방안 탐색 과정에서 하나됨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인

을 환경 외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

고 완전매개의 경로모형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소

진 예방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구안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

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근무시간, 임금 등 보육교사의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

지 못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소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결과를 보육현장에 적용할 때 주의해

야 할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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