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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Objective: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is high and every year, over 20% of teachers quit their 
jobs.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childcare teacher’s grit, defined as passion and 
perseverance for a long term goal, predicts job stress, which, in turn, predicts turnover intention.    
Methods: In a cross-sectional study, 318 childcare teachers completed an online survey. SPSS 22.0 
and PROCESS macro were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grit and turnover intention.       
Results: Grittier teachers had lower turnover intention compared to their less gritty colleagu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important covariates such as gender, center type, teaching experience, 
and salary. Furthermore, job stress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why some childcare teachers are more likely stay in the 
classroom than are others.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for childcare teache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rit, to increase teacher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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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울, 구민주, 박다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여

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

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원에 이르며,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 예산은 2014년 기준 6천 100억원

이다(Cho, Park, & Jang, 2014).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

면, 임신 · 출산 및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이 2013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17),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양립지원정책(S.-A. Hong, Lee, Kim, Yu, & Lee, 2009) 

및 시간연장 보육(Ministry of Health & Welfare [MW], 2011)을 

시행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의 역할분담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과 양

육에서의 여성의 선택권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H. S. Lee, 2015). 

하지만, 시간연장 보육정책은 경력단절여성의 해결책인 동

시에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014

년 기준 70.8%의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723/kjcs.2018.39.2.15&domain=pdf&date_stamp=2018-04-30


Shin, Koo and Park  16

으며(M. Lee et al., 2016), 이는 교사의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

스를 높여(Ki, Yang, & Hong, 2011), 보육교사들의 이직과 경

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이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높여, 보

육교사들이 다른 직장을 탐색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하

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5년 기준, 어린이집 사직 또는 이

직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 있음’ 과 ‘고려 중’이 각각 13.0%

와 18.3%로 나타나 총 31.3%의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옮기거

나 보육교사를 그만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Lee et 

al., 2016). 더불어, 2014년에는 보육교사의 24.1%가 이직을 하

거나 사직을 하면서 2015년에는 75.5%의 어린이집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이직이 현실화 되고 

있다(M. Lee et al., 2016).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72.2%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현 직장근무 경력이 3년 미만에 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Seo, Lee, Baek, & Park, 2005). 다

시 말해, 양질의 영유아 보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교사들의 이직은 늘어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이직은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육교사의 이직은 경험 있는 인력의 손실을 

야기하여,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Howes 

& Hamilton, 1992), 학부모로 하여금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감소시킨다(S. O. Hwang, 2006). 더불어 남아

있는 교사들의 기존 의사소통 구조를 파괴하여 사기를 떨어뜨

리고, 업무의 몰입을 방해함과 동시에(E. J. Hwang, 2007; Suh 

& Suh, 2002), 새로운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Mobley, 1977). 

보육교사의 이직은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뢰형성과 애착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시기

에 교사의 잦은 교체는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다(Howes & Hamilton, 1992). 보육교사의 이직은 애착 대상

을 상실한 영유아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교사에게 

적응하기 위한 영유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높인다. 가령, 

18-24개월 사이에 교사가 바뀌는 경험을 한 영아가 30개월이 

되었을 때 불안정한 교사-유아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Howes 

& Hamilton, 1992). 더불어 교사의 잦은 교체는 어린 영유아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사-유아간

의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려 영유아의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ung, Lee, & Lee, 2011).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 환경에서는 초 · 중 · 고등학

교 교사들에 비해 보육교사의 보수, 처우,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특히 업무시간과 업무량에 비해 보수 및 처우가 턱없

이 낮으며, 과중한 업무수행과 역할기대는 보육교사의 직무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Chung et al., 2011; J. H. Lee & Cho, 

2009; Song, Kim, & Song, 2010). 직무스트레스란 조직의 목표

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스트레스를 뜻한다(Moracco & Mcfaddem, 1982). 직무스

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

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Boyd & Schneider, 1997; Manlove 

& Guzell, 1997; Pyo & Hwang, 2011; H. Yoon & Noh, 2013). 일

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직무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환경, 상황 등과의 관계나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J. Park, 2013). Clark (1980)은 교사의 직

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인 TOSFQ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

로 행정지원, 학생들과의 활동, 경제적 안정, 업무과다, 동료교

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였으며, Schulthz (1982)의 경우, 과중한 

업무, 성과평가, 역할감독, 경력개발, 작업장의 변화, 임금체계

로 나누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하위 요

인과 이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업무환경의 질이 낮

고(A. R. Son, 2009; Boyd & Schneider, 1997; S. Y. Hong, 2012), 

동료와 원장과의 관계가 나쁠수록(H. J. Kwon, 2008; J. W. 

Lee & Lee, 2006; Pyo & Hwang, 2011), 이직의도가 높았다. 그

리고 업무의 종류와 양이 많고(A. S. Yang, 2008; H. J. Kwon, 

2008; Manlove & Guzell, 1997), 급여와 보수수준이 낮을수록

(Manlove & Guzell, 1997; Whitebook & Sakai, 2003) 이직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참여도가 적고(Boyd 

& Schneider, 1997; J. W. Lee & Lee, 2006),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록(J. W. Lee & Lee, 2006; Manlove & Guzell, 1997; A.-R. Son, 

2009; A.-S. Yang, 2008)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는 대부분 근무를 하는 동안 접하게 되

는 외적요인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이 환경을 어떻게 받

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처 행동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직업장면 뿐 아니라 교사가 삶의 전반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인성, 신념, 가치관, 소양 등 교사 개인의 보편적인 특

성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기본생활습관과 사회 · 정서가 급격하게 발달

하는 시기라는 점과 주변 성인의 행동, 말투, 성격, 태도 등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보육교



17   Childcare Teacher’s Grit and Turnover Intention 

사의 인성은 영유아의 발달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C. O. Park, Seo, & Eom, 2013). 이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

한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교사의 인성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

고, 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보육교

사의 인성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인성은 업무만족도 및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긍정적 자아개념, 창의 · 인성, 인

간애가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고(Y. J. Park, Lim, 

& An, 2015), 창의 · 인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E. J. Son & Park, 2012). 또한, 창의 · 인성

과 인간애가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의 질문과 요구에 적절

하게 반응하고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스킨십과 모델링을 

제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Hwang, 2016). 더불어 보육교사의 정서조절,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 정서활용을 포함한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G. O. Kim, 2015), 

보육교사의 인성이 직무수행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국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연구를 종

합해 보면 교사의 공감능력(J. S. Kwon, You, & Jo, 2016; Jo 

& Kim, 2016), 인간애(M. G. Choi & Hwang; Y. J. Park et al., 

2015), 정서조절능력(K.-R. Lee, & Moon, 2016) 등 타인과의 상

호작용에서 중요시되는 대인관계 인성(interpersonal character)

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Ma & Choi, 2014), 개방

성(Y. M. Lee, 2009; J. S. Ma & Choi, 2014), 창의성(Yi & Kwon, 

2016) 등 교사의 이지적인 인성(intellectual character)에 관한 것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학부모와 유아, 동료교사, 원장과

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인관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

양한 영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대인관

계, 이지적 인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역할과중, 

열악한 조직 환경 등에서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개인내의 인

성(intrapersonal character)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내 인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개인 내의 인성 중 최근 학문적,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릿(Grit;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과 보

육교사의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교적 최근 소개된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

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릿을 처음 소개한 

Duckworth는 이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끈

기, perseverance)과 열정(passion, commitment)으로 정의하였다

(Duckworth, et al., 2007). 한국에서는 그릿을 한 단어로 명확하

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투지라는 단어와 함께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지’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의 뜻

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릿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계와 교육계, 일반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

다.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릿은 기존의 것을 새로

운 것으로 인해 소홀히 하지 않는지, 쉽게 싫증내고 다른 것으

로 옮겨가지 않는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초반에 가졌

던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그릿이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연령과 초·

중·고등학생, 육군사관학교 생도, 회사원 등 여러 직업장면

에서 나타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높

은 아동일수록 철자 경연대회(national spelling bee)에서 더 높

은 단계까지 올라갔으며, 그릿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우수

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

았다(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Eskreis-

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또한, 그릿이 높

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지옥의 훈련’이라고 불리는 생도 1

년차의 훈련을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uckworth 

et al., 2007), 그릿이 높은 영업사원일수록 회사에 남을 확률이 

높았다(Eskreis-Winkler et al., 2014).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Robertson-Kraft와 Duckworth (2014)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

을수록 교직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그릿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지능과 성격

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릿이 

높은 고등학생이 그릿이 낮은 고등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높

았다(S. R. Lee & Sohn, 2013). 더불어,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

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보였고(No, 2016), 졸

업 후 현재 전공과 관련된 취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Lee, 2013).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그릿이 학생

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그 영향은 인종과 문

화에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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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Jo 

& Kim, 2016; J. L. Lee & Kwon, 2016; S. Lee, 2013; Yoo, You, & 

Park, 2015), 그 외의 직종 및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그릿의 효과성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

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으

며, 긴 업무시간, 과중한 업무, 낮은 보수, 보육교사에 대한 낮

은 사회인식 등의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보육교사들에 대

한 연구는 부재하다. 그릿이 높은 개인은 성취의 과정에서 수

반되는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후 긍정적인 정서로 회복이 빠

르다는 연구(S. Lee, Bae, Sohn, & Lee, 2016)와 그릿이 높을수

록 부정적인 사건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연구

(Blalock, Young, & Kleiman, 2015)는 그릿이 높은 개인일수록 

목표를 향한 과정 속의 실패와 도전을 열정과 끈기로 극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Meriac, Slifka과 LaBat (2015)의 연구에

서 그릿이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

관이 나타나,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덜 경

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릿이 높은 보

육교사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

되는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서 발생되는 배움과 도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앞서 국외의 선행연구(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릿이 다양한 직업군의 도전적

인 환경에 놓여있는 개인의 성취와 자퇴 혹은 이직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 기반하여 그릿이 높은 보육교사일수록 이직

의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

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 동시에 직무스트레스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그릿은 이직의도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그릿과 이직과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Figure 1. Path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turnover intention.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과 경기도 및 충청북

도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

다. 어린이집 원장의 협조를 받아 편의표집하여, 서면으로 동

의서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보육

교사 567명에게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총 367부(65%)의 온라인 설문이 회수

되었으나, 불성실하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설문지 49부

(8%)를 제외하고 총 318부(5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

의 경우, 여자가 298명(93.7%)이고, 남자가 20명(6.3%)이였으

며, 총 교사 경력의 경우, 3년에서 6년 사이가 80명(25.2%)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년에서 9년 사이(21.1%), 1년

에서 3년 사이(19.8%), 9년에서 12년 사이(15.1%), 12년 이상

(11.6%), 6개월 미만(4.1%), 6개월에서 1년 사이(3.1%)순으로 

나타났다. 월급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130명(40.9%)으로 가

장 많았으며, 151만원에서 200만원사이(35.2%), 100만원에서 

150만원사이(14.2%), 100만원 이하(9.7%)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83명(26.1%)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24.2%), 민간어린

이집(18.6%), 법인어린이집(14.8%), 가정어린이집(14.2%), 기

타(2.2%)순이었다(Table 1). 

연구도구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의 측정은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척

GRIT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Control Variable 
 
-  Gender 
-  Teaching experiences 
-  Salary 
-  Cen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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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S. Lee (201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uckworth 등

(2007)의 도구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

었고, S. Lee (2013)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번안하였지

만 S. Lee (2013)의 도구를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사용하고 있어(M. Lee, Lee, & Tak, 2017; S. Lee, et al., 2016)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

단된다. 그릿은 “좌절은 나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 “나는 수

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본 적이 있다.”등의 총 

12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릿 전체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이다.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Shin (2004)이 D’Arienzo, Morraco

와 Krajeski  (1982)의 척도를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변인은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11문항(예: “원장은 교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부

족하다.”), 업무 과부하 8문항(예: “보육활동을 함께 진행하거

나 도와줄 보조교사가 부족하다.”), 동료와의 관계 5문항(예: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와

의 관계 3문항(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일에 지나치게 관여

를 한다.”)으로 구성되어 총 2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느

낀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의 경우 

.86, 업무 과부하의 경우 .79, 동료와의 관계의 경우 .80, 학부

모와의 관계의 경우 .71이며, 직무스트레스 전체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다. 

이직의도

교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 (1990)이 개

발하고 Moon (2011)이 보육교사에 맞게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여부를 묻는 6문항(예: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

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다. 

통제변인

선행연구(Porter & Steers, 1973; K. J. Yoon & Ji, 2011)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성별, 교사 경력, 월급, 기

관유형을 통제변인으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연구절차

데이터 수집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실시되었으

며, 원장의 협조를 받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이직

의도’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견수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보육교사에게 이메일 및 스마트폰

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1주 정도의 여

유를 두고,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응답 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수집과 모든 연구절차는 C대학교 생명윤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N (%)
Gender
Female 298 (93.7)
Male 20 (  6.3)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6months 13 (  4.1)
6month-1year 10 (  3.1)
1year-3year 63 (19.8)
3year-6year 80 (25.2)
6year-9year 67 (21.1)
9year-12year 48 (15.1)
More than 12year 37 (11.6)
Pay (10,000 won)
Less than 100 31 (  9.7)
100-150 45 (14.2)
151-200 112 (35.2)
More than 200 130 (40.9)
Center type
Workplace 83 (26.1)
Public 77 (24.2)
Private 59 (18.6)
Home type 45 (14.2)
Corporation 47 (14.8)
Etc. 7 (  2.2)

Note. N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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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CBNU-201706-

SB-470-0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기술적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

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 (1986)의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그릿,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보육교사의 그릿,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보육교사의 평균 그릿점

수는 5점 척도에 3.28 (SD = 0.44)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의 평균은 각각 3.03 (SD = 0.52), 3.18 (SD = 0.82)

로 나타났다.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12, p < .05). 그릿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릿과 이직의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r = -.23, p < .001), 그릿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 = .58, p < .001),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직무스트레스
의 매개효과

직무스트레스가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인 그릿이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측정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그릿이 종속변인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

Table 2
Correlation Between Gri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Grit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Grit —
Job stress -.12* —
Turnover intention  -.23***   .58*** —
M 3.28 3.03 3.18
SD 0.44 0.52 0.82
*p < .05. ***p < .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Turnover Intention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Adj.R2) F
1 Job stress Grit -0.17 (0.07) -.15 -2.56* .06 (.03) 2.11*
2 Turnover intention Grit -0.43 (0.10) -.23 -4.13*** .09 (.07) 3.43***
3 Turnover intention Grit -0.28 (0.09) -.15 -3.21** .38 (.36) 18.63***

Job stress 0.87 (0.07) .55 11.89***
*p < .05. **p < .01. ***p < .001. 

Table 4
Testing Indirect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Turnover Intention Using a Bootstrapping Method

Bootstrap
95% CI

Mediating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Lower value Upper value
-0.15** 0.06 -0.26 -0.03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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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릿과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면서 독립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드는지 측정하였다. 더불어 

Hayes (2013)의 분석법을 통해, 간접 효과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PROCESS 프로그램을 통해 부

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수 5,000개를 통해, 95% 신뢰

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

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방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여부는 제시된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 확인

함으로써 알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경

력, 월급, 기관유형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서 그릿은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β = -.15, p < .05). 2단계에서 그릿은 종속변인인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23, p < 

.001). 3단계에서 그릿과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를 함께 독

립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 = .55, p < .001). 그리고 그릿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계수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

였다(β = -.15, p < .01). 결과적으로 그릿은 이직의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직접효과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를 경로한 간접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여 부분매개효과를 보였

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

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26, 상한값 -.03으로 나타나 이

들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평균 그릿점수는 5점 척도에 3.28이며 이는 

우리나라 만 19세에서 25세의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한 J. Lee 

(2017)의 연구에 나타난 평균 그릿점수 3.02와 예비교사를 대

상으로 한 M. Lee et al. (2017)의 3.07보다 높은 편이지만, 미국

성인과 비교하면 하위 20∼30%에 해당하는 점수이다(Duck-

worth, 2016).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경력과 그릿

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r = .15, p < 0.01), 경력이 높을수

록 그릿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릿은 불변하는 

특성이 아니라 회복탄력성(K. Hwang, 2017), 자기 조절(J. S. 

Park, 2017), 자존감(W. Son, 2015)등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

처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

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3.03, 3.18로 J. Y. 

Kim (2015)의 직무스트레스(2.89)와 M. R. Lee (2016)의 이직

의도(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가자들이 선행연구 참가자들보다 경력과 연령이 낮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보육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낮을수

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다는 선행연구(Bae, Kim, & 

Han, 2014; H. S. Kim, 2015; Muchinsky & Tuttle, 1979)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그릿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그릿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Robert-

son-Kraft와 Duckworth (2014)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그릿이 교직 유지율을 예측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 기관적 ·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다. 가령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그릿 향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

관 및 승급 · 보수교육에 보육교사의 그릿을 교사평가의 일환

으로 측정하여 그릿이 낮은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증

진 및 인성 교육 등을 유도하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그릿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은 직무스트

레스를 낮춤으로써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학업성취 및 직장에서

의 적응을 넘어 동일한 객관적인 생활사건 속에서 느끼는 주

관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개인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Singh & Jha, 2008), 심리적 소진이 낮다(Salles, Cohen, & 

Mueller, 2014). 또한, 그릿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 소속감이 높았으며(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도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 긍정적 정서로의 회복이 빠르다(S. Lee et al., 

2016). 다시 말해, 그릿이 일반 학생, 성인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 낮은 급여,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열악한 직

무 환경 속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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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aps)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

다보면 크고 작은 실패와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릿이 낮

은 개인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반면, 

그릿이 높은 개인은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그릿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릿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그릿 자체

를 기반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그릿의 

선행개념으로 알려진 성장형 믿음(growth mindset;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Zimmerman & Brogan, 2015)과 

그릿과 성취와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알려진 의식적인 연습

(deliberate practice)을 기반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이 개인의 끈

기와 성취에 미치는 효과성은 밝혀진 바 있다(Eskreis-Winkler 

et al., 2016). 따라서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노력으로 능력

을 키울 수 있다는 성장형 믿음을 높여주고, 자신이 부족한 부

분에 대해 정확한 인식, 즉각적인 피드백, 행동수정을 기반으

로 하는 의식적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릿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이타적 목표를 가질 

때 그릿이 향상될 수 있다는 Duckworth (2016)의 제안을 토대

로 자신의 목표를 이타적 목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직을 예측하는 가장 강한 변인인 이

직의도(Bluedorn, 1982)를 측정하여 그릿과 이직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자체가 예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원장이나 동료에게 설문의 결과가 알

려질 염려 때문에 이직의도 설문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교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교사를 

포함한 설문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응답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을 왜곡(social desirability bias)할 수 있으며, 하나

의 설문 내에 여러 변인을 조사할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가상적 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Berman & Kenny, 1976; 

Ganster, Hennessey, & Luthans, 1983; Nedehof, 1985). 따라서, 

그릿과 교사의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직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종

단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그릿이 실제 이직을 예측하는지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그릿이 이직을 넘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인성이 직무만족도(Choi & Hwang, 2016), 영유아-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Choi & Hwang, 2016), 스트레스 대처유형(Y. J. 

Park, Lim, & An, 2015), 영유아권리존중(Kang & Lee, 2016)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그릿이 보육교사의 직무수행과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교사의 인성과 

이직에 관한 연구들이 상관관계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후

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성향상교육이 이직의도 및 실제 이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인성교육의 요구(Y. Kim & Lee, 2016)

와 인식조사(S. S. Lee, 2014), 또는 인성교육이 교사효능감(Y. 

M. Lee, 2009), 행복감(Y.-K. Ko, Jang & Lee, 2013), 직무만족도

(E. J. Son, & Park, 2012)등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가 주를 이

루며 무작위 할당을 통한 실험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 결과

를 기반으로, 그릿을 포함한 교사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교사인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릿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그릿이 학생

들의 학업성취(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et al., 2011; 

D. Park et al., 2016; S. Lee & Sohn, 2013), 진로 탐색(H. S. Lee, 

2015; No, 2016),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정서적 반응(S. Lee et 

al., 2016)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그릿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그릿의 선행

변인으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J. Kim & Park, 2017), 자기

효능감(M. Lee et al., 2017),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지지, 즐거

운 반 분위기 및 가정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경험(M. Kim, Lee, 

Paik, & Choi, 2015)등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그릿에 선행되는 다른 

인성적 요인이나, 생활사건, 또는 성격적 특성 등이 다양한 연

령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사교육 및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기

관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인성양성에

도 주의를 기울이고 현장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인성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인

성은 창의성, 사회성, 겸손, 공정성, 유머감각, 공감능력 등 타

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인관계기술과 관련된 인성에 치우쳐 

있을 뿐,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 낮은 급여와 보

수,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열악한 직무 환경 속에서 

발휘되는 개인 내적인 힘과 열정에 대한 인성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과 같은 개인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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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성 또한 교사교육과 양성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야 할 교육내용임을 시사하며 교사양성 및 현직교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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