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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Objectiv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stress mindse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hildcare teachers (N = 97). Some teachers perceived stress as strictly 
harmful while others perceived it as having possible benefits.       
Methods: In a cross-sectional study,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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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s’ stress mindset and turnover intention.      
Results: Teachers with a higher perception of stress as having possible benefits tended to experience 
lower levels of job stress, which in turn led to lower  turnover intention. In contrast, teachers with a 
higher perception of stress as debilitating tended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job stress, which in 
turn, predicted greater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changing the way teachers think about the effects of stress 
may mitigate their job stress and increase teacher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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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주, 신여울, 박다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론

유아가 보육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의 요구수준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7).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자질(B.-N. Kim, 

Kwon, Kim, & Han, 2015)과 전문성(S. J. Kim & Kim, 2011), 

원장의 전문성(C.-H. Kim, Mun, & Park, 2013)과 리더십(C.-H. 

Kim et al., 2013), 안전(Lim, 2012), 위생(Lim, 2012), 프로그램

의 질(B.-N. Kim et al., 2015), 시설환경(Rhee, 2014), 교사-부모 

상호작용이 있다(Noh, 2012; S.-Y. Son, Im, & Nam, 2015). 그 

중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사

와 관련된 요인이다(Choi, 2002; Hong, 2002; K.-S. Pyo & Lee, 

2002). 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동안 보육교사는 부모를 대리하

여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아의 발달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육자의 

역할뿐 아니라 학급운영, 행정업무, 학부모와의 관계 등 포괄

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써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723/kjcs.2018.39.5.81&domain=pdf&date_stamp=2018-10-31


 Koo, Shin, and Park   82

한 역할을 한다(Huh & Park, 2010).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이직은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다. 2014

년에는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24%로 나

타났으며, 2015년에는 75.5%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이직

으로 인한 신규교사 채용이 이루어졌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6). 보육교사의 이직은 개인, 기관 및 사

회적 손실을 야기한다(So, 1998). 개인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함에 있어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을 증가시키고(S.-M. Kwon, 

2011), 보육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남은 교사들의 경우 기존의 팀

워크가 무너지고 사기가 저하된다(H. Yoo, 2011; Whitebook & 

Sakai, 2003). 무엇보다 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K.-S. Pyo & Hwang, 2011) 영유아의 신뢰감, 정서적 안

정, 대상관계 등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ssidy, 

Lower, Kintner-Duffy, Hegde, & Shim, 2011; K. Yoon & Ji, 2011).

또한 실제 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27.1%의 보육교사가 이

직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HW, 2013). 보육교사

의 이직의도란 새로운 직장을 계획하거나 탐색하는 등 근무

하는 어린이집을 떠나려는 행위, 즉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실제 이직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다(H. W. Lee, 2011). 현

실적으로 보육교사의 이직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직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제 이직 대신 ‘이직의도’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있다(H.-K. Lee, 2018).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는 보육시설 근무환경의 질이 낮고(A.-R. Son, 2009; K. Yoon 

& Ji, 2011), 직무만족도가 낮으며(Choe, 2017, J.-H. Kang & 

Kim, 2013), 심리적 소진이 많을수록(H. S. Choe, 2017; H. Yoo 

& Kwon, 20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의 리더십이 

낮고(K. A. Lee & Lee, 2012),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을 때(H. S. 

Kim & Cho, 2017; J. W. Lee & Lee, 2006) 역시 이직을 많이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

무스트레스로 보고되고 있다(Beak, 2014; K. N. Lee & Kang, 

2014; K.-S. Pyo & Hwang, 2011; H. M. Yoon & Noh, 2013). 직

무스트레스란 직장 내에서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들이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반응으로, 조직구성원들의 

긴장상태를 조장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K.-C. Bae, Kim, & Hwang, 2003). 보육교

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요

인, 근무조건 요인, 직무관련 요인, 대인관계 요인과 심리적 요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H. Park & Seok, 2017). 먼저 개인적 특

성 요인은 연령, 학력, 경력 등(H. M. Yoon & Noh, 2013)이 있

으며, 근무조건 요인은 기관 유형, 급여, 담당학급, 근무시간

(Hwang & Bae, 2014), 사회적 지지(Song, 2012)가 있다. 직무관

련 요인으로는 직무 자체(J. Y. Lee, Ji, & Kim, 2011), 직무만족

도(Yuh, 2016), 직무 소진(H. Yoon & Noh, 2013)이 있으며, 대

인관계 요인으로는 동료교사와의 관계(H. Shin, Shin, & Kim, 

2016), 원장과 학부모와의 관계(Ahn, Kim, & Ahn, 2015), 원아

와의 관계 등(S.-Y. Yoo & Kim, 2012)이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시

간 단축, 보조교사 투입 등 구조적 환경 개선에 대한 시도가 이

루어졌다(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2017). 하지만, 같은 근무환경에서도 심리적 요인에 따라 직

무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직무스트레스

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가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려하지는 않

는다(J. Park,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Chi & Lee, 

2012), 보육효능감(E. Lee, Noh, & Lee, 2016), 자아존중감(Y.-

H. Kwon, 2013), 긍정적 정서(H. Shin et al., 2016), 삶의 질(J. 

Lee, Kim, & Kim, 2017), 자기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G.-O. 

Kim, 2016)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H.-

S. Park & Seok, 2017).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 심리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룰 뿐, 근본적

으로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는 믿음, 즉 스트레스 마인

드셋(stress mindset)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스트레스 마인드셋이란 개인이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가지는 관점으로 ‘성장적 관점’ 과 ‘퇴보적 관점’으로 나뉜다

(Crum, Salovey, & Achor, 2013). ‘성장적 관점’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

며, 스트레스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퇴

보적 관점’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는 무조건 부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스트레

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은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

고, 수행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평가하지만(Crum et al., 2013), 

‘퇴보적 관점’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건강

과 활력을 떨어뜨리며, 배움과 성장을 저해함과 동시에, 수

행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한다(Crum et al., 2013). 스

트레스 마인드셋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대처 전략(coping 

strategy)과 구별된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주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이라는 고정적 시각에서 출발해 스트레스를 줄이거

나 없애려는 노력인 반면(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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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ley, Tomaka, & Wiebe, 2002),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

스의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대처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

칠 순 있지만 스트레스 마인드셋 자체가 대처 전략이 될 순 없

다(Crum et al., 2013).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현재까지 스트

레스 마인드셋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스트레스 

마인드셋의 변화, 발달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인지 능력에 대한 

마인드셋(theory of intelligence; Dweck & Legget, 1988; Dweck, 

2002)의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마인드셋

과 유사하게 인지능력의 가변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도 차

이가 있다. 어떤 개인은 인지능력은 노력을 통해 변화가능하

다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지능력은 타고난 것이라 불변

한다고 믿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능력에 대한 

마인드셋은 주변인들의 언어적 피드백을 통해서 영·유아기부

터 변화, 발달하며, 이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

다(Gunderson et al., 2013; Haimovitz & Dweck, 2016; D. Park, 

Gunderson, Tsukayama, Levine, & Beilock, 2016; Pomerantz & 

Kempner, 2013). 예를 들어, 인지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에게 배움보다는 높은 성적의 중요성을 더

욱 강조하였고, 이런 교사들과 1년을 보낸 학생들은 학년 말 

인지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D. Park et al., 2016). 이와 유사하게 스트레스 마인드셋 역

시 스트레스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태도나 행동을 모방하면서 

변화, 발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개인의 정서, 인

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에 대해 성장적 관점을 

가진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은 

반면, 에너지와 성취,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um et al., 2013, Crum & Lyddy, 2014). 또한, 성장적 관점을 

가진 학생들은 퇴보적 관점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과제(예: 대중 앞에서의 연설)를 한 후 피드백 받

는 것을 더 많이 원했고(Crum et al., 2013), 학기 초 성장적 관

점을 가진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겪은 후 스트레

스를 덜 느끼고 자기조절 능력이 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D. Park et al., 2017). 더불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스

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진 직원은 업무처리에 효과적

인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Casper, Sonnentag, & 

Tremmel, 2017).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스트레스 마인드셋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1편의 연구만 이루

어졌다. 국내 20ㆍ30대와 40대 직장인 328명을 대상으로 한 

Y. Kim (2015)의 학위논문에 따르면, 20ㆍ30대에서 40대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

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진 개인일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은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비록 Y. Kim (2015)의 학위논문이 국내에 스트레스 마인드

셋의 개념을 알리는 의미 있는 연구이긴 하나, 성인 직장인이

라는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대상자의 직업, 직

장, 직책 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

하다. 또한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인지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 이직과 같은 행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직업 중 하나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직무스트레스, 이

직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비록, 국내외 연구를 통

틀어 현재까지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탐

구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개인의 수행

능력과 생산성, 대처전략(Crum et al., 2013) 및 소진(Ben-Avi, 

Toker, & Heller, 2018)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스트레

스 마인드셋이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

며(Crum et al., 2013, Y. Kim, 2015),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Beak, 2014; K. N. Lee & Kang, 

2014; K.-S. Pyo & Hwang, 2011; H. M. Yoon & Noh, 2013)를 토

대로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

를 예측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

적 견해를 가진 교사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이직에 대한 욕구가 낮은 반면, 스트레스에 대한 퇴

보적 견해를 가진 교사는 같은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무 스트레

스가 높아, 이직에 대한 욕구 또한 높을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

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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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 model showing the effect of stress mindset on 
turnover intention mediated by job stress.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에 참여한 C지역에 근무하

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 대상자는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

과한 사람’이다(MOHW, 2018). 본 연구에서는 승급교육을 실

시하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1급 보육교사 승

급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동의서는 승급 교육 과정 중 강사의 동의를 얻

어 배부하였고, 보육교사가 서면 작성 후 연구원이 수거하였

다. 이직의도라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설문지는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보육교사 173명에게 개

별로 스마트폰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후, 총 

121부가 회수 되었다. 그 중 설문지 24부(19.8%)는 불성실하

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고, 총 97부(80.2%)를 분

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 91

명(93.8%), 남자 6명(6.2%)이었다. 총 교사 경력은, 3년에서 6

년 미만이 53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서 3년 미만

이 41명(42.3%), 6년에서 9년 미만이 2명(2.1%), 12년 이상 1

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5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 34명(35.1%), 200만원 이상 11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어린이집 47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 20명(20.6%), 법인어린이집 16

명(16.5%), 국공립 및 시립어린이집 11명(11.3%), 직장 어린이

집 및 기타 3명(3.1%)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Teachers

Variable N (%)

Gender

Female 91 (93.8)

Male 6 ( 6.2)

Teaching experiences

1-2 years 41 (42.3)

3-5 years 53 (54.6)

6-8 years 2 ( 2.1)

9-11 years 0 ( 0.0)

More than 12 years 1 ( 1.0)

Salary (10,000 won)

<100 1 ( 1.0)

100-150 34 (35.1)

151-200 51 (52.6)

>200 11 (11.3)

Center type

Public 11 (11.3)

Private 47 (48.5)

Home 20 (20.6)

Corporation 16 (16.5)

Workplace, etc. 3 ( 3.1)

Note. N = 97.

연구도구

스트레스 마인드셋

스트레스 마인드셋(Stress Mindset Measure, [SMM])을 측정하

기 위해 Crum 등(2013)이 개발하고 Y. Kim (2015)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징후, 

성장, 학습, 불확실성, 수행, 생산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측

정하는 총 8문항(예: “업무 스트레스의 효과는 부정적이며 피

해야만 한다.”,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한다.”)이다. 총 8문항 중 4개의 부정적인 항목은 

역채점하여 평균으로 취합하였다. SMM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SMM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에 대한 성장적 관점이 높음을 나타낸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Y. Kim (2015)의 연구에서 SMM의 Cronbach’s α는 .85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이다. 

Stress Mindset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Figure 1.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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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D’Arienzo, 

Morraco와 Krajewski (1982)이 개발하고 H. Y. Shin (2004)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변인은 업

무 과부하 8문항(예: “보육활동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

지 않다.”),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11문항(예: “우

리 어린이집의 운영은 바람직한 보육의 실제와 맞지 않다.”, 

“운영과 관련된 내 제안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가 있다.”), 동료와의 관계 5문항(예: “어린이집에서는 각자

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 학부모

와의 관계 3문항(예: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무례하거나 과도

한 요구를 한다.”)으로 총 2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뜻

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H. Y. Shin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업무 과부하 .79,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

원 부족 .88, 동료와의 관계 .85, 학부모와의 관계 .69로 전체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86, 업무 과부하 .73, 동료와의 관계 .78, 

학부모와의 관계 .75로 전체 .88이다. 

이직의도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llen과 Meyer (1990)

이 개발하고 Mun (2007)이 보육교사에 맞게 수정,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이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측정하며(예: “나는 이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

을 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un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이다.

연구절차

자료수집과 모든 연구절차는 종합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2017년 7월

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C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1급 승급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락한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면작성 후 연구원이 수령하

였다. 보육교사에게 개별 스마트폰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은 개별로 1주일의 작성 기간을 

고지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와 PROCESS macro (Hayes, 2013)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

뢰도를 알아보고자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기술통

계를 통해 각 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으

며 스트레스 마인드셋,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

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방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es (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및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보육교사의 평균 스트레스 마인드셋 

점수는 5점 척도에 2.31점(SD = 0.64)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긍정적 효과에 비해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는 3.36점(SD = 0.52), 이직의도의 평균은 

3.45점(SD = 0.79)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95)  = -.30, p < .01).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

이 나타났으며(r (95) = -.34, p < .01),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

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95) = 

.43, p < .01).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 1단계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이



 Koo, Shin, and Park   86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측정하고, 검

증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매개변인인 직무스트

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검증 3단

계에서는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직무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하

여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더불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이 여전히 유의한지, 1단계와 비교해서 효과가 유의미하게 줄

어들었는지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Hayes, 2013)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즉, 재추출된 표본수 5,000개를 통하여 95% 간접

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을 확인하였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이

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34, p < .01). 2단계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직무스트레

스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0.30, p < .01). 3단

계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직무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0.36, p < .01). 더불어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 2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

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가 나

타났다(β = -0.23, p < .05). 부트스트래핑 결과(Table 4)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27, 상한값 -.03으로 이들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

과의 유의 수준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 총 근무 경력, 급여, 근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tress Mindse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Stress mindset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Stress mindset —

Job stress  -.30** —

Turnover intention  -.34**  .43** —

M 2.31 3.36 3.45
SD 0.64 0.52 0.79
Min. 1.00 1.89 1.00
Max. 3.88 4.63 5.00

**p < .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Mindset and Turnover Intention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Adj.R2) F

1 Turnover intention Stress mindset -0.42 (0.12) -0.34 -3.49** .11 (.10) 12.18**
2 Job stress Stress mindset -0.24 (0.08) -0.30 -3.07** .09 (.08) 9.45**
3 Turnover intention Stress mindset -0.28 (0.12) -0.23 -2.41*

.23 (.22) 14.33***
Job stress  0.55 (0.14) 0.36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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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Bootstrapping Method Test of the Indirect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Mindset and Turnover Intention

Bootstrap

Indirect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 CI

Lower value Upper value
-0.13* 0.06 -0.27 -0.0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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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관 유형을 통제하여도 변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소개된 스트레스 마인드셋 개념을 

보육교사에게 적용해 보고,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직무스트레

스,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이직에 대

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의 평균점수는 5점 척

도에 2.31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69점(Y. Kim, 2015),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의 2.55점(Crum et al., 2013)보다 낮은 점수로써 본 연구 대상

자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편임을 의

미한다. 비록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과 

스트레스 마인드셋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재하지만,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D. Park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93.8%)이 여성이

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마인드셋의 점수가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왔을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3.36점, 3.45점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Han (2018)의 직무스트레스 2.65점과 이직의도 2.33

점, Pang (2015)의 직무스트레스 3.07점과 이직의도 2.56점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S. H. 

Bae, Kim, & Han,  2014; Muchinsky & Tuttle, 1979; H. S. Kim, 

201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 참가자들이 선행연구 참가자들

보다 경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이직의도와 부적

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개인이 심리적 적응을 넘어 실제 삶과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

칠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현재까지 스트레스 마인드 셋이 

개인의 실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미비하지

만,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실제 사망률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Keller et al., 2012)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심리· 정서뿐 아

니라 신체적 건강, 의사결정 등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

의 실제 이직이 아닌 이직의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직의도가 이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라는 점(Bluedorn, 1982; Mobley, 1977)에서 스트레스 마인드셋

이 실제 이직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직무스트레스를 매

개로 직·간접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보육교사

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수

록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Crum et al., 2013; Y. 

Kim, 2015; D. Park et al., 2017)와 일치하며, 직무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수록 소

진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Hahm, 2016)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 환경 속

에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어 궁극적으로 보육

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스트레스 마인

드셋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보육

교사가 유사한 강도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적 관점을 지닌 보육교사의 경우 이직을 

덜 고려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는 

관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았지만 보

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영유아들의 스트레스 마인드

셋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보육현장에

서의 보육교사가 지닌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유아들에게 사회

적 모방을 통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반의 보육교

사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함으로서 스

트레스를 통해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고, 수행과 생산성을 높

이며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A반의 유아가 스트레스를 지각할 경우, 평소에 A반

의 보육교사를 통해 관찰된 그 행동들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

다. 즉, 유아는 사회 학습의 일종인 모방을 통해 A반의 보육교

사에게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

로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성장적 관점’을 가진 보육교

사는 유아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경우, 스트레스의 압

박을 이겨내고, 잘 활용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격려, 믿

음을 가짐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Babad, Inbar, & Rosenthal, 198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국내외 최초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마인드

셋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자가 경력 1

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의 교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때문

에 본 연구결과를 다양한 경력의 보육교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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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참가자들의 응답편향성과 변인들 간의 가상적 상관관계

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를 측정해 보거나 종단 연

구를 통해 실제 이직 여부를 추적해 보는 등 보다 객관적인 방

법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와 이직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실험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간

단한 처치로 변화가능하다(Crum et al., 2013). 스트레스의 긍

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치는 개인의 정신, 신체적 건강과 직장에서의 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스트레스 마인드셋,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간의 인과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론적, 실제적 의

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마인드셋이라는 각기 다

른 두 분야의 연구를 접목하여 다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새

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마인드셋 개념

이 일반 직업군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보

육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스트레스 마

인드셋 개념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비교적 쉽게 변화 가능한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실제로 보육교사 이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최

근, 인지능력(theory of intelligence), 성격(theory of personality)

을 주제로 한 마인드셋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마인드셋의 

효과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Paunesku 

et al., 2015; Walton, 2014; Yeager et al., 2014; Yeager et al., 20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간단한 영상시청

과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보는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Ben-Avi et al., 2018; Crum et al., 2013)를 토대로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마인드셋 프로그램의 개발은 실

제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파급력 있는 모형개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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