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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92명의 보육교사들

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는 낮았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통제력

이 직무스트레스 전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분노조절을 잘 할수록, 또한 환경에 대한 통제를 잘 

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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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이어,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

대하겠다는 정책은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공통과정

에 대한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한국유아교육학회,

2012).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만큼이나,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

요하다(최인수, 송미연, 2002).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유익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육을 구성하는 다른 어떤 요소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

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미 보육교사가 성공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고 동의하고 있다(정효정, 2003; 홍금자, 2002).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직업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갖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Kovess-Masfety, Rios-Seidel, &

Sevilla-Dedieu, 2007). 이처럼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교사의 주요한 영향력에 비하여 보

육교사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조성연, 구현아, 2005). 하지만, 모든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로 생기는 부정적인 정

서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떤 보육교사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바탕으로 교직생활을 잘 유지하며, 그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

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Faser, Kirby, & Smokoski, 2003).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송진숙, 김규수, 송진

영, 2010; 정혜옥, 이옥형, 2011; 조성연, 이정희, 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 자신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자아탄

력성이 낮은 집단 보다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며, 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많은 사회

적 지지를 받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특

성인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설혜정, 이소희, 1999).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 이는 그들의 지각 체계의 반응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일에 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리진 ․ 홍연애

- 57 -

한 동기나 의욕을 약화시킴으로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육교사의 반응성이나 민감

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와의 관계형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민규, 200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무스트레스와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적합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급성 또는 만성적인 주요 스트레스 사건에 잘 대처하거나, 외상적인 사건으로 부

터 빠른 회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0). 또한 Gu와 Day(2007)에 의하면 교사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

에도 안녕을 되찾고, 교직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교사들은 교사직을 그만두지만, 어떤 교사들은 교사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

복해가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

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부적응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역경을 잘 견디고 회복해서 힘을 얻고 자원을 풍부하게 하여 긍정적

인 결과를 성취하기도 한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강화

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아가 

경직된 사람은 이런 조절능력이 낮아서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

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로 덜 지각하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

연,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정혜옥, 이옥

형, 2011), 보육교사가 지니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의 정도와 안녕

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보육교

육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 부터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

화하고 새로운 경험에서도 긍정적 정서상태를 유지하여 맥락에 적합한 교수활동이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보육교사가 지닌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교수권한, 직무조건,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김인숙, 2009), 또한 낙관성과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선행연구들(Smith & Zautra, 2008; Tugade &

Fredrickson, 2004)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의 질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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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인이다.

최근들어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은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심리

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으로,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반

응을 의미한다(차경호, 2004). Ryff(1989)가 개념화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로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

하고 조절하는 것과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가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양병한, 2003). 보육교사의 안녕감(well-being)은 보육교사 자

질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채호, 고태순, 2008).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06).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직의도의 하위요인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과 삶의 목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유현정, 2011).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현정과 박진성(2010)

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이채호, 고태순, 2009).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보육교사의 개인내적 특성과 직무스트

레스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

의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구해보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

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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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대전 지역의 25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배

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00명의 보육교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9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191명이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0.25세였고, 학력은 1년제 양성과정

(17.2%), 2년제 전문학사(36.2%), 3년제 전문학사(14.4%), 4년제 학사(32.2%)였고, 평균 보육교

사 경력은 4년 3개월이었다. 각 기관의 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39.8%), 민간

(49.7%), 직장(1.7%), 가정(8.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Klohn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개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와 ‘분

노조절’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섯 개의 하위요인인 ‘자율

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아수용’으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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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M SD

자아

탄력성

자신감 3.55 .47

대인관계효율성 3.42 .60

<표 1>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N=192)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Wilson(1979)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SPT)’를 안경애(2007)

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곱 개의 하위요인인 ‘유아로 인한 스트레

스’, ‘동료관계에 인한 스트레스’,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마

지막으로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및 직무스트레스

(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변인의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문

항 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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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사고 3.66 .52

분노조절 3.08 .74

전체 3.43 .45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3.24 .39

환경통제력 3.32 .40

개인적 성장 3.50 .44

삶의 목적 3.57 .48

긍정적 대인관계 3.65 .50

자아수용 3.35 .43

전체 3.44 .33

직무

스트

레스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2.39 .62

동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2.15 .60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2.10 .64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2.15 .67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3.09 .76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2.65 .65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2.92 .89

전체 2.49 .47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는 5점 리커트 척도 구성되었다.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은 3.43(SD=.45)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사고

(M=3.66, SD=.5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M=3.55, SD=.47), 대인관계 효율성

(M=3.42, SD=.60), 분노조절(M=3.08, SD=.74)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 평균은 

3.44(SD=.33)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인관계(M=3.65, SD=.5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목적(M=3.57, SD=.48), 개인적 성장(M=3.50, SD=.44), 자아수용

(M=3.35, SD=.43), 환경통제력(M=3.32, SD=.40), 자율성(M=3.24, SD=.39)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49(SD=.47)로 낮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M=3.09, SD=.7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

스(M=2.92, SD=.89),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M=2.65, SD=.65), 유아로 인한 스트레

스(M=2.39, SD=.62),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M=2.15, SD=.60),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M=2.15, SD=.67),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M=2.10, SD=.6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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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t R R2adj F

직무

스트레스

자신감 .010 .010 .118

.70 .46 17.041***

대인관계 효율성 -.084 -.108 -1.371

낙관적 사고 -.297 -.333 -3.670
***

분노조절 -.119 -.187 -3.148**

자율성 .008 .006 .097

환경통제력 -.201 -.170 -2.286*

개인적 성장 .070 .065 .904

삶의 목적 -.020 -.021 -.240

긍정적 대인관계 -.131 -.140 -1.941

자아수용 -.067 -.061 -.803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40 .030 .301

.55 .27 7.844***
대인관계 효율성 -.157 -.153 -1.670

낙관적 사고 -.323 -.274 -2.591*

분노조절 .025 .030 .428

2.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Dubin-Watson 검증치와 분산팽창인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Dubin-Watson 검증치는 직무스트레스 전체는 1.700,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유아로 인

한 스트레스는 1.811, 동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1.698,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는 1.480, 부

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1.728,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1.808,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는 1.950,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575로 모두 2에 가까워 각 변인은 서로 독립

적이고 동일한 변량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VIF 값은 1.38~1.53로 나타났으며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과 심리적 안녕

감 하위변인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전체와 하위변인(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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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049 -.031 -.402

환경통제력 -.114 -.073 -.843

개인적 성장 -.061 -.043 -.516

삶의 목적 .001 .000 .004

긍정적 대인관계 -.081 -.066 -.786

자아수용 -.150 -.103 -1.170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자신감 -.125 -.098 -1.044

.63 .36 11.696***

대인관계 효율성 -.144 -.145 -1.691

낙관적 사고 -.247 -.216 -2.195
*

분노조절 -.013 -.016 -.246

자율성 .041 .026 .373

환경통제력 -.203 -.135 -1.665

개인적 성장 -.020 -.015 -.190

삶의 목적 .051 .041 .442

긍정적 대인관계 -.245 -.206 -2.620*

자아수용 -.058 -.042 -.504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자신감 -.086 -.064 -.653

.59 .32 9.801
***

대인관계 효율성 .000 .000 .003

낙관적 사고 -.406 -.332 -3.264**

분노조절 .013 .015 .223

자율성 .126 .076 1.042

환경통제력 -.037 -.023 -.271

개인적 성장 -.009 -.006 -.073

삶의 목적 -.012 -.009 -.092

긍정적 대인관계 -.425 -.333 -4.103***

자아수용 .062 .041 .482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21 -.015 -.149

.58 .30 9.060
***

대인관계 효율성 -.105 -.095 -1.056

낙관적 사고 -.261 -.204 -1.980
*

분노조절 -.026 -.029 -.424

자율성 .077 .045 .603

환경통제력 -.169 -.100 -1.180

개인적 성장 .108 .070 .864

삶의 목적 -.120 -.086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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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대인관계 -.367 -.276 -3.350
**

자아수용 -.036 -.023 -.265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173 .108 .971

.40 .12 3.480
***

대인관계 효율성 -.037 -.030 -.294

낙관적 사고 -.237 -.164 -1.415

분노조절 -.236 -.229 -3.015
**

자율성 -.042 -.021 -.255

환경통제력 -.439 -.230 -2.419*

개인적 성장 .246 .141 1.543

삶의 목적 -.121 -.077 -.702

긍정적 대인관계 -.022 -.015 -.157

자아수용 .162 .091 .944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78 -.057 -.544

.51 .21 6.166
***

대인관계 효율성 -.036 -.033 -.349

낙관적 사고 -.290 -.235 -2.151*

분노조절 -.155 -.175 -2.452*

자율성 -.026 -.016 -.200

환경통제력 -.244 -.149 -1.665

개인적 성장 -.031 -.021 -.241

삶의 목적 .031 .023 .226

긍정적 대인관계 .020 .015 .176

자아수용 -.047 -.031 -.340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169 .090 .871

.53 .24 6.858***

대인관계 효율성 -.109 -.074 -.791

낙관적 사고 -.318 -.188 -1.743

분노조절 -.443 -.367 -5.196
***

자율성 -.074 -.032 -.417

환경통제력 -.202 -.090 -1.020

개인적 성장 .255 .125 1.469

삶의 목적 .029 .016 .154

긍정적 대인관계 .205 .116 1.347

자아수용 -.401 -.193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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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 전체에서는 낙관적 사고(β=-.33, p<.001), 분노조절(β=-.19, p<.01), 환경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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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β=-.1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전체 변량의 

46%(F=17.041, p<.001)를 설명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β=-.27,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7%(F=7.844, p<.001)를 설명하였다.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

스에서는 낙관적 사고(β=-.22, p<.05)와 긍정적 대인관계(β=-.2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변량의 36%(F=11.696, p<.001)를 설명

하였다.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β=-.33, p<.01)와 긍정적 대인관계(β=-.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변량의 

32%(F=9.801, p<.001)를 설명하였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β=-.20,

p<.05)와 긍정적 대인관계(β=-.2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로 의한 스트레스 변량의 30%(F=9.060, p<.001)를 설명하였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분노조절(β=-.23, p<.01)과 환경통제력(β=-.2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12%(F=3.480, p<.001)를 설명하였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β=-.24, p<.05)와 분노조절(β=-.1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1%(F=6.166, p<.001)

를 설명하였다.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분노조절(β=-.37, p<.001)과 자아수용

(β=-.1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4%(F=6.858, p<.001)를 설명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

적 사고,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

인관계, 자아수용) 및 직무스트레스(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

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편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편이었다.

즉,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육교사들 스스로 탄력적인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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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사고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

사들은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스트레스가 발생되

는 상황에서 스스로 분노조절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가 낙관

적 태도를 지니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여유를 갖고 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유지연(2010), 이정희와 조성연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에서 자신감이 가장 높았고,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의 여러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중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가 심리적인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심순애(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분노조

절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데에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안정성을 갖는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증진은 보육교사로 유아교육기관에 취업된 이후 뿐 아니라 예비교사

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

이 요구된다(Mau, Ellisworth, & Hawley, 2008; Stoalard & Lehman, 2004). 이에 최근 대

학생을 위한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 실험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

으며(이은석, 2010),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

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대인관계는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 심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보

통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게,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유현정(2011)의 연구와 서현주(200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여 

변화시키며,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예비교사가 인식

하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난 박유진(2012)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예비교

사의 자율성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집

단이 개인 간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때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리진 ․ 홍연애

- 67 -

문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는데, 송미선과 김소양(2009), 그리고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원장에 의한 스트레

스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보육교사들이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고 한 유지연(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보육업무는 직업적 특성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 전체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보육교사들의 인격적 성숙을 

바탕으로 교직에 대한 보람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중 환

경통제력이 직무스트레스 전체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

관적 사고를 하고 분노조절을 잘 할수록,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통제할수록 직무스트레스

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적으

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정도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조성연과 이정희(2010) 연구

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혜옥과 이옥형(2011)의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

탄력성과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혜, 강현아, 2012). 또한 낙관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낮은 사

람보다 스트레스가 적었으며(박영신,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형, 2012). 자아탄력성이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Gu & Day, 2007)에서, 영유아보육 

현장에 적합하며 적용가능한 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안영혜, 김형재, 홍순옥, 2013).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보육교사 업무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현정과 박진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

능감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다고 보고 한 박지현(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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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유현정(2011)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직의도의 하위요인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심리적 안녕

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과 삶의 목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재희, 김진영, 2013)에서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직무만족 하위변인은 보육교사로서 직무수행과 원장과의 관계로 나타

났다. 원장과의 관계가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는 것은 서울시 어린

이집 교사대상 연구(김한나, 송지연, 오유경, 최지원, 유계숙, 2011)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생활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기 보다 보

육교사가 보육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원을 경감할 수 있는 실

질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권연희, 2013).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중 환

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을수록 영유아들에게 보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유아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을 제시해 주며, 일상생활에서 보육교사가 주위환경을 조절하며 관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

적 사고로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할수록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가 자

신감이 높고, 낙관적 태도를 지닐수록, 대인관계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

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는 

심순애(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자원

(강인성, 낙관성)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직무스트레스

는 심리적 소진과, 개인적 자원은 직무열의와 더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

는 심리적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냈다(최진혜, 강현아, 2012). 동료관계에 인한 스트레

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였다.

민하영과 권기남(2009)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며,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역할갈등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낮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정서경험에서의 회

복력이 높고 스트레스 경험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Tugade와 

Fredrickson(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원장에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

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

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0%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수록 동료들과의 관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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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분노조절과 환경통제력으로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

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환경을 적절히 통제할수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

인은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로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할수록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분노조절과 

자아수용으로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을수록 신체적 증상을 덜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양질의 보육환

경으로서 보육교사는 업무환경이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보육교

사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아기능과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교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추어 보육대상 영유아들과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동안에 보육교사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

고, 교사관을 확립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개인내적 발달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부

가적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시키는 배려가 보육현장에서 필요하다(김창기, 2011). 김의향

(2011)은 보육교사 개인이 자신의 교사역할에 대해 효율적이라 믿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기회가 제공되어 교사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와 적절한 피드백을 원장이나 동료교

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임의표집하여 사회인구학적 배

경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다

양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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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stress in childcare teachers. The participants were 192 childcare teachers in Seoul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Ego-Resilience by Park(1996),

Psychological well-being by Kim(2008), and Job Stress by Hong(2009).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descriptive statistics(frequency analysi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by SPSS 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was higher

than averag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r than

averag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was lower than average. Second,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Optimistic thinking and

anger control among sub-factors of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among sub-factors of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explained 46% of variance in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These

results provide informations for reducing job stress in childcare teacher and suggest the

basi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childcar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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