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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영유아교사 1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도 가운데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훈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직접적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은 영유아교사직의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의사결정참여 능력은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가운데 직접적인 대처 방식이 직무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신적, 심리적, 파괴적인 대처 방식은 각각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복리 및

보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

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주제어：영유아교사,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jychae@jbnu.ac.kr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6호

- 224 -

Ⅰ. 서 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관에서 대리양육을 경험하는 영

유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5세의

영유아는 15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13). 유치

원을 이용하는 3-5세의 유아의 수 역시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2012년 11월 현재 61만 명

이상이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이렇듯 기관에서의 대리

양육을 경험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기관에 머무는 시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질적인 보육 및

교육의 제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영유아기는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생애 중요한 시기이며,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부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udasill &

Rimm-Kaufman, 2008).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여도 보육교사와의 질적

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주양육자와 보육교사 모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보다 사회정서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신지연, 최석란, 2006)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 · 교육기관에서 영유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교사가 영유아에

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 생애에서 가장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양육을

책임지는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 정도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신적 안

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적인 보육 ·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

아교사의 직무만족도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채진영, 권혜진,

2012).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Jorde-Bloom, 1988).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란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직무와

직무상황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느낌의 정도(Compbell &

Scarpello, 1983)를 일컬으며,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보육 및 교육활동 등의 직무 자체,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직장으로써의 근무환경 및 근로자로서 누리는 복지 등과 관련하

여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 정도라 할 수 있다(이점자, 김형모, 2012; 조성연, 2005;

Jorde-Bloom, 1988). 영유아교사는 영유아가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포함한 조화로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최애경, 2007)해야

하므로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을 한다면 좋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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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되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질적인 보육 및 교육의 향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는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세분화된 탐색을

하여 보육 ·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 중 하나는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교사 자신의 행동 및 학습자의 배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신념으로 간주되며(Klassen, Tze, Betts, & Gordon, 2011), 교사의 효능감

이 높을 때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prara, Barbaranelli,

Borgogni, & Steca, 2003; Muijs & Rejnoalds, 2001). 자신의 가르침에 의해 학습자의 배움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교사는 효능감이 높아지며,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직무만족도

가 높아 조직에 헌신하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열의가 높고 많

은 노력을 한다(Labone, 2004; Wheatley, 2005). 이렇듯 직무만족도에 교사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교사효능

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강란혜, 2006; 이세나, 2007; Labone, 2004; Wheatley, 2005)가 존재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아 깊이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 · 교육을 해야 하

는 영유아교사직의 특성상 교수 능력 이외에도 훈육을 해야 하고,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

요하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김연하,

김양은, 2008). 따라서 이러한 교사로서의 능력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일은 영유아교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질

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한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심

도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직무 자체, 동료,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 등의 직무만족도 하위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로서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 보았을 때,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교사로서의 효능감

이 높을 때 직업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가 곧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부

모를 대신해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정도에 교사효능감

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역시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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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

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문태형, 2003),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은

물리적, 정신적, 직접적 또는 심리적인 대처 방식의 긍정적인 기제를 사용하거나, 파괴적인

대처 방식의 부정적인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Feitler & Tokar, 1981). 2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황미구, 2001) 외현적, 직접행동적, 내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외현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직무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방기현, 장효강, 정용

모, 2010)에서는 도전적, 회피적 대처 방식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므로,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역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영유아교사직은 영유아 개개인과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이들의 보호자인 부모와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하며, 동료와의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 등 타인과의 관계가 주요 업무이

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이다(권

혜진, 2008; Klassen, Foster, Rajani, & Bowman, 2009). 또한 영유아교사는 발달상 매우 중

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상대로 오랜 시간동안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

종에 종사하는 영유아교사가 지니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그 영향을 확인한다면,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여 영유아교사와 함께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는 영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도록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듯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육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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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경북, 전북 지역에서 임의표집한 어린이집 8곳과 유치원 10곳의 영유아교사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가장 많았고(45.5%), 20-25세(34.9%), 31-35세(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로는 1-3년(30.7%), 7-10년(20.1%), 3-5년(19.0%)의 순이었으며, 학력별로는 4년제(40.2%), 2

년제(32.3%), 3년제(22.8%)의 순이었다. 담당학급은 0-2세반이 71(37.6%)명, 3-5세반이

118(62.4%)명이었으며, 반일제가 83(43.9%)명, 종일제는 106(56.1%)명이었다. 담당 영유아수

는 21-25(41.3%)명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은 8-10시간이 89명(47.1%), 10-12시간이 83명

(43.9%)으로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하루 평균 8-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직무만족도

Jorde-Bloom(1988)이 개발한 유아교육직 만족 측정척도(ECJSS: 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s Survey)를 사용하였다. ‘영유아교사직은 나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도전할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직무특성과 관련된 7문항, ‘원장님과 교사들이 이야기 할 시간을

자주 갖는다’ 등의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4문항, ‘우리 원은 교사들을 위한 휴

식 공간을 잘 갖추고 있다’ 등의 근무환경에 관한 3문항, ‘현 교사의 승진제도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 복리 및 보수와 관련된 4문항 등 4가지 하위요인 총 1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

커트 형식이다. 의미가 부정적인 2문항은 역코딩하여 가능한 점수의 분포는 직무특성 7~35

점,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4~20점, 근무환경 3~15점, 복리 및 보수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ɑ 계수는 순서대로 .80, .83, .79, .88이었다.

2) 교사효능감

Bandura(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를 김연하와 김양은(2008)이 영유아기관 재직

교사에게 맞게 번역한 것을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사로서 자신의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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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평가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도구는 총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교재교구 사용능력에 관한 1문항을 교수 능력에 포함시켜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재구성

하였고, 아동학 전공 교수와 박사 2인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영유아기관과 관련

된 중요한 일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등 유아교육기관 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에 관한 2문항, ‘영유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할

수 있다’ 등 교수 능력에 관한 10문항, ‘교실 내의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등 영유아

를 훈육하는 능력에 관한 3문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활동에 학부모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등 가정과의 연계 능력에 관한 3문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활동과 지역 사회단체

들을 연계시킬 수 있다’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능력에 관한 4문항, ‘어린이집 또는 유

치원을 안전한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등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능력에 관한 8문항이며,

각 문항은 ‘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자주 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형식이며, 가

능한 점수의 분포는 의사결정 참여 능력 2~10점, 교수 능력 10~50점, 훈육 능력 3~15점, 가

정과의 연계 능력 3~15점,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능력 4~10점,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능

력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Cronbach의 ɑ 계수는 순서대로 .86, .80, .85, .88, .87, .87이었다.

3) 스트레스 대처 방식

Feitler와 Tokar(1981)이 개발한 교사용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장미아

(1996)가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물리적 대처(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 7문항,

정신적 대처(독서, 영화감상 등 취미생활을 통해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활동) 9문항,

직접적 대처(조언자의 충고 듣기 등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 6문항, 심리적 대처(문제를 가

볍게 생각하거나 기도하기) 8문항의 긍정적인 방식과 파괴적 대처(어떠한 상황에 대해 비

난할 사람을 찾거나 음주 또는 폭식 등으로 대처하는 방법) 5문항의 부정적인 방식 등

총 35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자주

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분포는 물리적

대처 7~35점, 정신적 대처 9~45점, 직접적 대처 6~30점, 심리적 대처 8~40점, 파괴적 대처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 방식을 자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ɑ 
계수는 순서대로 .84, .82, .87, .84,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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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임의 선정한 1개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에게 연구에 관한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하여 동의를

구한 뒤 교사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을 임의 선정하여 원장으로부터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

락한 총 18개의 기관에 우편을 이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207부 중에서 196부가 수거되어 94.7%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수거된 질문지 중에서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189부의 질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영유아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에 따른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피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교사효능감, 스트레

스 대처 방식,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 모델의 적합성은 공차한계(Tolerance:

TOL)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살펴보았고, 적합한 회귀모델이 되

려면 그 값이 10보다 작아야 한다(성태제, 2007). 또한 잔차 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은

Durbin-Watson의 계수로 판단하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상호독립적임을 의미한다

(정옥분, 2010).

Ⅲ. 결과 및 해석

1.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 교사효능감(의사결정, 교수, 훈육,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긍정적 학습 환

경 조성), 스트레스 대처방식(물리적, 정신적, 파괴적, 직접적, 심리적)은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지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직무특성(M=3.71,

SD=.47)과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M=3.50, SD=.60)에 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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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직무만족도

직무특성 3.71 .47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3.50 .60

근무환경 2.75 .71

복리 및 보수 2.52 .86

교사효능감

의사결정 참여 3.53 .83

교수 3.50 .45

훈육 4.04 .53

가정 연계 3.61 .56

지역사회 연계 3.11 .76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3.83 .49

스트레스

대처방식

물리적 1.62 .55

정신적 2.64 .59

파괴적 2.21 .57

직접적 3.56 .81

심리적 2.69 .59

나, 근무환경(M=2.75, SD=.71)과 복리 및 보수(M=2.52, SD=.86)에 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었다. 교사효능감에 있어서는 훈육에 관한 능력(M=4.04, SD=.53)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고, 지역사회 연계 능력(M=3.11, SD=.76)에 관해서는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낮게 평

가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는 조언자의 충고 듣기 등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직

접적인 방식(M=3.56, SD=.81)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 등으로 표현되는 물리적인 방식(M=1.62, SD=.55)은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표 1>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사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89)

2.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사결정, 교수, 훈육,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이 직무만족도(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

다. 의사결정참여 능력을 제외한 교사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직무특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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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
직무만족도

의사결정참여 .11 .55** .43** .33**

교수 .37** .33** .15* .01

훈육 .31** .18* -.10 -.16*

가정연계 .25** .27** .01 .03

지역사회연계 .23** .21** .14 .04

긍정적학습환경조성 .44** .38** .14 .11

교사효능감 .38**

물리적 .17* .07 -.01 -.09

정신적 .25** .23** .11 .02

파괴적 -.13 .11 .05 -.19**

직접적 .28** .47** .16** .22**

심리적 .09 .26
**

.09 .15
*

스트레스 대처방식 .29
**

보였으며,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사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그러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참여 능력(r=.43, p<.01)과 교수 능력(r=.15,

p<.05)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복리 및 보수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참여

능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3, p<.01)를, 훈육 능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r=-.16, p<.05)를 보였다.

<표 2>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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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참여 능력,

교수 능력, 훈육 능력, 가정과의 연계 능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능력이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은 통제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능력으로 정적인 영향(β=.44,

p<.001)을 미쳤고, 이는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영유아교사직의 직무특

성에 대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회귀모델에도 총 19%의 설명

력(F=42.92, p<.001)을 보였다. TOL값은 1.00, VIF값은 1.00, Durbin-Watson값은 1.98로 나

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의사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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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2 adj.R2 F

직무특성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05 .44 .19 .19 42.92***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의사결정 참여 .17 .48 .30 .30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04 .24 .35 .34 49.33***

근무환경
의사결정 참여 .19 .44 .19 .18

교수 .04 .20 .31 .29 16.13***

복리 및 보수 의사결정 참여 .16 .31 .11 .15 16.73***

회귀식 full model y = .208χ1 + .107χ2 + (-.331)χ3 + (-.109)χ4 + .013χ5 + .482χ6

능력(β=.48, p<.001)과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능력(β=.24, p<.001) 순으로 각각 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즉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능력과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영유아교사는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의 영향은 총 34%의 설명력(F=49.33, p<.001)을 보였다. TOL값은 .96, VIF값

은 1.09, Durbin-Watson값은 1.89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영유아가 교사의 근무환경 만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참여 능력(β=.44, p<.001), 교수

능력(β=.20, p<.001)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 두 변인이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해

총 29%의 설명력(F=16.13,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기관에

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과 학급에서의 교수 능력은 자신의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TOL값은 .93, VIF값은 1.69, Durbin-Watson값은

1.98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리 및 보수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의

사결정 참여 능력(β=.31,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15%이었다(F=16.73, p<.001). 즉 영유

아교사직의 복리 및 보수에 대한 만족정도는 자신의 의사결정 참여 능력, 영유아를 훈육하

는 능력,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이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TOL값은 1.00, VIF값은 1.00, Durbin-Watson값은 1.98로 나

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표 3>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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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물리적, 정신적, 파괴적, 직접적, 심리적)이 직

무만족도(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우선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직무특성은 정신

적(r=.25, p<.01), 직접적(r=.28, p<.01)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는 정신적(r=.23, p<.01), 직접적(r=.47, p<.01), 심리적(r=.25, p<.01)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

계를, 근무환경은 직접적(r=.16, p<.01)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복리 및 보수는 직접적

(r=.22, p<.01), 심리적(r=.19, p<.01) 대처방식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파괴적(r= -.15, p<.05)

대처방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물리적, 정신적, 파괴적, 직

접적, 심리적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

경, 복리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과 같은 사회인

구학적 변인은 통제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은 직접적 대처(β=.29, p<.001)와

정신적 대처(β=-.15, p<.001)였고,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8%(F=7.97, p<.001)이었다. 이는

조언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친구와 대화하기 등의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과 독

서, TV시청, 영화감상 등의 정신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무특성에

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TOL값은 .96, VIF값은 1.09, Durbin-Watson값

은 1.89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는 직접적 대처(β=.65, p<.001)와 심리적 대처(β=-.20, p<.001)가

영향을 미쳤고,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29%(F=34.25, p<.001)이었다. 이는 조언자에게 도움

을 받거나 친구와 대화하기 등의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안 좋은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기도하기 등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L값은 .96, VIF값은 1.08, Durbin-Watson값은 1.88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근무환경에는 직접적 대처(β=.24, p<.01)만이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5%(F=10.48,

p<.01)이었다. 이는 조언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친구와 대화하기 등의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L값은 1.00,

VIF값은 1.00, Durbin-Watson값은 1.98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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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2 adj.R2 F

직무특성
직접적 .03 .29 .07 .07

정신적 .03 .15 .09 .08 7.97***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직접적 .08 .65 .27 .26

심리적 .03 .20 .29 .29 34.25
***

근무환경 직접적 .04 .24 .06 .05 10.48
**

복리 및 보수
직접적 .06 .32 .07 .07

파괴적 -.08 -.25 .14 .13 13.11***

회귀식 full model y = .017χ1 + .057χ2 + (-.148)χ3 + .278χ4 + (-.093)χ5

복리 및 보수에는 직접적 대처(β=.32, p<.001)와 파괴적 대처(β=-.25, p<.001)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13%(F=13.11, p<.001)이었다. 이는 조언자에

게 도움을 받거나 친구와 대화하기 등의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처해진 상황이

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파괴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리 및 보수에 관

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TOL값은 .97, VIF값은 1.08, Durbin-Watson값은

1.88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표 4>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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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보육 ·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영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영유아를 돌보고 발달을 촉진

하는 등의 영유아교사직에 대한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

가 영유아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며 보살피는 직무에 만족을 느낌

으로써 영유아교사직의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연구결과(김한나, 송지연, 오유경, 최

지원, 유계숙, 2011)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인 보육교사에 대해 돌보고 베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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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교육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최애경, 2007), 보육교사의 지원동기를 영유아

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등(정채옥, 2006) 자신의 직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 생각이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무환경과 복리 및 보수

에 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결과 역시 보육교사직의 지속 및 이직 이유에 관한 선행

연구(김한나 등, 201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도 길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많은 것에 비해 보수가 낮아 영유아교사직에 대한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인 보육 · 교육 향상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인적 환경인 영유아교사의 직무특성

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요인보다 높다는 것은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기대에 부합하였

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할 수 있는 생애 첫 5년 동안 부모 대신 영유아를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영유아교사직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혜택과 보수체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을 많이 겪

는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보다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

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복리 및 보수 증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처우개선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보육 ·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훈육에 관한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지역사회 연계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영유아교사직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수자 역할 이외에도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를 대신하여 여러

명의 영유아를 한정된 공간에서 동시에 보살펴 하는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며 영유아의 사회

화를 돕는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인성을 기르고 안전과 질서를 위해 훈육은 필요

하며, 긍정적인 훈육을 하였을 경우 학급운영에도 도움이 되므로 교사로서의 자신의 훈육에

대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은 주로

교육과 훈육이라고 인지하고(Ho & Hau, 2004), 영유아교사의 효능감과 훈육은 밀접한 관계

가 있다(김미정, 윤갑정, 2013)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

의 훈육을 중시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지역사회 연계 능력이 낮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학급 내에서의 교수활동에 의존하는 교수법을 선호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유아에게 일상생활에 관련된 직접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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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활동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교사의 효능감이 낮은 이유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적 요

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사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위요인 가운데 직접적인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의 대화나 조언자의 충고 듣기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적

으로 문제해결을 하였는데, 이는 교사는 타인에게 좌절감을 털어 놓거나, 주변인에게 감정표

현을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을 듣는 타인-의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향이 두

드러진다는 Green과 Ross의 연구결과(1996)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는 자

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은 영유아교사직의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관에서의 의사결정참여 능력은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복리 및

보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수 능력은 근무환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유아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영유아교사의 효능감이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쳐서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Labone, 2004;

Wheatley, 2005)와 흐름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즉,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

하는 자신의 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영유아교사로서의 직무에 잘 반영이 될 것이며, 동시

에 원장 및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요인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

켰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영유아교사의 조직 내 의사결정참여 능력이 직무

만족도 5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3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신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의

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도 만족스럽고, 근무환경 개선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구성원으로 받는 복리 및 보수에 수긍하게 됨을 시사한다.

셋째, 영아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처방식은 직무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 심리적, 파괴적

대처방식은 각각 직무특성,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 복리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지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Golbasi, Kelleci, & Dogan, 2008)에 의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을 사용할 경우, 직업만족도는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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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식, 그 상황에 대해 비난할 사람을 찾는 등의 파괴적인, 즉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할 경우 직업만족도는 저하되었다는 이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교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 지원이라든가 이야

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제공한다면 영유아교사의 직업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가 곧 질적인 보육 · 교육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가

능하다.

이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업을 적

극적으로 이룰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해 주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이직의도를 줄이고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질적인 보육 · 교육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영유아교사 직무만족도

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에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보육 · 교육 제공하

기 위해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의 발달 및 생애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육 · 교육하는 영유아교

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제시된 설문지 문항 이외에도 직업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유아교사가 제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였다면 연구대상자의

생각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영

유아교사의 직업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지도 파악하여 이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체적인 분석을 한다면 영유아교사의 직업만족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 적었다는 아쉬움이 남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좀더 문항수를 늘려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측정을 한다면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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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eacher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89

teachers were recruited from 8 day care centers and 10 kindergartens in Seoul, Kyunggi,

Kyungbuk, and Chonbuk provinces in Korea.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ies,

Pearson's correlations, and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using PASW 18.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teachers in ECEC were most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 characteristics most among the 4 subcategories in job

satisfaction. They also perceived their the ability of discipline high for teacher efficacy,

and used the direct coping strategy most as a stress coping strategy. Second, the

teachers' ability to create a positive learning atmosphere affected job characteristics,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ffected the relationship with director and

colleagues, working environment, welfare and salary the most. Third, the direct coping

strategy had the most impacts on all subcategories of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data for finding effective way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in ECEC.

▶Key Words : teacher for young childre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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