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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분석

정대영*, 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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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ae-Young Jung*, Hye-Jin Yoon

Special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유아담당 보육교사를 상으로 정심리자본,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 행복감 간의 계를 

분석하고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을 둔 실증  조

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과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경기 지역 보육교사 205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

하 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심리자본, 사회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고, 정심리자본과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원장의 사회  지지,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해 정심리자본과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장애유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해 정심리자본을 구축하고 사회  지지를 함양

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n empirical study aiming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and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we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o achieve these aim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05 childcare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Furthermo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Second, the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had 

partially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his implies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enhancement of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Keywords : director support, fellow teacher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childcare teac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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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이 유아교육기 을 처음 하는 시

기가 빨라지고 이들이 유아교육기 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아교육기 의 환경  요인에 한 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애 유아 교육의 특성상 보육

교사의 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교사에 

한 질  수 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교사는 유아와 직 으로 상호작용하며 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교사의 질은 보육의 질을 가늠

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1].

보육의 질  수 에 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가운

데 무엇보다 인 자원인 보육교사가 가장 요한 변인임

에는 구나 공감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들

이 가정 밖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요한 사회

 모델이자 그들의 인  발달  성장에 기여하는 주

된 요인이기 때문에[2] 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은 어린이집

에서 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과 

태도를 갖는데 향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

다. 따라서 보육의 질 제고를 해 교사의 행복감 역시 

요하게 다 질 필요가 있다[3].

보육교사의 정 인 정서, 즉 행복감에 한 고찰은 

행복한 유아의 양성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있

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4]. 특히 오랜 시간 어린

이집에서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는 유아를 

보육하는 자로서 인간 본질과 특성에 한 폭넓은 이해

와 정 인 심리  자본이 필요하다. 정심리자본의 

수 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해 낙 으로 생각

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수행에 정  

향을 미치고 유아에 한 다양한 교육  효과를 이

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5].

조직 구성원의 수가 고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

이 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아 보육조직은 

다른 교육기 과 달리 인  구성의 긴 한 유 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교사와 원장, 교사 간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어집에서 교사와 원장, 교

사 간 상호 조와 상호신뢰  사회  지지는 반 인 

직무수행과 조직의 정서  질을 높여 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요한 요

소가 된다[6]. 특히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원장  

동료교사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는 인 계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정 인 조직자원으로 이들의 행복 는 안

녕감에 기여하는 요한 요인이다[7].

보육의 발 에 지 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행복

감 증진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기효능감, 희

망, 낙 주의 등으로 형성된 정심리자본과 원장  동

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향상과 

한 련성이 있어 이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애아와 비장애 아들이 통

합 보육되면서 통합보육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는[1], [4]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은 보육의 

질 제고를 해 매우 요하고 필수 인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과 련된 변

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이에 한 연구

가 매우 필요하다가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

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상으로 이들의 행복감

과 련된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 간의 련성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 아 담

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 증진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첫째, 장애 아 담당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 사회

 지지, 행복감 간의 계는 어떠하며 행복감

에 한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의 향은 

어떠한가?

둘째,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원장과 동료

교사의 사회  지지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2.1 긍정심리자본․사회적 지지 ․행복감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인간

의 행복감과 련된 실천  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8]. Luthans et al.[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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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른 특성들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자본을 개념

으로 악하여 통  경제자본, 인 자본, 사회자본, 

정심리자본 등으로 분류하면서 무형자본으로 심리자본

의 요성을 주장하 고, 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의 복합 인 정심리상태로 정

의하 다. Stajkovic[10] 역시 주어진 목표에 하여 자

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주의를 통해 본인이 해낼 

수 있다는 정 인 믿음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면서 이

러한 정 인 개념들이 개별 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통

합 인 심리  자원으로 이해될 때, 상승작용이 더 잘 이

해될 수 있다. 이처럼 정심리자본은 도 인 과업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 목표를 향한 인내와 필

요한 순간에 목표를 재설정하며 문제나 역경에 직면할 

경우 성공을 해 견디는 희망, 난 이나 좌 로부터 원

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복원력, 재

와 미래의 성공에 한 정 인 낙 주의 등의 복합

인 정심리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 [9], 

[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로 통합 인 으

로 구성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가진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으로 교

사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 는 원장, 원감, 주임교

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인  자원을 의미한다

[11], [12]. Betz[13]는 사회  지지를 사회  상호 계

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의 형태로 정의하

고, Schulz & Schwarzer[14]는 사회  지지를 문제해

결을 한 조언, 다양한 정보와 정서 인 안정을 제공받

는 것으로 정의하 다. House[15]는 사회  지지를 크게 

도구 지지, 정보 지지, 정서 지지와 평가 지지 등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 고, 최혜윤[12]은 유아교육조직에

서 사회  지지를 원장  동료교사 지지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를 동료  원장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사회심리 인 자원으로 보고 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행복감(happiness)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

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행복은 개인마다 주 이며 삶의 정 인 정서를 

포함하는 개인 삶에 한 종합 인 평가를 의미한다[6]. 

행복감은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주  삶의 만

족 등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Seligman[16]은 정 심리학

의 웰빙 이론에 토 를 두고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

미 있는 삶, 성취하는 삶, 정  계를 통한 삶, 충분히 

어우러진 삶이 행복이라고 하 다. 오늘날 부분의 사

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행복을 실 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 지를 얻어서 건

강한 삶을 하고자 한다. 보육교사 역시 보육시설에

서 다양한 유아들과 활동을 하면서 기쁨, 만족을 리

고 자신과 아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행복감의 수 은 개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자신뿐만 아

니라 보육교사 자신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아, 동료, 

원장 등 매일의 삶 속에서 꾸 히 노력하고 실행해야 하

는 행 로 보고자 한다.

2.1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관계

보육교사를 상으로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 간

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

을 상으로 연구에서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는 매

우 한 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감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

다[17]. 학생이 인식하는 사회  지지, 사회  자본, 

정심리자본이 학교 부 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

구[18]에서 사회  지지와 정심리자본은 유의한 련

성이 있고 사회  지지와 정심리자본은 학생의 학교

생활부 응을 방하고 일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한 학생을 상으로 정심리자본, 사

회  지지, 회복탄력성의 구조  모형을 분석한 연구

[19]에서는 정심리자본은 사회  지지와 유의한 계

가 있고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 으로 응하는 데 친구, 부모, 교수 등의 

다양한 사회  지지 자원과 정심리자본이 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 유의한 련성이 있

으며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는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10], [12], [13]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2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정심리자본은 요한 역

할을 한다. 보육교사를 상으로 정심리자본이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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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조한숙과 이성복[20]의 연구결

과에서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은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다. 즉, 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 수 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

복감 수 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등교사의 정심

리자본과 조직몰입간의 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21]에서 등교사의 정심리자본과 행복

감과 정  계를 보 고, 정심리자본은 행복감과 직

무스트 스 처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등

교사의 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데 있

어서 행복감은 정 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등교사들이 정심리자

본을 가지며, 교사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직무스트

스를 정 으로 지각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 다. 이

처럼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로 구성된 정

심리자본은 정 인 삶과 련 있고 보육교사의 행복감

을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정심리자본이 행복

감에 미치는 향, 그리고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

에서 동료교사와 원장의 사회  지지 매개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2.3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관계

행복감은 교직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식과 신념, 

가치 그리고 사회  지지를 통하여 교사와 같은 특정 직

업의 성취나 만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에게 

제일 좋은 모델이자 큰 향력을 주게 되는 보육교사에

게 행복감은 매우 요하다[22].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

회  지지가 행복감의 상 계와 미치는 향력을 분석

한 연구결과에서 사회  지지와 행복감은 정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사회  지지의 하 요소인 

정보  지지, 정서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도 

행복감의 하 요소인 정  행복감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  지지

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한 직무스트 스와 

사회  지지의 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23]에서 사회  

지지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설명해주는 요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 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사회  지

지와 행복감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24]에서도 사회  

지지와 행복감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보육교사

의 행복감을 결정할 수 있는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원장  동료교사로부터 받은 사

회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경기 지역 K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장

애 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모집단으로 보육교

사 보수교육에 참석한 250명을 임의 표집하 다. 연구자

는 참여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보육교사 232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특히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을 설명하고 연구 이후 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최 한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설문 조사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수행되었고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212부가 회수되었고 무응답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단한 자료 7부를 제외한 205부를 본 연구문제를 해결

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 다. 연구 상 보육교사의 인구

통계학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205)

Characteristics n(%)

Age

(years)

20~30 88(42.9)

31~40 75(36.6)

�41 42(20.5)

Care work 

experience

(years)

<3 55(26.8)

3-9 85(41.5)

�10 65(31.7)

Facility 

Patterns

National & Public 30(14.6)

Corporate 13(6.3)

Private 105(51.2)

Home 57(27.8)

All 205(100.0)

연구 상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30  이하 42.9%, 31~40세 

36.6%, 41세 이상 20.5%로 나타났고, 교사 경력에서는 

3년 미만 26.8%, 3~9년 이하 41.5%, 10년 이상 31.7%

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 형태에서는 국공립 

14.6%, 법인 6.3%, 민간 51.2%, 가정 보육시설 2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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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긍정심리자본 척도

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해 Luthans  et al.[9]에 

의해 개발된 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조한숙과 이성복[20]이 보육교

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 다. 본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주의 4개의 

하 요인, 24개 문항의 5  Likert 평정척도(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항상 그 다 5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한숙과 이성복

[2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2.2 원장 및 동교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보육교사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Pettegrew

와 Wolf[2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기 로 최혜윤[12]이 

유아교육조직에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

하 다. 이 도구는 2개 하 요인(원장 지지, 동료교사 지

지), 7개 문항의 Likert 5  평정척도(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항상 그 다 5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최혜윤[12]의 연구에서는 원장지지 신뢰도(α) .85, 

동료교사 지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원장지지 .89, 

동료교사 지지 .88이었다.

3.2.3 행복감 척도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해 Hills와 Argyle[26]

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를 기 로 하여 곽희경[27]의 연구

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 다. 본 측정도구는 정 문

항 17개, 부정 문항 12개, 총 29개 문항의 5  Likert 평

정척도(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

다 3 , 그런 편이다 4 , 항상 그 다 5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 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곽희경[2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 다.

첫째, 연구 상 장애담당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정심리자본, 원장  동료교사 사회

 지지, 행복감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Pearson

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고, 정심리자본과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먼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

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해 공차(Tolerance),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상 계수 등을 이

용하여 검토하 다. 넷째,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

에서 원장  동료교사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차를 

사용하 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해 Sobel[29]의 

방법을 사용하 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

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연구변수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아담당 

보육교사가 인식한 정심리자본,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  상 계가 나

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 계를 구한 결과 .38∼.74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측정변수들 간에 .90 이상의 높은 

상 을 보이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검증

하 다. 다 공선성은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상 계

수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여 공차의 값이 0.1이하 이거나 

VIF 값이 10이상, 상 계수가 .90 이상이면 독립변수들 

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0]. 본 

연구결과에서 공차는 .34～.62, 분산팽창지수(VIF)는 

1.63～2.98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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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positive 

psychology capital

1 self efficacy 1

2 hope .72
**

1

3 resilience .60
**

.67
**

1

4 optimism .53
**

.64
**

.70
**

1

social

support

5 director support .44
**

.54
**

.49
**

.59
**

1

6 fellow teacher support .52
**

.38
**

.47
**

.49
**

.46
**

1

7 happiness .68
**

.68
**

.74
**

.70
**

.61
**

.62
**

1

M 3.62 3.59 3.47 3.42 3.77 3.92 3.61

SD .67 .62 .58 .61 .83 .66 .52

Tolerance .40 .34 .41 .40 .58 .62

VIF 2.49 2.98 2.45 2.51 1.73 1.63

**
p<.01

Table 2. Variables correlation                                                                    (N=268)

4.2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

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4.2.1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이 행복감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subject’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happiness

self efficacy .216 .278 4.650
***

hope .087 .103 1.540

resilience .289 .320 5.110
***

optimism .221 .257 4.307
***

R²=.674  △R²=.667   F=103.320
***

 ***
p<.001

장애유아담당 보육교사가 인식한 정심리자본이 행

복감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모형(F=103.320,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심리자본은 행

복감을 67.4%(결정계수, R
2
)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심리자본 하 요인 가운데 탄력성(β=.320, p<.001), 

자기효능감(β=.278, p<.001),  낙 주의(β=.257, p<.01) 

순으로 보육교사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원장 및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 of subject’s social support on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happiness
director support .262 .416 7.596

***

fellow support .338 .428 7.818
***

R²=.520  △R²=.515   F=109.267
***

***
p<.001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가 보육교사 행복감

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모형(F=109.267,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는 행복감을 

52.0%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원장의 사회  지지(β

=.262, p<.001),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β=.338, p<.001)

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4.3.1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원장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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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 of director’s support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director

suppor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934 .597 10.597

***

R²=.356  △R²=.353   F=112.293
***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804 .815 20.067

***

R²=.665  △R²=.663   F=402.704
***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89 .699 14.306

***

director support .122 .194 3.978
***

R²=.689  △R²=.686   F=223.966
***

***
p<.001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정심리자본

이 매개변인인 원장의 사회  지지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β=.597, p<.001), 2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815,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원장의 

사회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 으며(β

=.122, p<.001), 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향

력이 두 번째 방정식(β=.815, p<.001)보다 세 번째 방정

식(β=.699, p<.001)에서 어들었다. 따라서 원장의 사

회  지지는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육교사의 행복

감에 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정심리자본은 단독으로 

66.5%, 원장의 사회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

이 68.9%로 2.4% 늘어 정심리자본이 통제되어도 원

장의 사회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 값은 3.69로 정심리자본과 행

복감 계에서 원장의 사회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는 

p<.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동료교사 사회  지

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peer teacher’s support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fellow

suppor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75 .541 9.159

***

R²=.292  △R²=.289   F=83.888
***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804 .815 20.067

***

R²=.665  △R²=.663   F=402.704
***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70 .680 15.075

***

fellow support .198 .251 5.563
***

R²=.709  △R²=.707   F=246.537
***

***
p<.001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정심리자본

이 매개변인인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에 미치는 향력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β=.541, p<.001), 2단

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

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815,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동료교사

의 사회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 으며

(β=.198, p<.001), 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815, p<.001)보다 세 번째 방

정식(β=.680, p<.001)에서 어들었다. 따라서 동료교사

의 사회  지지는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정심리자본은 단독

으로 66.5%,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

는 설명력이 70.9%로 4.4% 늘어 정심리자본이 통제

되어도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 값은 4.71로 정

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는 p<.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 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상으로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동료교사  

원장의 사회  지지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을 둔 

실증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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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아 담당 보육교사들이 인식한 정심리

자본, 동료교사  원장의 사회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고,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  지지

가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6], 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결과[20]와 일치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가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특정과

업을 성취하기 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과 역경

과 장애 는 갈등, 실패, 심지어 정 인 사건들, 진 , 

증가된 책임감으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는 는 속히 

회복 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 주의의 정심리자본[11]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 장에 용해야 할 것이

다. 한 장애 아를 보육하면서 동료교사와 원장 등 동

료 교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보육교사에게 이

들의 사회, 심리 인 지원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육조직 내 수

평 이고 계지향 인 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계에서 사회  지지

의 매개효과룰 분석한 결과,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선행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 간의 계에서 부모, 친구, 교수의 사회  지

지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19]에서 행복과 련

성이 있는 회복탄력성과 정심리자본 계에서 사회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를 입증하고 있다. 박수호와 이민정[31]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에 향을  것으로 단되는 요인들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사회  지지는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요한 상을 가지고 있어 사회  지지를 높게 받을수

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심리  안정과 가족 계, 일, 여

가 등에서 타인의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고 하 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행복은 ⋅유아에게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서 행복감은 교직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식과 신념, 가치 그리고 사회  지지를 

통하여 교사와 같은 특정직업의 성취나 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다[32]. 즉, 유아시기에 ⋅유아에게 제일 

좋은 모델이자 큰 향력을 주게 되는 보육교사의 행복

감은 매우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들이 동료교사, 원장 등 보육시설 내 주변 계망으로부

터 정 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계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가치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강 과 능력의 정심

리자본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한 심과 연구

를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

에 있어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와 같은 

정  심리자본과 원장  동료교사의 사회  지지는 매

우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장애 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상으로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가 이들의 행복감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효율

이매 행복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선

행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장애 아담당 보

육교사를 상으로 이들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정심리자본, 행복감, 사회  

지지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에서 이들의 련성

을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최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교사라는 을 생각해 볼 때, 

교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동료  원장의 사회·심리 인 

지원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장애

아를 보육하는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

며, 질 높은 보육 실 을 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

한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시하고 있

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정심리자본과 사회  

지지가 동시에 투입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 된다는 연

구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 복원력 등과 같은 정심리

자본은 보육교사가 반드시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고, 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지지 역시 보육교사들이 함양해야 할 요한 인 계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은 교사라는 인  

자원에 달려 있다는 기본 인 원리에 따라 정심리자

본, 인 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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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 인 심과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언어, 사회·정서발달의 결정  시기에 

있는 유아기에 일반 아와 장애 아들이 통합 보육하

는 실에서 보육교사의 행복은 이들의 언어, 사회·정서

발달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데 결정 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고 인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 장에 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

한 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연구 상과 범 를 

확 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일

반 보육교사와 장애 아 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다양한 변인들이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심리자본, 사회  지지 변인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에 항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련성을 구조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 자기효

능감, 회복력, 낙 주의와 같은 정심리자본은 이들의 

행복감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후속 연

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심리자본과 같은 핵심 역량을 

직 연수 단계에서 강화하는 방안에 한 연구 는 

정심리자본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교사 양성과

정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  운 하여 그 효과성

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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