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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의 질적 향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소재한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

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경제적 영역은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영역과 관계탄력성, 활동성의 예측변인들이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며,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촉진시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유아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job stress and ego-resilience 

of kindergarten teachers life satisfaction,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198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care center teachers in Gangwon-do were asked 

to respond by using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job stress of the kindergarten teacher,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higher the ego-resilienc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reward, a sub-variable of job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kindergarten 

teacher's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predictors of relationship resilience, 

energy, and reward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ife satisfac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relationship resilience was relatively explanatory about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ducational plan to be explored to improve ego-resilience for kindergarten teacher’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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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의 특성과 개인 속성이 관여되고 잠재적 스트레

스 요인과 개인의 특성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유아교사가 인적·물적 자극으

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직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1]. 유아교사는 열악한 근무환

경, 업무적 특성,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교육과 돌

봄,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무스트레스

가 높아[2], 좌절감과 우울증, 상실감 등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 교육기관 상

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

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3], 직무만족도는 직무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4] 등에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된 직업 중 하나인 경찰의 직무스트

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전체

와 긍정적 사고, 삶의 만족도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직

무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5]. 이렇듯 직무스트레스와 영역 특수적인 직무만족도

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은 힘든 환경

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주요한 스트레스 사건

을 잘 대응하며 외상적인 사건에서 빠른 회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강화 또는 약화시켜 성공적인 적

응을 할 수 있다[6]. 최근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스트레

스와 소진에서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교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여 역경 속

에서도 자신의 강점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능

력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 상황 속

에서 교사 자신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7]. 

직무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도

와 부적상관이 있으며[8]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9]에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 등의 심리적 변

인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범위를 넓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빠르게 세

세한 뉴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 부정적 

정서 분출, 가족의 집단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건사고 

기사를 보며[10], 우리는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감, 비판, 애정,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 분

노, 자기비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행복에 대해 Lyubomirsky는 자신의 삶에 만족

하며 가치를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라 하였다

[11]. 행복과 비슷한 의미로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

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은 자신이 지각하는 삶에 만족이 높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해야 높게 나타난

다. 인구학적 변인과 같은 사회적 지표로는 삶의 질을 

정의할 수 없다는 연구[12],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격 차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연구, 문

화적 규범과 정서경험의 관계 등 대체로 심리·문화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13-15]. 주관적 안

녕감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긍정적인 심리학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여러 병리적 문제를 예방하기도 한다[16]. 

주관적 안녕의 감정적 측면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유쾌한 정도(hedonic level)를 나타내며 인지

적 측면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

이다[13]. 즉,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

관적 평가이며 이 평가에는 삶의 만족도라는 인지적 요

소와 정적 정서 또는 부적 정서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

함하는 것이다[12,14,15]. 종합해보면, 행복 또는 주관

적 안녕감의 핵심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중

심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의 성

격이 제시되었고 그 중 하나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

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17]. 유아가 행복(Happiness)

을 누리도록 공헌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유아교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은 중요하므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의 선행

변인으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서

로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개인 심리적 변인인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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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알아보고 변인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밝히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목

적을 규명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

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공·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며 총 

23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질문지 32부를 제외하

여 최종 198부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ype Frequency Percent

Career

Under 1 years 22 11.1

1∼3 34 17.2

4∼6 47 23.7

7∼9 23 11.6

more than 10 72 36.4

Age

20∼29 62 31.3

30∼39 60 30.3

40∼49 51 25.8

50∼ 25 12.6

Marital

status

married 122 61.6

single 76 38.4

2.2 연구도구

2.2.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

여 김민서(2015)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eacher’s 

Job Stress Queationnaire: TJSQ)를사용하였다[18]. 

이 척도는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으로 교수-학습활동 

영역(6문항), 업무관련(9문항) 영역, 행정적 지원(8문

항) 영역, 대인관계(11문항)영역, 경제적(2문항) 영역 

총 37문항이다. 김민서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4로 

나타났다.  이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job stress

Variables Division N Cronbach’s α

teaching-learning 

activity
1-5, 36 6 .78

workload 6-14 9 .89

administrative 

support

15-19, 20*,  

21, 22
8 .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25,

27-33, 37
11 .87

reward 34, 35 2 .52

Total  37 .95

Inverse**

2.2.2 유치원 교사의 삶의 만족도 척도

유치원 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n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과 차

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삶의 만족

도 척도는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직무스트레스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와 일관된 

응답을 얻고자 Likert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차경호(2004)의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 각각

의 신뢰도는 .84, .85로 나타났다[20]. 삶의 만족도 척

도는 총 5개 문항이며(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3

과 같다. 

Table 3.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Variables Division N Cronbach’s α

Life Satisfaction 1, 2, 3, 4, 5 5 .88

Total 5 .88   

2.2.3 자아탄력성 척도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지현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

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3)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이다[22].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관

계탄력성, 활동성으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9이었다. 이 척도의 문항 구

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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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iability of ego-resilience

Variables Division N Cronbach’s α

relationship

resilience
1, 2, 4, 9, 13, 14 6 .74

energy
3, 5, 6, 7, 8, 10 

11, 12
8 .83

Total  14 .87

3. 연구절차

3.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

성,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사용될 설문지의 타당성, 문제점, 소요시간 등을 파

악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교

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시간은 10∼15분이었다. 

3.2 본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참여 동의를 먼저 구

하고 강원도 소재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230부(92% 

회수율)에서 불성실한 응답 또는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32부를 제외하고 최종 198부가 사용되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

성,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

료를 SPSS 19.0를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관계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직무스트레스 전체는 삶

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r =  -.19 ,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인 업무(r = 

-.18 , p < .01), 행정적 지원(r = -.15 , p < .01), 대인

관계(r = -.19 , p < .01), 경제적 영역(r = -.36 , p < 

.01)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교수·학습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

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전체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 = .52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

계탄력성(r = .57 , p < .01), 활동성(r = .47 , p < .01)

과 삶의 만족도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아탄력성 전체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경

제적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r = -.24 , p < .01)에 있으

며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r = -.26, p < 

.01), 활동성( r = -.19 , p < .01)은 직무스트레스의 하

위변인인 경제적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낮

아지며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4.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의 

상대적인 설명력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

아 탄력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예언변

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승변량(VIF)을 산출한 결과, VIF의 값이 1.00∼2.03

으로 나타나 예언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IF의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

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도의 가장 큰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경제적 영역와 자아탄력성의 삶

의 만족도에 대한 예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자아탄력성

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자아탄

력성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만족

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삶

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모형은 1단계에서 직

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영역을,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모형은 1단

계에서 자아탄력성을,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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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경제적 영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직무스트레

스 하위요인인 경제적 영역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인 관계탄력성, 활동성의 독립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34.3%를 설명한다. Table 6의 1모형에서 보듯이 유아

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β=.35, 

t=4.29)과 활동성(β=.07, t=2.15)은 경제적 영역을 통

제변인으로 두고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변인인 경제적 영역이 12.4% 설명을 하는 유의미한 예

언변인으로 나타났다(F=28.75, ρ <.01).  삶의 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보면 대인탄력(β=.35), 활동성(β=.07)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은 34.3%이며 추가적으로 22.5%를 설명

하는 정적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2모형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과 

활동성은  29.7%의 설명력이 있고, 직무스트레스의 하

위변인인 경제적 영역(β= -.23)은 5%의 R2 변화량이 

있었다. 즉,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삶의 만족에 대

한 부정적 영향에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

대적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분석

에서 설명량(△R2)의 변화량을 비교해보면, 자아탄력성

은 경제적 영역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였으나 

경제적 영역은 자아탄력성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

측하지 못했다.

종합하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경제적 영역

을 통제했을때 관계탄력성과 활동성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경제적 영역이 삶의 만족도

를 예측하는 설명량 이상으로 관계탄력성과 활동성은 

설명력이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관계

탄력성이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N=198)

1 2 3 4 5 6 7 8 9 10

1 1

2 .58** 1

3 .38** .77** 1

4 .44** .68** .71** 1

5 .15* .32** .34** .47** 1

6 .65** .91** .87** .89** .45** 1

7 .05 -.06 -.03 -.13 -.26** -.08 1

8 .04 .09 .12 -.02 -.20** .05 .70** 1

9 .04 .04 .07 -.06 -.24** .01 .86** .97** 1

10 -.05 -.18* -.15* -.20** -.36** -.19** .54** .47**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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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eaching-learning activity 2. workload 3. administrative support 4.interpersonal relationship 5. reward 6. job stress 7. relationship 

resilience 8. energy 9. ego-resilience  10. life satisfaction

Table 6.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N=198)

Variable B β t R2 Adj R2 △R2 F Durbin-Watson VIF

1

(constant) 4.32 31.39***
.129 .124 .129 28.75***

1.701

1.00
reward -.211 -.358 -5.36***

(constant) 1.580 4.439***

.353 .343 .225 35.17***

1.075
reward -.136 -.231 -3.85***

relationship resilience .095 .353 4.29*** 2.025

energy .024 .074 2.15* 1.958

2

(constant) .826 2.68**

.304 .297 .304 42.34***

1.701

relationship resilience .11 .411 4.90*** 1.96

energy .025 .18 2.13* 1.96

(constant) 1.58 4.43***

.353 .343 .050 35.17***
relationship resilience .095 .35 4.29*** 2.03

energy .024 .17 2.14* 1.96

reward -.136 -.23 -3.85*** 1.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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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

성, 삶의 만족도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전체와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

이 있다.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인 업무, 행정적 지원, 

대인관계, 경제적 영역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상관이 있

다. 교직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직무와 관

련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소진이 발생한다. 

동료로부터 부정적 느낌을 받거나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는 직무스트레스의 결과이며[23], 이는 

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교사의 심리적 

기제인 자아탄력성 전체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과 활

동성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 청소년의 학

업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자아

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는[24] 본 연구의 

결과인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이 긍

정적 정서를 지니고 삶의 현장에 자신의 대표 강점과 

덕성을 발휘할 때에 즐거운 삶, 만족하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제시한다[25]. 교사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자신의 강점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스

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노력과 활력을 찾고

자하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도 교사의 삶의 만족을 높

이는 방안이다[26]. 

둘째,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변인인 관계탄력성, 활

동성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경제적 영역과 부

적상관이 있다. 교직선택 동기 중 물질적 동기가 직무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상관을 보인 연구에

서[27], 초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물질적 동기인 경제

적인 안정성이나 보상 측면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경제적 안정이 직무수

행에 뒷받침이 될 때 자신의 직장에 잘 적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9]와 같은 

맥락이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부

적상관로 나타나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과 대인관계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26,30]. 경제적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는 보수가 

임무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나 월급일의 변동

이 잦을 때 일어난다. 교사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

우와 보상이 보장될 때 자아탄력성은 높아질 것이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안이나 우울에 덜 취약하고 스트

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유진은 예

비유아교사 안녕감을 연구하였는데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자아탄

력성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고갈을 더 많

이 경험하는 연구[31]에서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본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

부정책에 있어 유아교사의 안녕을 위해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고 형평성이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유아교사가 경제에 대한 보상

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의 직무스트레스로 삶의 만족

도가 낮아지고, 심리적 기제인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는 교사에게 자아탄력성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갖도록 도와주는 심리적인 자원이 되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이므로 유아교사

의 자아탄력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유아교사를 대상

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에 관

련된 다변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경로분석과 

매개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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