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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서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소재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양식
과 교사효능감은 각각 소진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회피-분산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진이 많았고, 개인적 교사효
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적었다. 이 결과는 정서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소진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
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아교사가 효과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하도록 돕고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teacher efficacy to their burnout.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method from 157 
early childhood teachers in Gyeongsangbuk-do and Ulsan city. The instruments were Scale for Emotional 
Regulation Styles,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Burnout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teacher efficacy meaningfully 
influenced to their burn out. This means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had higher avoidant/distract regulation 
style showed higher their burnout and who had higher personal teacher efficacy showed lower their burnout. 
This research offers further study the influence variables to burnout and find out the effective method of 
emotion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eacher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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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사는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
는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중 유아교사는 인
격형성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부모만큼 오랜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면서 교육 및 보육을 책임지기 때문

에, 관련지식과 수업기술 같은 전문적인 자질뿐 아니라 
교사 자신의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교사의 정신
건강문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유아교사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
념 중 하나는 소진이다. 소진(burnout)은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탈진, 비인간



정서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4903

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신드롬[1], 직무와 관련된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의 누적된 결과
로 나타난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탈진상태[2]이다. 유아교
사는 교사 의존도가 매우 높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미숙
하며 자기중심적인 영유아들을 장시간 돌보면서, 학부모
와 지속적으로 잦은 접촉을 해야 하고, 보육과 교육외의 
많은 잡무를 감당해야 한다. 또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제
외하면 초․중등교사에 비해 근무조건 및 처우도 열악하
고, 사회적 인식도 낮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직무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 소진상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  

유아교사의 소진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를 감소시
키며[3],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4], 결과적으로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유아교사 소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교사 소진관련 초기연구
들은 소진을 야기하는 근무 환경적 변인을 확인하고  이
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련성을 연구하거나[5], 
인구사회학적 개인차 변인들과 소진과의 관계를 확인하
는 것이었다[3,6]. 다음으로  소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을 구별하고, 소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감소
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시
작되었는데,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
인 사회적 지지이다. 즉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는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며[7], 직무환경의 위험요
소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
임이 밝혀지고 있다[8]. 최근 들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소진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서, 교사의 개인내적 변인인 교사효능감, 자아탄력성, 정
서조절능력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9-12], 아직 소진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
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이 사용
하는 구체적인 정서조절양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한
가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의 해소 정도뿐 아니라 궁극적
으로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13]. 유
아교사의 경우 교육 및 보육과정에서 영유아와의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므로 역할 수행에서 적절한 
정서조절이 요청된다. 이 때 정서조절양식은 교사가 자신
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유아, 
교사 및 부모와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만성
적인 업무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교사의 소진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

하기 위한 양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
이고 주의-분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구분을 공통적으
로 따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양식과는 별개의 양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 상태로 부터 벗
어나려는 노력으로 구분한다[14].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양식은 크게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15]. 
정서조절양식은 심리적 안녕, 우울, 학교적응 등과 관련
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소진과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서조절양
식이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효과
적인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16]로 Bandura[1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성
취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이다. 이러
한 자기효능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
의 노력을 쏟으며, 장애에 직면하여 그 활동을 얼마나 오
랫동안 지속하는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17,18]. 교사효능
감은 교수행위와 학습결과간의 일반적인 관련성에 대한 
교사의 신념인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취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효과적
인 교사의 특성으로 학교개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19].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성취 및 교사 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교사효능감이 교사소
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들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들[11,20]과 직무환경
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10]가 보고되
기 시작하였으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아교사는 업무환경과 지도특성 때문에 소진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이러한 소진은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교
사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
서조절양식은 만성적 업무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교사의 소진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효
과적인 교사의 특성으로 교수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교사효능감 역
시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양식과 유아교사 
소진의 관련성을 직접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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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이 변인들이 유아교사의 소진과 어떤 관계가 있
는 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개인내적 변인인 정서
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를 분석하여, 이 변인들이 유아교사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
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선정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양식은 유아교사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였는
데, 배경변인에 따른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

variable N(%)

instition 
type

private kindergarten  92 ( 58.6)

private child-care center  65 ( 41.4)

age

under the age of 29 100 ( 63.7)

30 years old  33 ( 21.0)

above the age of 40  24 ( 15.3)

period 
at work

under 2 years  62 ( 39.5)

3 years～5 years  49 ( 31.2)

above 6 years  46 ( 29.3)

education

3-year colleage graduate or less 111 ( 70.7)

4-year university graduate  41 ( 26.1)

graduate or higher   5 (  3.2)

marital 
status

single 104 ( 66.2)

married  53 ( 33.8)

age of the 
infant 

classroom

less than 2 years  46 ( 29.3)

3 years  33 ( 21.0)

4 years  36 ( 22.9)

5 years  42 ( 26.8)

all 157 (100.0)

2.2 연구도구 

2.2.1 정서조절양식 척도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석빈[13]
이 개발한 정서조절양식체크리스트를 보완한 임전옥과 
장성숙[21]의 정서조절양식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문
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느낌과 상황을 이
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구체적 문제 해결행동을 보이
는 능동적 양식(8문항),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회피분산적 양식(9문항),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 지지
추구적 양식(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거의 그렇
지 않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 대상
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능동적 양식 .815, 회피-
분산적 양식 .774, 지지추구적 양식 .889로 나타나 수용
할만한 수준이었다.

2.2.2 교사효능감 검사

교사효능감 측정을 위해 Enochs와 Riggs[22]가 개발하
고 이분려[23]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25문항으로 교수-학습 관계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신념인 일반적 교사효능감(12문항)과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관해 갖는 신념인 개인적 교사효능감(1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
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705, 개인적 교사효능감 .819, 전체문
항 .789로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다. 

2.2.3 유아교사 소진 척도

유아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옥[24]이 개발
한 유아교사 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사 소진척도
는 총 18문항으로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 피
로감인 신체․정서적 고갈(8문항), 유아교사라는 직업 자
체에 대한 회의감인 직업적 회의(4문항), 유아교사가 속
한 기관의 직무환경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정인 직무
환경적 불만족(3문항), 자기 능력에 대한 내적 효능감 저
하로 인한 개인적 성취감 감소인 무능감(3문항)의 4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적인 1
개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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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emotional 

regulation style

active regulation style   1.00

2 avoidant/distract regulation style   .13 1.00

3 support-seeking regulation style .53***  .22** 1.00

4
teacher efficacy

general   .15 -.07  .07 1.00

5 personal   .24** -.29***  .18*  .30*** 1.00

6

burnout

physical․eomtional exhaustion   .07  .18
*

 .12 -.11 -.19
*

1.00

7 vocational skepticism  -.12  .24** -.14 -.21** -.48***  .42*** 1.00

8 dis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10  .25
**

 .08 -.18
*

-.13  .55
***

 .42
***

1.00

9 incompetence  -.15  .21** -.11 -.21** -.63***  .49***  .66***  .35*** 1.00

10 total   .00  .26
***

 .03 -.20
**

-.38
***

 .89
***

 .71
***

 .73
***

 72
***

1.00

basic statistics
M  3.50  2.99  3.72  3.51  3.55  2.92  1.86  2.55  2.23  2.51

SD (0.56) (0.63) (0.74) (0.36) (0.45) (0.71) (0.57) (0.86) (0.69) ( 0.56)
 *р<.05   **р<.01  ***р<.001   (N=157)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asured variables and basic statistics                     

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신체․정서적 고갈 .850, 직업적 회의 .754, 
직무환경적 불만족 .770, 무능감 .777, 전체문항 .893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연구대상기관으로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소재 사립유
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기관의 원장 및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밝히고 설
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1주~2주 후 재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66부 중 부적절한 
응답의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57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는데,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했고, 사용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했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과 설명
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유아교사 소
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3.1 정서조절양식 및 교사효능감과 유아교사 

    소진의 상관관계 

Table 2에서 정서조절양식과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회피-분산적 양식과 소진의 전체점수 및 하위요인간
에는 .18에서 .26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p<.05~p<.001). 
그러나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소진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교사효능감과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진 총점, 직업적 회의와 무능감 하위요인은 일반적 및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0~-.38, p<.01~p<.001). 신체․정서적 고갈은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r=-.19, p<.05)이 있었고, 
직무환경적 불만족은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r=-.18, p<.05)이 있었다. 즉 유아교사 소진은 회피-
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할 경우 높고,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낮다고 볼 수 있다.

3.2 정서조절양식이 유아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Table 2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양
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가지 정서조절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소진의 4
개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회귀분석은 단계적(stepwise)추정방식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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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for burnout

dependent 
variable

stage independent
variable

β R2 adj.R2 F

physical․
eomtional 
exhaustion

1 avoidant/distract   .179* .032 .026  5.138*

vocational 
skepticism

1 avoidant/distract   .239** .057 .051  9.354**

2 avoidant/distract
support-seeking

  .282**

 -.202
* .096 .084  8.152***

dis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1 avoidant/distract   .250** .063 .057 10.357**

incompetence

1 avoidant/distract   .210** .044 .038  7.156**

2 avoidant/distract
active

  .233**

 -.176
* .075 .063  6.208**

total 1 avoidant/distract   .262
***

.069 .063  1.414
***

  *P<.05   **P<.01   ***P<.001   ( N=157)

우선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였는데, 공차한계는 .95~1.00으로 .1보다 크고, VIF는 
1.02~1.05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체․정서
적 고갈 하위요인에는 회피-분산적 양식의 설명력이 유
의했는데 2.6%를 설명했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정적이
었다. 즉 회피-분산적 양식의 사용이 많을수록 신체․정서
적 고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직업적 회의 하위요인의 
경우는 회피-분산적 양식의 영향력이 5.1%이고, 지지추
구적 양식의 영향력이 3.3% 총 8.4%의 설명력이 있었는
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회피-분산적 양식은 정적이고, 
지지추구적 양식은 부적이었다. 따라서 회피-분산적 양식
의 사용이 많을수록 직업적 회의가 많고, 지지추구적 양
식의 사용이 많을수록 직업적 회의가 적다고 말할 수 있
다. 직무환경적 불만족 하위요인은 회피-분산적 양식이 
5.7%를 설명했는데 표준화 회귀계수는 정적이었다. 즉 
회피-분산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직무환경적 불만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무능감 하위요인은 회피-분산적 
양식 3.8%, 능동적 양식이 2.5%로 총 6.3%의 설명력이 
있었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회피-분산적 양식은 정적, 
능동적 양식은 부적이었다. 따라서 회피-분산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무능감이 높고, 능동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 무능감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소진점수 전체를 볼 
때 회피-분산적 양식이 6.3%를 설명했고, 표준화된 회귀
계수는 정적이었다. 따라서 회피-분산적 양식의 사용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3.3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기 위해 교사효능감의 2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소진의 4개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단계적(stepwise)추
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91과 1.0으로 .1보다 크고, VIF는 
1.00와 1.10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었다.

[Table 4]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of teacher efficacy 

for burnout

dependent
variable

stage independent
variable

β R2 adj.R2 F

physical․
eomtional 
exhaustion

1 personal  -.191* .036 .030   5.845*

vocational 
skepticism

1 personal  -.483*** .234 .229  47.223***

dis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1 general  -.183* .033 .027   5.366*

incompetence 1 personal  -.634*** .402 .398 104.052***

total 1 personal  -.381*** .145 .140  26.346***

  *P<.05   **P<.01   ***P<.001   ( N=157)

중다회귀분석 결과(Table 4 참조) 하위요인 중 직무환
경적 불만족에는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2.7%의 설명력이 
있었고, 다른 하위변인과 전체점수에는 개인적 교사효능
감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부적
이었다. 신체․정서적 고갈의 설명력은 3.6%, 직업적 회의
는 22.9%, 무능감은 39.8%, 전체점수는 14%였다. 따라서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정서적 고갈과 직업
적 회의, 무능감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 교사효능
감이 높으면 직무환경적불만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높은 교사효능감은 소진을 낮추
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정서조절양식
과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여, 유아교사 소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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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서조절양식이 유아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피-분산적 양식은 소진의 하위영역 및 전체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회피-분산
적 양식의 사용이 높으면 소진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소진의 하위영역 중 직업적 회의에는 회피-분산적 양
식에 더해 지지추구적 양식의 영향력도 있었는데 지지추
구적 양식의 사용이 높으면 직업적 회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능감 하위요인의 경우 회피-분산적 양식
에 더해 능동적 양식의 영향력이 나타나 능동적 양식의 
사용이 높으면 무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양
식과 교사의 소진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없어 직
접적 논의는 어렵지만, 이 결과는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
구적 양식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과 같은 적응 
관련된 변인이나, 긍정적 정서, 낙관성, 자존감 등과 관련
되며,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과 상관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5,25,26]. 특히 부정적인 정서요인이라 볼 수 있는 소진
에 회피-분산적 양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
는 회피-분산적 양식이 신경증, 부정적 정서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윤석빈[14], 민경환 등[15]의 연구결
과와 회피-분산적 양식이 우울과 관련된다는 연구들
[26-29]과 유사한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피-분산
적 양식이 부정적 정서를 만든 문제 상황을 외면하고 다
른 생각을 하며 상황을 피하는 태도이므로 이 양식의 사
용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 상황이나 자신의 
인지 및 행동양식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아 부정적 정서가 지속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3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유아
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일단 회피-
분산적 양식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신의 부정적 정
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 필요하며, 능동적, 지지추구적 양식을 사용하도록 도
와주는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둘째,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소진 전체점수와 신체․
정서적 고갈, 직업적 회의, 무능감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 일반적 교사효능감은 직무환경적 
불만족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교
사효능감이 높으면, 소진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교사효능감의 직․
간접적 영향력을 확인했던 권나연, 이희영[10], 이경화 등
[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전반적으로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영향력이 일반적 교사효능감보다 크게 나
타났고, 특히 직업적 회의와 무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

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관계를 확인했던 양연숙[20]의 연구와 유사한 결
과로, 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는 
것이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개인의 능
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믿음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
은 교사는 자신의 전문가적 수행에 대해 자기 의심을 품
고 있는 교사보다 일상의 가르침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고, 이러한 지각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직무소진의 출현을 
막아줄 수 있다[31, 11에서 재인용]. 한편 Brouwer와 
Tomic[32]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낮은 효능감을 보고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다루는데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재교육의 기회가 많을 때 소진이 
적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33]. 따라서 유아교사의 소
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수기술 향상과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과 더불어, 교사효능감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양식과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소
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이들이 유아교사 소진의 
보호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확인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사립유치
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유아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자기보고
식 검사도구만을 사용했다는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 소진의 보호요인을 찾는 기초연구이므로 앞으
로 이 변인들과 소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정서조절양식과 소진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이 소진에 독자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서조절양식이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변
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
교사가 역할수행과정에서 나타내는 정서적 행위는 교사 
자신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유아교사의 정서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력
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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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는데, 유아교사의 효능감에는 
유아교사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
고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
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과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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