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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과 직무스트 스의 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  계를 밝 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53명을 상으로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 다.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트 스 간의 구조  계를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설정한 후,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수집된 자료를 AMOS 18.0을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그 결과 

첫째,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은 직

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직무스트 스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role 
performance with the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300 teachers, vice principals and principals working for infant educational institutes located in 
Gyeonggi-do, and analyzed 253 copies of the survey in total. The study used a structural equation to design a 
structural equation-based model to look into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role performance with the 
teaching efficacy and job stress. The collected data was then analyzed by AMOS 18.0 to estimate the correspondence
and the parameter of the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ole performance of kindergarten teachers
was observed to have an immediate influence on the teaching efficacy. The role performance of kindergarten teachers
was directly connected to job stress. The job stress had an indirect relationship with the role performance of 
kindergarten teachers through the teaching efficacy. The teaching efficacy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was confirmed 
to have immediate association with the job stress of infant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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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사의 역할은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일반 인 것은 

아니다. 특히 유아교사는 어린 유아를 상으로 장시

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로 인해 등교사보다 더 다

양하고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강문숙, 황해익, 

2008; 오선균, 2001), 그로인해 직무에 따른 스트 스를 

경험한다. 여기서 직무란 직책 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직업상의 사무,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맡아보는 사무(한

국어사 , 1984)로서 역할, 과업, 임무 는 책임 등의 개

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의미에 강조 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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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씩 다르다. 즉, 직무는 한 조직 구성원 개인에 할당되어 

개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일정한 종류와 책임  

범 의 일로서 직 에 부여된 일을 의미한다(이완정, 

1995).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상황의 결과로 생기는 생

리  변화를 동반하는 심리  평형상태의 변화로 교사에 

한 요구가 자아존 감이나 안녕에 으로 지각되므

로 다시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해 사용되는 심리  

처기제에 의해 조정된 것이라고 정의되며, 자아존 감이

나 안녕에 으로 평가될 때만 유발하는 것이다

(Mcfadden, 1980).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 스는 

교사의 개인 인 특성이나 성질뿐만 아니라 교사가 역할

을 수행하는 학교 조직 내의 직무 련 요인  직무 환

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심리 , 생리

, 행동  조건을 변화시켜 정상 인 기능으로부터 이

탈하는 상태이다(박 운, 1996). 교사가 겪는 직무스트

스는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하시킬 수 있으며(성 혜, 

이은진, 1999), 정상 인 기능을 이탈하는 부정 인 향

을 미쳐 개인의 자존심, 안녕, 건강, 책무성, 업무수행 등

을 하고 응 장애를 래한다(강혜경, 2001).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직무스트 스에 지속 으로 노출되면 직

무만족도가 떨어지며, 직무수행도 낮아진다(Blase, 1982).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 련된 연구에서는(강정원, 

2006; 문송이, 2008) 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좌 감이 가

장 높은 스트 스를 유발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교수 

효능감이 놓은 교사의 경우에는 스트 스를 경험할 때, 

충분히 주변자원을 활용하여 한 처행동을 찾아 자

신의 역량이나 행동을 지속 으로 유지한다(Parkay, 

1990)고 밝히고 있다. 유아교사가 효과 으로 교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교사 개인의 능력뿐만 아

니라 가치 , 신념, 태도 등의 정의  특성들이 요하며

(이혜란, 김아 , 차정은, 2011), 이들 정의  특성들 에

서 교사효능감은 교직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여은진, 이경옥, 2004). 

이 듯 교사효능감이란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의 능력에 한 자심감이나 정 인 태도를 가지는 것

으로 교사 자신이 역할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

는 정도를 의미한다(천 정, 2010).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행동 뿐 만 아니라 사고형태, 스트 스와 같은 정서반응

에 향을 끼치는데, 스트 스와 련해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스트 스를 덜 느끼며, 교사효능감이 스트

스에 유의한 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높은 부 상 을 

갖는다고 보고한다(김혜정, 2002; 이형민, 2009; 임진형, 

1999;정미, 2002; 정 주, 2008). 

지 까지 진행되어온 역할수행, 직무스트 스, 교사효

능감과 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직무스트 스간의 계연구(정언애, 2002; 김

혜정, 2002; 이선애, 2009), 역할수행과 교사효능감에 

한 연구(천향숙, 조은진, 2011)가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직무스트 스 그리

고 교사효능감 간의 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

무스트 스는 역할수행에 향을 받으며, 직무스트 스

는 교사효능감의 향을 받는다는 경로를 가설로 세워볼 

수 있다. 여기서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의미 있

는 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스트 스가 증가해도 교사

효능감에 따라 유아교사의 역할 수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단 때문이다. 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역할수행에 부정 인 향을 주며, 이러한 직무스트 스

는 유아교사의 교육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는 을 감

안할 때,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 리는 곧 그들의 역

할수행 리로서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여 유아교육의 

질  하를 가져오는 요한 요인을 감소시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 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가 역할

수행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직무스

트 스와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서 교사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교사효능감, 직무스트 스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

아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 스에 어

떠한 향을 미치며 그 경로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

치원에 재직 인 유치원 교사 253명이다. 본 연구는 

2013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300명을 연구 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선정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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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bles Separator The number of cases  percentage(%)

institution type
public kindergartens 110 43.5

private kindergartens 143 56.5

Age

20year old longer ～ 29 year old less than 94 37.2

30year old longer ～ 39 year old less than 83 32.8

40year old longer ～ 49 year old less than 68 26.9

50year old longer 8 3.2

Career

3year old less than 70 27.7

4 ～ 6 year 69 27.3

7 ～ 10 year 61 24.1

11 ～ 15 year 39 15.4

16 year old longer 14 5.5

Academic 

backgraund

College graduation 109 43.1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95 37.5

Graduated school of 40 15.8

other 9 3.6

Totals 253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research                                                         (N=253)

Sub factors Questions number Reliability(ɑ)
Counselor and Adviser 4 .90

Curriculum Designer 4 .86

Diagnostician 4 .85

Role Performance Total 12 .89

[Table 2] Role Performance's sub factors rated item configuration and reliability

며, 총 273부가 회수되어 89%의 회수율을 보 다. 

그 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총 253부를 최종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의 일반  배경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상의 개인  배경

을 살펴보면, 우선 기 유형은 사립유치원 143명(56.5%), 

공립유치원 110명(43.5%)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연령은 20～29세가 94명(3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경력은 3년 이하가 70명(17.7%), 4～6년 69명

(27.3%), 7～10년 61명(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학력은 2년제  3년제 학졸업이 109명(43.1%), 4년제 

학졸업 95명(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가. 역할수행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할수행 척도는 Saracho(1988)

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실제역할 차원과 역할에 맞는 항

목결정기 을 토 로 김혜린(1992)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진단자, 상담자  

조언자, 교육과정설계자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며, 

하 요인마다 4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체계는 ‘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의 Likert 5단계 평정척도에 의해 

수를 이루어져 있으며, 5 까지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역할수행 하 척도별 

Cronbach's ɑ 계수를 추정한 결과의 신뢰도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나. 교사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효능감 척도는 Enchos와 

Riggs(1990)의 도구를 번안한 김 희와 송승민(2010)의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교수노력  교수효과기

 6문항, 자신감 4문항, 신념 2문항, 유아학습 진기  2

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

계 평정척도에 의해 수를 이루어져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구성되어 있

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교사효능감 하 척

도별 Cronbach's ɑ 계수를 추정한 결과, 신뢰도는 다음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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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factors Questions number Reliability(ɑ)
Teaching Effort and Teaching Effect Expectation 6 .90

Self-confidence 4 .87

Belief in personal ability 2 .80

Expectation of Children Learning Promotion 2 .76

Teachers' efficacy Total 14 .91

[Table 3] Teachers' efficacy’s sub factors rated item configuration and reliability

[Fig. 5] Statistical model

다.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

기 하여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 ienzo(1982)이 

수정한 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

한 김지 (1995)의 척도를 유아교육 문가 3인의 내용타

당도 검증과 비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사용된 설문지는 총 39문항

으로 유아 련 스트 스 6문항, 업무 련 스트 스 10문

항, 운 련 스트 스 14문항, 경제  안정 련 스트

스 2문항, 학부모 련 스트 스 5문항, 행정지원 련 스

트 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

계 평정척도에 의해 수를 이루어져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구성되어 있

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직무스트 스 하

척도별 Cronbach's ɑ 계수를 추정한 결과, 다음 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Job stress's sub factors rated item 
configuration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s 

number 
Reliability(ɑ)

Children Related Stress 6 .80

Job Related Stress 10 .90

Operation Related Stress 14 .87

Economic Stability Stress 2 .90

Parent Related Stress 5 .76

Administrative Support Related 

Stress 
2 .91

Job stress Total 39 .88

2.3 연구절차

유치원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트 스에 

한 국내․외 학자의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한 뒤 설문

지를 제작하 으며 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조사도구

의 타당성, 문제   소요시간 등을 악하 다. 비조

사는 유치원교사 5명에게 실시하여 이해되지 않는 문항

을 선별한 뒤 이해도를 높이기 하여 내용  용어를 수

정하 으며, 유아교육 문가 3인에게 성을 검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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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ole Performance Teaching Efficacy Job Stres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605** 1 　 　 　 　 　 　 　 　 　 　 　

3 .389** .669** 1 　 　 　 　 　 　 　 　 　 　

4 .294** .400** .321** 1 　 　 　 　 　 　 　 　 　

5 .197** .351** .305** .319** 1 　 　 　 　 　 　 　 　

6 .413** .558** .473** .539** .356** 1 　 　 　 　 　 　 　

7 .113 -.007 .058 .289** .048 .228** 1 　 　 　 　 　 　

8 -.392** -.299** -.172** -.013 -.043 -.074 -.093 1 　 　 　 　 　

9 -.242** -.295** -.211** -.041 -.088 -.116 -.035 .719** 1 　 　 　 　

10 -.224** -.216** -.195** -.076 -.021 -.093 -.136* .676** .649** 1 　 　 　

11 -.236** -.097 .010 .048 -.049 .059 -.053 .527** .354** .314** 1 　 　

12 -.162** -.129* -.164** .018 -.023 -.091 -.054 .446** .455** .373** .312** 1 　

13 -.253** -.211** -.148* .057 -.027 -.048 .031 .549** .477** .511** .363** .385** 1

M 4.2 4.0 3.9 3.4 3.3 3.8 3.0 2.5 3.0 2.9 3.1 3.1 3.1

SD .59 .54 .59 .39 .38 .65 .56 .82 .80 .83 .68 .87 .95

Skewness -.62 -.25 -.03 .07 -.17 .07 .06 .57 .00 .08 -.27 -.15 -.14

Kurtosis -.04 -.13 -.54 -.28 .03 -.47 .39 -.12 -.54 -.59 .30 .04 -.57

N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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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unselor and Adviser 2. Curriculum Designer 3. Diagnostician 4. Teaching Effort and Teaching Effect Expectation 5. 

Self-confidence 6. Belief in personal ability 7. Expectation of Children Learning Promotion 8. Children Related Stress 9. Job 

Related Stress 10. Operation Related Stress 11. Economic Stability Stress 12. Parent Related Stress 13. Administrative Support 

Related Stress. 

[Table 5] Cross-Correlation Matrix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case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253)

아 최종 완성하 다. 본 조사는 비조사 후 완성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2013년 6월 5일부터 2013년 6월 23일까지 

3주간 유치원교사 3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한 연구 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설문지에 해 충실

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목 을 설명하고 

연구 조에 동의한 기 에 한하여 설문지를 우편을 통하

여 배포하 으며 반송 투를 이용하여 회수하 다. 

2.4 자료 분석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질문지 조사에서 수집된 

SPSS Win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측정 도구에 한 탐색  요인분석,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신뢰도 검증, 척도의 신뢰성과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둘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

트 스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여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트 스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분

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연구 모

형의 결과는 X2/df, TLI, IFI, CFI, RMSEA와 같은 지수

를 이용하여 모형의 합도를 단하 다. 셋째, 유아교

사의 역할수행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Sobel검증을 수행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다. 넷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사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기 하여 표 경로계수와 체․직

․간 효과를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측정 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

계치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

감, 직무스트 스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 행렬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하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하 측정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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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ized 

estimates
S.E. C.R. P

Standardized 

estimates

Role Performance → Teaching Efficacy 0.37 0.05 7.81 *** 0.72

Role Performance → Job Stress -0.88 0.19 -4.74 *** -0.6

Teaching Efficacy → Job Stress 0.94 0.37 2.559 ** 0.33

Role Performance → Curriculum Designer 1 0.92

Role Performance → Counselor and Adviser 0.77 0.07 10.89 *** 0.65

Teaching Efficacy →

Teaching Effort and 

Teaching Effect 

Expectation

1 0.65

Teaching Efficacy → Self-confidence 0.67 0.11 6.16 *** 0.46

Job Stress → Operation Related Stress 1 0.90

Job Stress → Job Related Stress 0.87 0.06 15.58 *** 0.81

Job Stress → Parent Related Stress 0.86 0.06 14.27 *** 0.76

Job Stress → Children Related Stress 0.48 0.06 8.68 *** 0.52

Role Performance → diagnostician 0.83 0.07 12.08 *** 0.71

Job Stress → Economic Related Stress 0.62 0.07 8.66 *** 0.52

Job Stress → Facilities Related Stress 0.81 0.07 10.94 *** 0.63

Teaching Efficacy → confidence 2.13 0.24 8.95 *** 0.84

Teaching Efficacy →
Expectation of Children 

Learning Promotion
0.52 0.16 3.33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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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Non-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Model NPAR 　DF CMIN 　TLI 　IFI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42 62 135.7 0.92 0.94 0.94 0.63 0.84

[Table 6] Goodness of Fit Index of Research Model 

변인들 간에도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

계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AMOS 18.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

의 13개 측정변수들에 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와 첨도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에 최 우도추정 차를 

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3.2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매개모형 검증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직무스트 스 간의 계에서 

교사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기 하여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가설

에 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잠재변인인 역할수행, 교사효

능감, 직무스트 스 변인간의 상  계수값은 역할수행과 

교사효능감은 .28,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 스는 .25, 역

할수행과 직무스트 스는 .32로 함이 확인 되었다.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유아교사의 역할수

행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를 검증하기 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 차에 따

라 최 우도 추정법에 의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

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

한 결과 RMSEA=.70를 비롯한 TLI = 0.92, IFI = 0.94, 

CFI = 0.94 등 모든 부합도 지수평가에서 부합도 기 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모델의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

재변인에 있어서 각 측정변인 간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2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

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다른 잠재변인들과 -.71~.69

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잠재변인에 한 수

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able 7에서는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 스에 어떠한 경로로 향을 미치고, 교사 효

능감은 어떠한 경로로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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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PAR DF CMIN TLI 　I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42 62 135.7 0.92 0.94 0.94 0.53 0.84

[Table 8] Goodness of 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Fig. 6] Analysis of Structural Effect Relation of Child Teachers’ Role Performance 
Influencing their Job Stress in the Mediation of Teacher Efficacy

에 하여 이론 모델을 분석하여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경로별 통계  유의사항을 포함해서 표시

하 다.  

2)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가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회귀모델의 

모델 추정 가능성이 이론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최

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 모델인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 으며, 그 결과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연구 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63～.84, CFI = .94, 

TLI = .92 등 모든 부합도 지수평가에서 부합도 기 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영향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사효능

감을 매개로 직무스트 스에 미친는 구조 인 향 계

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 결과, 유아교사의 역할

수행이 교사효능감에 해 .37의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 스에 

해서는 .94로 높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매개경로 추가로 

인해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

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은 -.88의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매개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이 무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사효능감은 유아교

사의 역할수행과 직무스트 스의 계를 완 히 매개하

는 것으로 밝 졌다.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교사효능감

의 매개효과 모형은 직무스트 스에 해 약 44%의 설

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매개변인인 교사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변인 간 전체․직접․간접효과 분석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체 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 으며, 간

효과 검증 차에 따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은 

2.40(p<.05)로 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직무

스트 스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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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ole Performance    → Teaching Efficacy 0.366** - 0.366**

Role Performance    → Job Stress -0.882** 0.344** -0.538**

Teaching Efficacy  → Job Stress 0.942* -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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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Analysis Table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Table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역할

수행은 통계 으로 교사효능감에 직 효과가 .366(**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을 통제한 상태

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직무스트 스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88, 

p < .05). 한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통제된 상태에서 

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94, p < .01), 유아

교사의 역할수행은 직무스트 스에 직 효과(β = -.88, p 

< .05)를 가지며, 동시에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사효

능감을 매개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간

효과는 .344(**p<.05)로 분석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를 결과변수로 두

고 이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유아교사의 역할수

행, 교사효능감을 지표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원인변인들의 직·간  효과를 알

아보기 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설정하여 모델의 부합

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 으며, 결과에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김선 , 이경옥(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

감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교사효능감의 한 상 을 보

인다는 정미(200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할 수 있겠

다. 한석실, 임명희(2003)의 교사효능감의 정도는 교사의 

역할수행의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에서 밝혔듯

이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의 결과 기 감으

로 측해 볼 수 있다고 단된다(류윤석, 2008). 따라서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계 인 교사교육 로그램이 

확립됨으로써 실질 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

다. 이는 유아교육의 소기의 목 인 유아의 인교육을 

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석이 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역시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가 교수 상황에서 효율

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한 정 인 믿음

과 기 는 직무에서 따르는 스트 스를 낮추는데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교사효능감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간 부  

계가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들과(이선애, 2009; 

Greenwood, 1990) 본 연구결과는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의 심리 인 기제인 교사

효능감이 직무스트 스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가 교직생활을 통

해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 스를 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밝

졌듯이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

사의 업무량이 직무스트 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라고 밝힌 일부 선행연구(김지 , 1995; Van Dick & 

Wagner, 2001)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교사의 업

무과다에 한 스트 스는 그들의 사기를 하시켜 교사

의 직무성과가 낮아지는 부정 인 향을 미친다(박은

주, 문태형, 2011). 즉, 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수행은 직

무스트 스에 부정  향을 끼치며, 이 게 된 직

무스트 스는 교사가 교수자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Jorde-bloom, 1998)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가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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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덜 받으면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 인 ․물

 지원에 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역할수행

에 따른 조력 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 유아교사가 

자신의 교육에 한 분명한 목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

여 직무스트 스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효능감은 교사역할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며, 유아의 학습에 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신념이다(이 정, 2010). 즉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역할수행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측변인인 역할수행이 매개

변인이 교사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고, 측변인

인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종속변인인 직무스트 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역할수

행이 교사효능감을 거쳐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

고, 역할수행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이 어들어 

교사효능감은 역할수행과 직무스트 스의 계에서 부

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에 

따른 스트 스를 감소시켜 주기 해 교사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교

사효능감은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  등의 경험  요소

와 안정 인 근무환경 등의 환경여건, 유아지도방법 등

에 향을 받는다(조부경, 남옥자, 2006; 황정선, 2009). 

따라서 유아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계자들의 구체

인 방안이 요구되며, 교사 자신도 역할수행을 통해 

정 인 경험들은 쌓아감으로써 교사효능감을 높이고, 부

득이 피할 수 없는 역할수행에서의 부정 인 경험들 

한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한 노력을 통해서 직무에 따

른 스트 스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단

된다. 즉,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은 교사효능감을 변화시키

고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침으로서 유아교사의 직무

에 한 스트 스를 낮추고 궁극 으로 교육의 질  향

상을 진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효능감이 스트 스에 한 부정  반응을 낮추는데 

깊게 련이 있다는 임진형(199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 스와 교사효능감

은 높은 부 계를 가진다고 밝힌 이정 , 안효진(2012)

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토 로 유추하

면,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낮으며, 반

로 교사효능감이 낮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단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아교사로서 유능성을 제 로 인정받으며, 교사

임에 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의 직  효과를 

검증하기 해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를 변인으로 역

할수행, 교사효능감을 원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되어

졌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다른 개인 변인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포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역할수행, 교사효능감 간의 계를 알아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무스트 스 요인 규명의 

자료로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련된 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의 요성을 이해하

는데 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 스를 통제·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사의 문성을 신장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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