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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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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238명이다. 연구대상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

리적 소진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

을수록 심리적 소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높은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을

경감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지

원을 통해 심리적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키시거나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유아교사, 행복감,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Abstract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The subjects were 238 early childhood teachers in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We 
measured subjects’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burnout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the analyses of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6.0. As results,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burnout. It was foun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psychological burnout.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s would be reduced or 
prevented through practical effort to enhance their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Key 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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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의 보육 기능

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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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 기관의 양적 팽창과 함께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유아기는 생애

발달주기 중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1].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관련 선행연구[2-4] 결과에 의하

면, 유아교사들은 많은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 및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부족한 복지수준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심리

적 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심리적 소진은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탈진 상태를 의

미한다[5]. 유아교사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경우 교직

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며[6], 교사-유아상호작용의 질

적 저하를 초래하여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7-8].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면서, 행복감과 같이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

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측면의 생

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인 측면의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활 전반에서

지속해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로 정의하고자 한

다[9]. 행복감의 구성요소로는 내적 행복, 외적 행복, 자

기조절 행복이 포함된다[9].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

근에 주목 받기 시작했으나,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심

리적 소진과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10-11]. 즉,

행복감을 높게 인식하는 교사가 심리적 소진의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두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행복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

행연구는 아직 실행된 바 없다. 다만 소수 선행연구 결

과에서 보육교사[12]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11]

을 대상으로 행복감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

으로 직무만족도가 있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유아교사

는 업무 수행 시 내적, 외적 만족이 증가하여 열정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므로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적 수준이 높아진다[13]. 반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 좌절감이나 무기력감, 상실감 등의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된다[14].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심리적 소진과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15-18]. 나아가 최근 선행

연구에 의해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

로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을 예측하는 변인임이 검

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관련 선행

연구[14, 19-25]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보고했다. 두 편의

선행연구[26-27]에서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심리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유치원과 어린

이집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세 편

[15, 17-18]에 국한된다.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직무스트레스가 경감되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심리 요인이 심리적 소진과

관련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이

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관계성과 영향력을 검

증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유아교사의 심리

적 소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행

복감과 직무만족도에 대해 고찰하겠다. 즉,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 간 관계를 알아보

고,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

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심리 요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

리적 소진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

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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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 중인 만 3∼5세 유아의 담임교사 238명

이다. 유아교육기관 유형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양

하게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유

형별 분포는 국․공립유치원 12.6%(n=30), 사립유치원

23.5%(n=56), 국․공립어린이집 37%(n=88), 직장어린이

집 7.1%(n=17), 민간어린이집 19.8%(n=47)로 나타났다.

현 담임반 연령 분포는 만 3세반 26.9%(n=64), 만 4세

반 36.1%(n=86), 만 5세반 26.9%(n=64), 혼합연령반

10.1%(n=24)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 63.9%(n=152),

기혼 36.1%(n=86)였다. 교사의 연령은 20세∼29세

44.1%(n=105), 30세∼39세 45.4%(n = 108), 40세∼49세

9.7%(n=23), 50세 이상 0.8%(n=2)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 분포는 고졸/보육교사 양성과정 16%(n=38), 전문대

졸 26.5%(n=63), 대졸 53.3%(n=127), 대학원졸

4.2%(n=10)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옥[5]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신체·정

서적 고갈’(8문항), ‘직업적 회의’(4문항), ‘직무환경 불만

족’(3문항), ‘무능감’(3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신체·정서적 고갈로 유아

교사가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 고갈을 의미한다. 문항

의 예로는 ‘나는 유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가 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직업적 회의로 유아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가 있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직무환경 불만족으로 유아교사가 속

해있는 기관의 직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

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직업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네 번째 하위요인은 무능감

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적 효능감의 정도를 의미한

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유아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가 있다.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신뢰도 계

수 Cronbach's 는 신체·정서적 고갈 .94, 직업적 회의

.85, 직무환경 불만족 .86, 무능감 .90, 전체 .96으로 양호

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Argyle[28]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척도를 권석만[29]이 번안하고 최

영옥[9]이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외적 행복’(10문항), ‘내

적 행복’(6문항), ‘자기조절 행복’(5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외적 행복’은 자신의 외적 긍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

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가 있다. ‘내적 행복’은 자신의

내적 긍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내 인생

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있다. ‘자기조절 행

복’은 자기조절을 잘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다.’

가 있다.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외적 행복 .93, 내적 행복 .95, 자기조

절 행복 .92, 전체 .97로 양호했다.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종희[30]

가 개발하고 이창숙[31]이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

정·보완한 교사용 직무만족척도를 사용했다. 총 23문항

으로 ‘동료애만족’(3문항), ‘혁신성만족’(4문항), ‘교직의

식만족’(3문항), ‘업무부담만족’(3문항), ‘보상만족’(3문

항), ‘발전성만족’(4문항), ‘자율성만족’(3문항)의 일곱 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동료애만족’은 교사 간 이

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심적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낸다.’가

있다. ‘혁신성만족’은 인습적 사고와 낡은 관행에서 벗

어나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심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사용한다.’가 있다. ‘교직의식만족’은 교직

생활을 하며 자신의 지향성에 느끼는 심적 만족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교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

가 있다. ‘업무부담만족’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수

업, 지도, 사무 등에 대해서 느끼는 심적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유아 지도가 힘겹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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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만족’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후생, 복지, 보수 등에

대해 느끼는 심적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가 있다. ‘발전성만족’

은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활동에서 느끼는 심적인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시간만 나면 연수에 참여한다.’가 있다. ‘자율성

만족’은 외부의 부당한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교사가

행사하고 있는 전문적인 권한에 대해서 느끼는 심적 만

족 상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는다.’가 있다.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동료애만족

.91, 혁신성만족 .93, 교직의식만족 .90, 업무부담만족

.83, 보상만족 .89, 발전성만족 .93, 자율성만족 .90, 전체

.96으로 양호했다.

3. 연구절차

먼저 사용된 연구 도구의 적절성과 소요 시간 측정

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문항의 이해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조사는 수도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반을 담임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약 한 달

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임의표집 하되 다양한 유아

교육기관의 유형이 포함되도록 선정했다. 유아교육기관

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유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했

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250부가 회수되었으

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

한 23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으

며, 사용된 척도의 문항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를 산출했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

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했고,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 간

관계

연구문제 1의 유아교사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

리적 소진 간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

관분석을 실시했다(Table 1 참조). 유아교사의 행복감

(r=-.85, p<.01)과 직무만족도(r=-.84, p<.01)는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

펴보면, 유아교사의 행복감 M=3.22(SD=.92), 직

무만족도 M=3.00(SD=.76), 심리적 소진

M=3.02(SD= .96)로 나타났다.

표 1.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N=238)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Burnout

(N=238)

Variables ① ② ➂ M (SD)

① Happiness - 3.22(.92)

② Job Satisfaction .90** - 3.00(.76)

➂ Psychological Burnout -.85** -.84** - 3.02(.96)
**p < .01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심리적 소진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 1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행복감과 심리적 소진 간 부적 상관관계

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예컨

대 김혜경[32]은 수도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를 검증했고, 김정민[33]은 울산광역시 직장어린이집 교

사를 대상으로 검증했다. 보수교육에 참여한 인천광역

시 보육교사[12] 및 제주지역 보육교사[34]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 간 부적 상관

을 보고한 본 연구결과는 수도권과 충남[16-18] 및 대

구시[15]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 간 부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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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정희[20]는 전국의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 간 부적

상관관계를 검증했다. 수도권[19, 21-22, 35], 충남[4,

14, 23, 36-37]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는 전남의 유치

원 교사[27] 및 경북의 유치원 교사[26]를 대상으로 직

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소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소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2.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유아교사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

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았다. 공차한계

(Tolerance)값은 .1이상(.13∼.80), VIF값은 10이하(1.24

∼6.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

다.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

입하고 심리적 소진의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를 종속변

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

도는 심리적 소진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F=369.65, p<.001), 이들 변인은 심리적 소진의

75.7%(Ajd. R
2=.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교

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행복

감(t=-7.24, p<.001; β=-.55)이 직무만족도(t=-4.56,

p<.001; β=-.34)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쳤다. 즉,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소

진의 하위요인인 신체·정서적 고갈(F=232.15, p<.001;

Ajd.R
2=.66), 직업적 회의(F=267.92, p<.001; Ajd.R

2=.69),

직무환경 불만족(F=183.15, p<.001; Ajd.R
2=.61), 무능감

(F=240.93, p<.001; Ajd.R
2=.76)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인

은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종속변인들의 약 61∼

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적 소진의 하위

요인 각각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체·

정서적 고갈에는 행복감(t=-5.25, p<.001; β=-.47)이 직

무만족도(t=-4.10, p<.001; β=-.37)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회의에도 행복감

(t=-7.60, p<.001; β=-.65)이 직무만족도(t=-2.39, p<.05;

β=-.20)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환경 불만족에는 직무만족도(t=-4.87, p<.001; β

=-.47)가 행복감(t=-3.43, p<.01; β=-.33) 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능감에는 행복감

(t=-7.20, p<.001; β=-.64)이 직무만족도(t=-2.27, p<.05;

β=-.20)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높은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의 수준을 경감시켜주었음을 의미한다.

표 2.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

는 영향(N=238)
Table 2.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N=23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t

Psycho
-logical
Burnout

Total

(Constant) - 49.37***

Happiness -.55 -7.24***

Job Satisfaction -.34 -4.56***

F=369.65*** (Adj.R
2=.76)

Physical·
emotional
exhaustion

(Constant) - 40.92***

Happiness -.47 -5.25***

Job Satisfaction -.37 -4.10***

F=232.15*** (Adj.R
2=.66)

Depersonali
-zation

(Constant) - 40.34***

Happiness -.65 -7.60***

Job Satisfaction -.20 -2.39*

F=267.92*** (Adj.R
2=.69)

Dissatis
-faction
with job

environments

(Constant) - 35.08***

Happiness -.33 -3.43**

Job Satisfaction -.47 -4.87***

F=183.15*** (Adj.R
2=.61)

Lack of
personal
accomplish
-ment

(Constant) - 36.64***

Happiness -.64 -7.20***

Job Satisfaction -.20 -2.27*

F=240.93*** (Adj.R
2=.67)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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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12] 및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11]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보

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유아교사

의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15, 17-18]이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유치원 교사[26-27] 및 보육교사[14,

19-25]를 연구대상 심리적 소진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긍정적 심

리 요인인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세 변인 간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으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

부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

족도 및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유아교사의 높은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소

진을 경감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같은 결론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

도를 증진시켜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이 교

육의 질을 낮추는 직결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교사

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하면,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도권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

역의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결과를 검

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주요 변인을 측정했다. 이에 다양한

측정 방법이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변인 간 관계

를 추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

으로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

교육현장에서 교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영향을

검증하는 것 또한 후속연구 주제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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