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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공감 능력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bility on Job Stress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지미선*, 이신복

Mi-Sun Ji*, Sin-Bok Lee**

요 약 유치원 교사는 영유아를 밀접하게 옆에서 보육하는 역할을 하며, 교사의 높은 공감 능력은 유아의 감정 및 의

견을 존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만족감 및 자신감이 향상된

다고 연구되었으나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 능력이 긍정 심

리자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긍정 심리자본 및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해 연구 방법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유치원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

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

감 능력이 긍정 심리자본의 각 요소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

능력이 긍정 심리자본의 각 요소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긍정 심리자본

전체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주요어 : 유치원 교사, 공감 능력, 긍정 심리자본, 직무 스트레스

Abstract The kindergarten teachers play a role in closely babysitting infants, teachers' high empathy helps 
respect infants' emotions and opinions, and leads to positive relationships, ultimately improving their job 
satisfaction and confidence, but lack specific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how the 
empathy of kindergarten teachers affects job stress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o find ways to 
increa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pathy.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method ident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each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212 kindergarten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among the empathy abilities of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empathy has a positive impact on al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cognitive 
empathy among empathy abilities has a positive impact on al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rd, 
looking at the overal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effects of job stress showed 
that it negatively affect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Key words :  Kindergarten teacher,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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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비율 증가, 영유아 교

육의 관심도 증가하여 가정 양육보다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영유아 양육을 선호하고 있다[38].

보건복지부의 2019년 보육통계 조사에 따르면 유치

원또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비율은미취학영

유아 인구 중에 약 7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비율은 나이에 따라 3세

중약 90.0%, 4세 중 약 90.2%, 5세 중 약 90.4%를 차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평균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도어린이집, 유치원이각각 7시간 24분, 7시간 12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50]. 조사 결과와 같이많은 영유

아들이어린이집 또는유치원에서하루중 많은시간을

지내는곳으로써 보육환경및교육의질에 대한부모들

의요구는점차증가하였다. 이 추세를반영하여정부에

서도영유아교육형태관리, 누리과정등개편제도도

입을발빠르게 도입하여연령별발달에맞게적절한보

육과정을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영유아의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게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

지계획한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세워영유아의

건강한 보육 및 행복한 성장, 양육에 대한 범정부적 책

임 의식을 갖고 국가는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 맞춤 양육지원 확대 및 보육체계 개

편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18,30].

영유아 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교사는 가장 우선

적으로살펴보아야할교육질적요소이다. 교사의자질

및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라 교사

자질에긍정적인 영향을주는요소로써교사개인의정

신적및심리적 상태를나타내는긍정심리자본에집중

되고 있다[18,51]. 긍정 심리자본이란 긍정심리학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

어개인의정서및긍정적강점에방점을두고있다. 특

히유치원교사는다른직업이나나이대의 교사보다사

람의특성및 본질에대한이해도가요구되는직업이다

[15]. 영유아 교사는 유아가 등원하고 보육시설에서 매

일 생활하고 하원 할 때까지 유아와 관계를 맺는 게 중

요하기때문에 유아는교사의정서나심리에의해영향

을받게된다[43]. 유아의성장도모와긍정적정신발달

을위해서는교사의심리적인관심이요구되며, 이때교

사의긍정심리자본이높을수록자신을긍정적으로파악

하여 영유아 돌봄도 긍정적으로 수행하게 된다[18]. 또

한 교사가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낄수록 영유아 보육

시, 유아권리를존중하며, 직무스트레스가줄어드는경

향이높다고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을통해유아교육기

관에서는 교사의 최소화된 부정적인 감정과 교사의 업

무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긍정 심리자본을 잘 유지

한다면교사의직무스트레스감소및보육의질에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36]. 반면, 긍정심리자본

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 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유

치원교사를대상으로하는긍정심리자본이직무스트

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

하다[14,17,27].

최근영유아교사의직무스트레스조사에따르면, 보

육교사의 스트레스는 주로 업무 피로도 49.9%, 직무 스

트레스 46.3%순으로나타났다[17]. 유치원교사가직무

수행하는데있어영향을미치는요인은교육관, 심리적

특성, 직무태도, 경력, 직무스트레스등다양하나이중

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는 설명력이 좋은 변인으로 해석

된다[30]. 유치원 교사의 직무는 원내에서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관계를형성하는데할애되고, 이때형성된관

계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기 보다는 교사가 영유아를

이해하고가르쳐줘야하는단편적인관계라는특수성을

갖는다[14]. 선행논문에서유치원교사는학부모의과한

요구, 정책 지원 결핍, 낮은 보수 대비 과한 업무시간으

로인해직무스트레스를겪게된다[14]. 특히교사가직

무 스트레스 받을 때,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보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수준관리및영향요인을파악하는것은

기관 차원이나 영유아, 교사 등 개인 차원에서 꼭 필수

적이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학부

모와유아에게다른감정을나타내야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경험한다[31]. 이로써교사감정및정서를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능력은 한 개인의 도덕 발달

및사회적상호관계의기초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교

육분야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요소이다.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파악하고 동감하여 적절하

게반응하는능력으로타인인유아의감정및요구를쉽

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25]. 특히 영유아 교

사의공감능력은영유아를돌보는방식및태도에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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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 이로써 영유아가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지결정하는요인으로[52], 영유아교사는영유아에

게자신의조절된감정과표현을전달하고 그들의감정

및표현도이해할수있는진솔한공감능력을갖추어야

한다[65]. 교사의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훈육의 부정

적인행동으로표현된다[36]. 그러나교사의공감능력이

높을수록유아를 진실되게이해하며그들의 의견및감

정을이해하고반응하며, 유아놀이행동에도적극참여

할수있다. 게다가원장, 동료, 학부모와도긍정적인관

계를형성하여 직무만족감및자신감이높아지게된다

[26]. 이와 같이 유치원교사의공감능력은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들이 보육 및 교육과

정에서나타난공감능력이긍정심리자본을통해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

지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

레스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연령, 학력,

경력, 기관유형)을 바탕으로 교사의 공감능력이 긍정심

리자본을통해직무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감능력

공감(共感)이란 ‘남의감정, 의견, 주장따위에대하여

자기도그렇다고느낌또는그렇게느끼는기분’을뜻한

다[21]. 어원의 유래는 1872년 Robert Vischer가 미학에

서 사용한 독일어‘Einfülung(감정이입)’에서 시작되었다

[11]. 공감은 세상을 바라볼 때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

는내적능력이고, 공감능력은교육분야에서주목되는

능력으로 사회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며 도덕적 발달에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54]. 공감 능

력은 타인을 자신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 상황을 바라보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다. 상대방의 감정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

는감정및고통인식이아니라개인의의지로알게되는

정서이며, 공감능력은상대방의상황에서그사람인거

처럼감정및 심리상태를생각하는느끼는 것을의미하

는 정서 측면 및 인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40].

학자들간에공감능력에대한정의는의견이다르지만,

일반적인의견으로주장하는것이타인입장이해및감

정느끼는것이라말한다. 교사는동료, 학부모, 유아등

타인의 느낌, 감정, 생각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적

절히표현해낼수있는능력이공감능력이라고말할수

있다. 유치원교사는직업특성상여러관계를형성하게

되며, 주로 동료 교사, 원장 및 유아, 학부모 등의 틀로

관계가 만들어지며 여러 상황에서 갈등에 부딪히게 된

다[38]. 여러 갈등 속에서 유치원 교사는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되

고[41], 교사의 공감능력으로 유아의 상황과 생각을 파

악하고, 유아의마음에서행동하고이해해주게된다. 유

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입장에서 유아를 존중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공감능력은 바로 유아권리 존중

실현을 위해 유치원 교사의 필수 자질 요소인 것이다

[29].

공감 능력의 정의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지 및 정서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정의하

고있다[55]. 공감능력은구성요소로크게두가지영역

인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두 가

지의 복합적 작용을 이해해야 하며 분리하여 개별적인

요소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지 공감이란 타

인의 상황에서 입장과 생각을 인식하고, 감정을 해석해

내는능력이며, 다른사람이처한환경에대해상상하여

지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9]. Mead(1934)은

타인의 행동과태도를예상및공감하는과정이인지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55]. 이때 타인이 왜 그렇게 인

지하고 느꼈는지에 대해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

이인지적요소인것이다. 상상력과지적인추리를바탕

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 및 동기를

이해하게 되며[25], 인지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상황

되어보기, 타인이해하기, 타인배려하기등과같은맥락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

및 기분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이입하고 그

사람의 정서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경과 서윤희

(2016)는 정서적공감을타인의관점에서생각하고느끼

는지를 대신하여 경험함이라고 말하였다[67]. 즉, 자신

이타인의감정과비슷하게경험해보는것을뜻하며, 오

늘많은학자들은인지적요소와정서적요소가서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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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에공감을할수있고개발된다고말하고있다

[24].

유치원 교사는 다양한 사람들인 동료 교사, 원장 및

영유아, 학부모들과관계를맺어야하는직업특성을가

지고있기때문에동시에여러갈등에부딪히게되며이

때공감능력이 있을경우타인의입장을이해하고공감

하여갈등을자연스럽게해결해나갈수가있다[41]. 즉,

공감능력은유치원교사의필수자질중하나인것이다.

최근많은연구가유치원교사의공감능력에대해중요

성을 말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공감능력관련선행연구를보며, 유아에게영향을미

치는 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25], 영유아의 정서

지능 및 능력[52], 영유아의 행동 및 지도[8],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게다가 교사의 공감능력

은교사자신에게도영향을주어전문성개발, 이직의도

및행동, 직무만족도, 의사소통능력과연관지어연구되

기도 하였다[4,8,13,14,17].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이직의

도, 감정소진에 대해 연구한 정선미(2016)는 교사의 공

감능력은 감정노동이 이직의도, 감정소진에 영향을 주

는 데 있어 조절효과로 유의했다고 연구하였다[16]. 이

선미와 이승미(2013)는 교사와 영아의상호작용에 공감

능력이 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며, 보육시설에서 하

루중많은시간을보내는영아가편안히휴식하고자유

놀이를할수있도록영아의내적감정을읽어내는교사

의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0]. 보육교사를

대상으로한공감훈련프로그램연구에서는공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태도로증진되었다고연구하였다[13]. 이로써유아

를 대하는 태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유아를 더

존중하고애정을 주는교사의행동변화로 이어지게될

수 있다.

위 선행연구들을종합하여, 공감적인태도를가진유

치원 교사일수록 유아의 입장을 예상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유아도 교사의 지도에 잘 반응하여 자신의

의사를자연스럽게표현할수있다. 또한유치원교사의

공감능력은유아외에도학부모, 원장, 동료와의상호작

용을잘형성하여유아의전인적발달및자신의직무스

트레스 조절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

소가 된다.

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ical)이란개인의긍정

적 정서 및 감정에 접근 과정 방법을 연구하여 긍정 요

인을측정방법을개발하고스트레스등의부정적요인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학문이다[56]. 긍정심리학

은인간의긍정적인감정측면을발달시켜인간행동을

파악할수있는관점을알려주어심리학외에도교육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등에서두루연구되고있

다[7]. 이처럼긍정심리학은사람이더긍정적으로행복

감을 느끼며 생산적인 행동을 하여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15,22].

자본(capital)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

서주로 다루는개념이지만무형적 자본을인식하는개

념으로 사용되어, 긍정심리와 자본을 조합하여 만든 긍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tal: PsyCap)이란

‘당신은누구인가(who you are)’ 외에더포괄적인개념

으로 ‘당신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how can you

change?)’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44,45]. 긍정심

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심리자본은 자신의 발전을

바라는 긍정 심리상태를 뜻하고, 개인 차원 또는 조직

차원의과업성공, 목표달성, 성과향상의목표를이루기

위한 자본이다. 긍정심리자본은 학습 혹은 훈련으로 자

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44], 적절히 개발하여 직무

성과향상을이끄는데도움을줄수있다. 게다가긍정

심리자본은개인발전및성공을이루기위한심리의긍

정상태를의미하며, 낙관주의및자기효능감, 회복력, 희

망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45].

긍정심리자본은인간행동을파악할때부정적부분

외에 긍정적 부분에 집중하여 개발시키고 인간의 유용

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연구

되었다. 처음으로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언급한

Seligman(2002)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 심리가 모여 개

인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외에도개인의성과를향상

시키며 나아가조직성과도이루는 데긍정적인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긍정심리

자본이 연구되었으며, 교육학에서는 주로 교사 대상으

로 한 긍정심리자본이 연구되었으나 유치원 교사를 초

점을두어교사의긍정심리자본과직무스트레스에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59].

교사대상으로한선행연구중긍정심리자본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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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긍정심리자본 및 직무 만족도 연구[19,57], 긍정심

리자본 및 직무스트레스 연구[56], 긍정심리자본 및 직

무성과연구, 긍정심리자본및소진연구, 긍정심리자본

및 아동권리 연구 등이 있었다[51].

3. 직무 스트레스

‘직무’란직업영역에서개인이맡거나담당하고있는

직책또는사무를의미하며, ‘스트레스’란개인이적응에

어려움을겪는환경에직면할때경험하는신체적및정

신적 긴장한 상태를 뜻한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

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험하는 긴장,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33]. 보육시설의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요구 또는 자극이 교사

에게영향을주어심리적안정이유지되지않으면, 이때

교사는 감정적 안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방어하거나

개인 능력을 조절하기도 한다[61]. 오유진(2008)은 직무

스트레스를정의하길직무와연관된자극 혹은여러가

지 직무 요구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정이라고 하였으

며[53], 학자마다 직무스트레스 정의는 다르나 동일한

개념으로직무관련환경의부정적요인, 개인의불안한

감정, 직무 환경과 자신의 능력, 욕구, 성격의 비일치성

을주로말하고있다. 직업군중에서도교사의스트레스

는연구주제에 따라교사의개인적요소로 연구되었으

나 최근 직업 환경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개인 및

직무 환경 등의 여러 작용 요소에 대해 연구되었다. 유

치원교사는특히다양한역할및직무를요구하는직업

이며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

다고 조사되었다[32].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 과정 또

는 보육현장에서 주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원장

지도력부족으로인한스트레스, 동료또는학부모로인

한스트레스, 행정지원인력부족으로인한스트레스, 잡

다한행정및업무요구로인한스트레스등이있다[35].

민병조와 김병주(2013)는 교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직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경험하

는 정신적 및 신체적 중증 스트레스는 인적 자원 또는

조직자원에도해를줄수있다고한다[49]. 유치원교사

의직무수행중에발생하는직무스트레스는교사의사

고, 지각, 판단등인지적장애를일으켜, 신체적및정신

적 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행동 혼란 및 환경 변화

등을 야기할 수있다[10].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보육행동의동기가저하되어 직무의열정을잃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은숙·이경님, 2015).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치원 교사는개인의신체적및정신적측면에서도부

정적영향을받게된다. 이는다시영유아들에게부정적

인요소로영향을끼치게된다. 다양한학자들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및영향요인을연구하였고, 학자들중에

서 성영혜와 이은진(1999)은 영향 요인으로 경제적 안

정, 동료들과관계, 영유아들과관계, 업무관련행동, 행

정 지원 등의다섯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63]. 장

명숙(2006)은 경제적요인, 업무스트레스, 동료교사관

계, 학부모 관계를 하위요인으로 나뉘었고[14], 이지영

(2012)은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안정, 개

인 관련 활동, 행정적 지원, 동료 간의 관계, 업무 활동,

학부모와의 관계, 원아들과의 활동을 고려하였다. 주요

원인을종합적으로행정적문제와원장지도력, 업무과

정 중 발생하는 요인, 대인관계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34].

이 중에서도본연구는보육시설이나유치원,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주로 원장 지도력, 업무

과부하, 행정적 지원,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등네가지를직무스트레스로인식하고이를집중살펴

보고자한다[61]. 행정적지원요구및원장지도력은원

장의 리더십 또는 통찰력, 인식이 부족하거나 번거로운

운영방식, 교육 활동을 진행 시 부족한 행정적 지원, 조

직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스

트레스를 의미하고, 특히 원장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중

심을 잡지 못 할 때 교사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업무 과부하란 업무 중에 교사가 느끼는 부담 및 스

트레스이며, 업무 처리 시 제한된 시간, 자신의 능력 이

상의업무요구도, 부족한인력, 많은행사, 교사의낮은

처우 대우, 제도로 인해 부딪히는 업무 부담 등을 뜻한

다. 동료와의관계로인한스트레스는같은보육기관내

동료 교사들과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부재, 의견 충

돌, 원활하지않은소통, 업무의불공정한배분에서발생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뜻한다. 특히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스트레스는서로경쟁관계라 느끼고협력하지못

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발생할가능성이크다[39]. 학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부모의 지나친 요

구와 교사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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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고, 2000년대이후로한가구당자녀수감소및학

부모의요구가과해짐에따라교사직무스트레스중높

은비율로차지하는원인으로등장하였다[39]. 보육시설

에서교사와학부모의의견이서로어긋나게되면갈등

이 발생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트레스를 받

게 되고,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오

는 요인에서 발생하지만, 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료와의 관계나 직무 환경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발생할 수가

있다[14].

현대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 및 다양한 역할 요

구도가많아지면서직무과정에서교사가느끼는스트레

스는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다[32]. 유치원 교사의

역할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에는교육관, 직무

태도, 직무스트레스, 심리적특성, 경력등이있고이중

에서직무스트레스는관계변인중높은설명력의변인

이다[30].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들 초기에는

대부분교사의 개인적인측면에초점을두고그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강조되어교사-환경에대한작용을분석하기위해연구

되었다.

1994년에직무스트레스연구가시작되어활발해졌고,

2011년 이후로는보육교사에대한직무스트레스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도 직무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질병여러요소를설명하는원인변인으로 꾸준히연구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관심 주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살펴보면 유치

원교사의직무 스트레스를네가지변인으로살펴보았

고, 첫째 리더십, 자기이해, 정서능력, 정신건강으로 이

루어진개인변인, 둘째근무환경, 직무수행평가로이루

어진직무변인, 셋째인간관계, 조직분위기로이루어진

조직, 넷째 교사자질, 보육신념, 영유아 교육, 전문적 지

식으로이루어진 교사전문성변인에대한 연구가주를

이루었다.

직무만족도와직무스트레스의상관성을살펴본연구

에서는 두 요인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보육활동에서 교사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유아의 발달을 도모

하는 태도, 교사의 마음 상태 또는 보람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서솔과

여종일(2019)은 교사-영유아상호작용과회복탄력성하

위요인으로 교사의 대인관계 능력을 보았으며,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을잘형성할수 있도록사회적인관

심과교사에대한지지도높아야하고, 교사의회복탄력

성이 교사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

였다[6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인구학적 변

인에 대해 연구한 김신애(2018)는 교사의 나이가 어리

고,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가정또는민간어린이집일

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조사하였다. 게다가 원장

의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지도성 유형 중에 비효율적인

지도성 유형일수록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나타났고, 반면교사의높은자기효능감은직무스트

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28].

Ⅲ. 연구 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연구는유치원교사의공감능력이긍정심리자본

을통해 직무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

서그상관관계를규명하고자서울및경기지역유치원

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로연구자가직접서울및 경기지역유치원에

방문하여 유치원교사의공감능력과긍정심리자본그

리고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을 설명해 동의를 얻고 유치원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받았다. 최종 220부의설문지가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기록내용이누락되었거나중심화경

향이두드러지게보인응답지 8부는통계자료로서의가

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212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유치원교사의공

감능력이긍정심리자본을통해직무스트레스에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유치원 교사의 공감 능력이 긍정

심리자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규명하고자선행연구를바탕으로이를상

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표 1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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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 이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SPSS와 AMOS가 이용되었다.

3. 가설설정

1) 공감 능력과 긍정 심리자본과의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능

력을 지닌다[37]. 이는 곧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효율적

으로사용하는사람은자신의생각을설득력있고명확

하게상대방에서전달할수있으며 타인과의관계도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의 사회

적인삶의질에영향을주는요소이다[2]. 사회적인좋은

삶의질질을유지하고, 행복한삶을꾸려가기위해서는

변수 측정 항목 근거

인지적 공감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4, 25]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치 측면을 모두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편이다.

정서적 공감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느끼는 편이다.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편이다.

자기효능감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편이다.

[19, 55]

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자신이 있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납득하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편이다.

희망

성공과 실패는 운보다 나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나의 노력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으로 보는 편이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낙관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낼 수 있는 편이다.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침착하게 극복해 나갈수 있는 편이다.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편이다.

복원

나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절대 탓하지는 않는 편이다.

나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젠가 오해가 풀릴 것으로 믿는 편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믿음이 있는 편이다.

직무

스트레스

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편이다.

[10]나는 업무에 대하여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편이다.

나는 업무로 인해 압박감이나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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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및대화능력의향상이필수적이다. 다른배경

에서 살아오거나 역할이 다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이끌어낼수있는사람이라면어떤환경에부

딪히든그사람은그안에서의행복감및만족감을찾을

수 있다. 즉, 특정 누군가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는사람은의사소통및대화능력이갖추어진사람이

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다시 적응력 향상 및 친화적인

행동촉진을야기할수있는원동력으로작용할수있다

[64].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공감능력 향상은 전문성

개발, 이직의도및행동, 직무만족도, 의사소통능력에도

영향을주는것으로연구되었다[16]. 교사의공감능력이

보육시설인예측하기어려운환경에서영아의상호작용

에도원만하게 해낼수있도록도와주어영아가편안히

휴식하고자유놀이를할수있도록이끌어낼수있을거

라기대가된다. 따라서예측불가능한외부환경에서도

심리자본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긍정적 자아개념(Self-Concept)뿐만 아니라 낙관

주의, 복원력, 자기효능강, 희망등의메커니즘으로반복

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에 젖어들 수가 있다[47]. 이러한

맥락으로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공감 능력이 긍정 심리자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복원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은 긍정 심리자

본 중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공감 능력중 인지적공감은긍정 심리자본

중 복원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긍정 심리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심리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

행연구들에서 심리적 자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

성과등 각각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

며[47], 다른연구자는조직원들의심리상태를긍정적으

로 개발함으로써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과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4]. 긍정심리자

본은 긍정심리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개인의 정시 및

긍정적강점에방점을둔다. 또한심리적자본의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는 구성원일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

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연구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리적 자본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국내를 막론

하고 여러 연구에서 조직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구

성원의 심리적자본없이논의할수 없다고주장되기도

하였다[23]. 특히유치원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사람

의 특성 및 본질에 대하 이해도가 요구되는 직업으로,

긍정심리자본을통하여자신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영

유아 돌봄도 긍정적으로 수행하게 되어[18], 자신의 부

정적인 정서를조절하게되어직무 스트레스를낮출것

이라 기대가 된다. 그리고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으로 알

려진 조직몰입은 심리적 자본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개인의심리적주인의식이두관계사

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연구되었다[12]. 또한,

조직유효성및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각각심리

적 자본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연구되었다

[1]. 심리적자본은조직의목표달성에영향을줄수있

는 요소인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조직을

유치원으로편입하여확장하여해석하면유치원교사의

냉소주의 및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기

대된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심리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긍정적이고희망적이기때문에직무상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른 직업군보다 업무 피로도가 높

은유치원교사들이직무스트레스에덜민감하게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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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50].

따라서직무스트레스요인에자신감있는태도로대

처하기때문에 직무에더몰입하여열중할 가능성이크

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직무 요구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관계에있어긍정심리자본은구성원이직무에열

중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긍정 심리자본이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긍정 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직무 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긍정 심리자본 중 희망은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긍정 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직무 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긍정 심리자본 중 복원력은 직무 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1) 본 연구의분석에이용된표본의인구통계적특성

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의 학력으로는 2~3년재 전

문대 졸업이 45명(21.2%), 4년재 대학교 졸업이 156명

(73.6%), 대학원졸업이 11명(5.2%)로 나타났으며, 유치

원교사의근무경력으로는 5년 미만이 118명(55.7%)로

가장 많았으며, 5년에서 10년 미만은 75명(35.4%), 10년

에서 20년 미만은 13명(6.1%), 20년 이상은 6명(2.8%)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교사가근무하고있는기관의유

형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이 49명(23.1%), 사립이 163명

(76.9%)이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의 학급 규모로는

1학급이 53명(25.0%), 2학급이 83명(39.2%), 3학급이 6

명(2.8%), 4학급이상이 70명(33.0%)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먼저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Yim, 2013)은 Cronbach's α 0.7 이상, CR(composite

reliability) 0.7 이상이 되는지확인하였다. 측정결과표

2에 보듯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별로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 변수의 집중 타당성은

CFA 분석의 t 값을통해파악할수있는데표 2와 같이

모두유의하게나타났다. 아울러판별타당성은각구성

개념에서평균분산추출(AVE)의최소값이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최대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보는데변수간판별타당성이표 3과 같이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적합도를 살펴보면 χ

²=300.213, p=.000, CMIN/DF=1.706, RMSEA=0.058,

NFI=.860, CFI=.936, GFI=.881, AGFI=.844, TLI=.924,

IFI(Delta2)=.937로 나타나, Kim(2006)이 모델적합도 지

수로 제시한 CFI, TL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 지

수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검증결과는다음에서보는바와같다. 첫째, 공

감능력 중정서적공감이긍정적심리자본중자기효능

감에 β=0.789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희

망에 β=0.861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낙

관에 β=0.863으로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으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복원에 β=0.698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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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자기효능감에 β=1.628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으며, 공감능력중인지적공감이긍정적심리

자본 중 희망에 β=1.94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이 긍정적 심

리자본 중 낙관에 β=1.714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공감능력중인지적공감이긍정적심

리자본 중 복원에 β=1.44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결과는다음에서보는바와같다. 첫째, 공

감능력 중정서적공감이긍정적심리자본중자기효능

감에 β=0.789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t-value

Chronbac

h's α
C.R AVE

인지적 공감

인지적3 1.000 0.812 0.172 -
0.761 0.844 0.645인지적2 0.855 0.700 0.255 8.944***

인지적1 0.924 0.633 0.425 8.248***

정서적 공감

정서적3 1.000 0.788 0.202 -
0.767 0.840 0.639정서적2 1.191 0.796 0.271 11.062***

정서적1 0.958 0.630 0.460 8.781***

자기효능감

효능3 1.000 0.739 0.285 -
0.792 0.863 0.678효능2 1.042 0.788 0.227 10.264***

효능1 0.971 0.725 0.291 9.591***

희망

희망3 1.000 0.690 0.453 -
0.744 0.807 0.582희망2 0.872 0.704 0.319 8.911***

희망1 0.858 0.715 0.291 9.025***

낙관

낙관3 1.000 0.765 0.246 -
0.845 0.910 0.772낙관2 1.004 0.828 0.161 11.860***

낙관1 1.018 0.824 0.170 11.814***

복원

복원3 1.000 0.684 0.305 -
0.775 0.842 0.640복원2 1.360 0.799 0.282 9.505***

복원1 1.165 0.724 0.330 8.894***

직무 스트레스

직무3 1.000 0.734 0.517 -
0.828 0.815 0.596직무2 1.017 0.778 0.406 10.070***

직무1 1.167 0.843 0.333 10.286***

*** p<.01

표 3. 구성 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변수 (1) (2) (3) (4) (5) (6) (7)

인지적 공감 　0.803 　 　 　 　 　 　
정서적 공감 -.527 0.799　 　 　 　 　 　
자기효능감 -.327 .511 0.823　 　 　 　 　
희망 -.381 .514 .600 0.763　 　 　 　
낙관 -.306 .517 .584 .598 0.879　 　 　
복원 -.339 .488 .501 .623 .536 0.800　 　

직무 스트레스 -.019 -.065 -.239 -.178 -.158 -.257 0.772　
평균 2.061 3.684 3.642 3.642 3.858 3.821 3.176
표준편차 0.623 0.682 0.660 0.681 0.647 0.687 0.907

** p<.01,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평균분산추출값(AV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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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희

망에 β=0.861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낙

관에 β=0.863으로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으며,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

복원에 β=0.698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이 긍정적 심리자본

중자기효능감에 β=1.628로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으며, 공감능력중인지적공감이긍정적심리

자본 중 희망에 β=1.94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감 능력 중 인지적 공감이 긍정적 심

리자본 중 낙관에 β=1.714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공감능력중인지적공감이긍정적심

리자본 중 복원에 β=1.44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심리자본중자기효능감이직무스트레

스에 β=-0.547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긍정적 심리자본 중 희망은 직무 스트레스에 β

=0.522로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

며, 긍정적 심리자본 중 낙관은 직무 스트레스에 β

=0.087로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

며, 마지막으로긍정적심리자본중복원은직무스트레

스에 β=-0.724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는 그림 2와 표 4와 같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결과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results

Ⅴ. 결 론

교사의높은공감능력은유아의감정및의견을존중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써 교사는 유아의 활동에 긍

정적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다른 사

람들인원장, 동료, 학부모들과의긍정적인관계로이끌

게 되어 궁극적으로 교사 자신의 직무만족감과 자신감

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배

경(연령, 학력, 경력, 기관유형)을 바탕으로교사의공감

능력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어떠한지알아보고, 이를통해유치원교사의긍

정심리자본과공감능력을높일수있는방안, 직무스트

레스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의미있는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능력이 긍정심리자

본의각요소에모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는 공감능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해부학적 기초

로 볼 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능력 기초가 다

르게 발생되며, 게다가 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뇌 신경

기제도인지와정서각각다르다고한다[6]. 따라서경험

과 정서적 공감이 지식보다는 우선되어야 하듯이 영유

아들특성상공감이매우필수적이며, 학부모또한공감

할 수 있을 때 긍정심리자본을 이끌어 낸다. 특히 최근

에는 각 가정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소수 자녀들만

있기때문에학부모들에게공감하며 더신경을쓸필요

가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게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가설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정서적-> 자기효능감 0.789*** 채택
H1-2 정서적-> 희망 0.861*** 채택
H1-3 정서적-> 낙관 0.863*** 채택
H1-4 정서적-> 복원 0.698*** 채택
H1-5 인지적-> 자기효능감 1.628*** 채택
H1-6 인지적-> 희망 1.941*** 채택
H1-7 인지적-> 낙관 1.714*** 채택
H1-8 인지적-> 복원 1.440*** 채택
H2-1 자기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0.547** 채택
H2-2 희망-> 직무 스트레스 0.522 기각
H2-3 낙관-> 직무 스트레스 0.087 기각
H2-4 복원-> 직무 스트레스 -0.724** 채택

*** p<.0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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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공감의 어원 자체가 긍정심리자본과 연결되어 있

으며, 각 공감의 기제마다 다른 긍정 요소로 영향을 준

다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공감능력중인지적공감능력이긍정심리

자본의각요소에모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는공감을정서적공감과인지적공감을함께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연구들의 결

과와 비슷하며, 교육의 중요성에 있어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요소라고 말한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공감은 여러 측면에서 긍

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유치원 교사는 영

유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또한 개발할때유연한자세로 영유아를대

할수있다는것을알려주는결과이다. 이는공감능력을

연구한우훈식외(2019)는 공감능력이높은사람일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이며, 공감능

력이 있는 직원이 긍정심리자본에도 영향을 주어 궁극

적으로긍정적인직무성과로귀결된다는유인애와한정

우(2020)의 연구는 같은 결과이다.

세 번째로는 유치원 교사의 긍정심리자본 전체와 직

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복원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및 복원력, 탄력성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동일

하며, 교사의 높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를 줄

여결과적으로 이직의도를낮추는데도움을준다는연

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이다[19,28]. 따라서 유치원 교

사가긍정적인 심리자본을만들고개발할 수있는환경

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상담 또는 멘토링 제도 등으로

교사의긍정심리자본을개발하는데보완할 수있을것

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의 유의점

및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연구는유치원교사의심리적특성인공감능

력, 긍정심리자본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유치원 교사를

파악하고자하였으나지역별, 시설별, 국공립또는사립

특성별 다양한 외부 환경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심리적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한계점

이 존재하며, 이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심리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로

선행연구및문헌고찰을통한세부요소들을범주화하였

고, 양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접근하였으나, 유치원

교사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실제 직무 스트레스

와 긍정 심리자본, 공감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질

적연구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을 해석하는 데 있

어선행연구의구성요소들을집중 및선택하여결론도

출하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선택할때일부지역으로제한하여

선택하였기때문에연구결과를모든지역으로확대해

석하는데주의가필요하며, 또한본연구는단면연구로

써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

과해석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위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후속연구는다

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번째로후속연구로는전국대상으로확대하여연

구 대상자 모집이 필요하고, 각 지역별, 시설별 등 환경

요소를고려하여유치원교사의심리적, 환경적영향요

소를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경력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몇 명의 유치원 교사를 모집하여

장기간의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에영향을줄수있는매개변수를도출하고범

주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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