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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직장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정복지학 전공

윤 정 미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1-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1-2.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1-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35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Argyle(2001)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

복 척도를 권석만(2008)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최영옥(2011)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조성연 등의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Korea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cale: K-CTJS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

지원(1985)이 개발하고 임진형(2000)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는 ‘직장 외 지지’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계 분

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둘째, 개인변인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과 F검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

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은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와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보

육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

인인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서 보육경력과 결혼여부가 보육교사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보육교사에

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보육의 질적 향상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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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러나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였다(직장보육지원

센터, 2018). 그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여(서희정, 2016;

성현숙, 2013; 이지연, 2018) 취업모의 활동보장을 위한 직장의 가족을 지원하고, 동시

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그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

하고 있다(송경섭, 2006).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정책으로 직장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87개소에서 2018년에는 1,099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직장보

육지원센터, 2018),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의 양적 증가는 향후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지

속적인 양적 증가를 예측하게 한다(이지연, 2018).

직장어린이집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과는 달리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맞춰 휴일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사업장 근로

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하루 10시간 넘게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고(송경섭,

2007), 부모의 후생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됨에 따라 사업장과 학부모들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하는(황해익 외, 2012) 등 직장어린이집의 특수

성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유아와 장시간 함께 생활하고 보호자, 양육자, 교수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보

육교사는 영유아의 사회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은진, 김정

숙, 김승진, 안혜준, 2016; 박희숙, 2017).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우수 보육프

로그램이나 물리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시설 설비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영유아의 사

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자질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신혜영, 2004; 오정윤, 2011; 유은경, 2012). 보육의 질적 향상

을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김아령, 2015; 변삼례, 2002; 이경선, 2000; 조

다혜, 2015; 조복희, 2001),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

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영유아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육서비스의 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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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이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보육교사들 중에서 행복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높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및 교사-유아상호

작용 수준도 높다고 하였다(곽희경 2011; 김시연, 2014; 김하니, 2012; 장미순, 2012;

황해익, 2013).

보육교사의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을

포함한 직무 변인과의 관계(곽희경, 2011; 권석만, 2008; 배수희, 2009; 이경민, 최윤정,

2009; 이경화, 심은주, 2013; 정민정, 김유진, 2009), 보육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과

의 관계(이경민, 최윤정, 2009),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헌신(이미란, 2010), 직무만

족과 창의성(구광현, 김성숙, 2013), 모두 행복감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보

육교사의 행복감이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이채호, 고태순,

2008),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교사의 교육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나

타내고 있다(박종흡, 신남철, 2002).

따라서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밝히고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로는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교사헌신,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회

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근무환경(곽희경, 2011; 김유진, 정민정, 2008; 김하늬, 2012;

박비둘, 2017; 오혜경, 2016; 이미란, 2010; 이상례, 2018; 이은숙, 2015; 정순영, 2017;

정은주, 2015; 최영희, 2018; 최인숙, 2014)등이 있으며,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

펴본 결과, 행복감은 직무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하니, 2012; 배성희, 2009; 이경민, 최윤정, 2009; 이경애, 2010; 이채호, 고태순, 2008;

정민정, 김유진, 2009).

여기에서 직무만족도란 직무 자체나 직무 수행 결과로 충족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서 느끼는 직무의 욕구나 기

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혹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민과 최윤정(2009)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정도가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과 생활 속 몰입정도에 영

향을 주는 상호 호혜적 요인임을 확인해 주었고, Furnham과 Arygly(1998)는 직무만

족과 삶의 행복과의 관련성을 상호작용가설로 설명하며 가족과의 생활만족과 직무만

족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Veenhoven(1991)는 인간의 삶의 만족인 행복의

주요요인으로 직무만족을 꼽았으며, 이경애(2010), 최윤정(2009)는 직무만족 자체가 직

무를 수행하는 삶의 행복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보육교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교사 자신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삶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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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느끼고 직무에 몰입하여 직무성과도 높아지며(박은주, 2009; 임영순, 2001), 보육

교사의 행복감과 함께 교육현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직무만족과 행복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ait, Padett과 Baldwin(1989)는 직업만족

과 행복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직무만

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김수연, 2012; 배성희, 2009; 이경민, 최윤

정, 2009; 이경애, 2010; 이채호, 고태순, 2008, 2009). 보육교사가 힘든 업무에도 불구

하고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동기나 이유 중 하나는 직무를 통해 스스로 느

끼게 되는 행복감 때문이며(배성희, 2009),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스트레스나 소진, 이직의도를 낮추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이 높아져서

영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하였다(서지영, 서영숙, 2002; 최희주, 2011). 또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동료교사를 비롯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그로 인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김미정, 2017; 황해익,

2013), 행복감의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로서의 행복감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

다(전은주, 2014).

직무만족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관련되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문숙, 2002; 최은희, 1997). 현실에 있어서 보

육교사들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과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최미숙, 2012). 보

육현장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으며 그 결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

다(박진희, 2013). 반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교사는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의

일에 의욕을 잃게 되어 직무 성과는 낮아지게 되고 심리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김유진, 정민정, 2008; 김혜

성, 2001). 또한 직무만족도가 낮은 교사는 정서적 피로와 압박감을 느끼고, 직무수행

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Maslach & Jackson, 1981). 그 결과 낮은 성취감으로 인하여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Chaplain, 1995; Sari, 2004), 이직률, 결근, 소외감으로 연결되어(심숙영, 1999) 정서적

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

고 보람을 느끼며 직무를 수행할 때 그 효과도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교사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교사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와의 관계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엄소형, 2014), 보육교사의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는 어떠하며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그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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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역할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

로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여러 사회단체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충족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

는 개인이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관심 받는 대상으로서 자신이 의사

소통관계망에 소속된 일원으로 믿게 하는 정보이고, 직장 내에서와 직장 외에서 충분

히 제공된다면 보육교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유은경, 2012; 최미숙, 2012).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기본

적인 욕구의 충족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주므로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사회

적 지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정미선, 2018).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에게 행복감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안정모, 1995). 그러나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다(정순영, 2017).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고(성보훈,

윤선아, 2010), 심리적 및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현주, 2011; 전혜성, 이희연, 2010). 이에,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나 영유아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관

계를 맺는 보육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보육교사는 이러한 지지적인 대인관

계를 통해 행복감이나 안녕감을 얻는다(김현주, 2011)고 하였다. 또한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교사일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김윤하, 2005; 김은화, 2004)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

공받는 교사일수록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감 향상뿐 아니라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 인식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지

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성선진, 2010; 오순옥, 2005; 이미화, 2000; 조한익, 2009).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자기만족을 강화

시켜 주며(이경화, 심은주, 2013 재인용), 직무스트레스나 소진과는 부적 관계에 있다

(안선희, 김지은, 2007; 유은경, 2012). 또한 박소영(2009), 백정원(2013)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친구,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자원이 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

교사의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직장 외 지지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임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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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직장 내외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직장 내의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 영유아와의 관계, 직장 외의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이정희, 조성연, 2011).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직장 내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직장

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직장 외의 사회

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직무만족도와

행복감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과의 관계,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

계 등 각각의 변인과의 관계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보육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 사

회적 지지의 세 가지 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지지, 행복감의 통합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행복감에 어떠한 상대적 영향을 미치

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 보육교사의 행복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보육교사로서의 삶의 만족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육교사의 행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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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사회적지지,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1-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1-2.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1-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지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감

행복(Happiness)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표준국어대

사전, 1999)로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이 좋고 의미가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한다(Lyubomirsky, 2008).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의 하위요인으로 나누고,

‘외적행복’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느껴지는 행복, ‘내

적행복’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과 관련하여 느끼는 행복, ‘자기조절행복’은 스스로 자신

의 문제 소재를 잘 발휘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으로 정의하고(권석만, 2008), 행복감의

의미를 보육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긍

정적인 평가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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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보육교사가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

제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오수진, 2011).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

이 속한 조직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욕구나 기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

며(Cohen & Wills, 1983),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얻게 되는 것이다(정은주, 2015).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여러 사회단체와 상

호작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원과 도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박지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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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관계와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살펴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순서로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장어린이집

1) 직장어린이집의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7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의미한다. 직장어린이집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1항).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

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도 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는 ‘보육’이라는 용어와 함께 ‘직장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불리었지만, 2012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이 ‘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

면서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므로 여성

인력을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김으로

서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어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보육비 부담이 절감이 되는

동시에 자녀와 함께 출퇴근을 하면서 시간도 절감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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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서은희, 이미숙, 2011). 직장어린이집의 부모뿐만 아

니라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이 부모의 직장과 가까이에 있다는 점

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 가족의 안정감은 기업주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

게 된다(최수아, 2005). 근로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업무에 집중함

으로써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사업장에 긍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와 영유아, 기업이 모두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취업모의 보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능한 전문 여성 인력의 사회 유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유

미자, 2007). 또한 미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직장보육지원센터, 2016). 이는 직장어린이집이 부모와 영유아, 기업에 긍정적

인 도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0～5세의 취학 전 아동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사업주(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필요에 따라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

녀나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

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 야간연

장이나 24시간 보육 등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영

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의 설치인가 및 지도를 받으며, 고용보험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설치비 지원과 운영비(인건비) 지원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직장보육지원센터, 2016).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

발한 보육프로그램을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직장 어린이집의 우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받고, 보육 프

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선영, 2015)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법에 의거하며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직장어린이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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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과 위탁운영으로 나뉘며, 직영은 사업체가 직접 사업장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위탁운영은 사업체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

에 대한 위탁을 체결한 후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는 형태이다. 위탁운영에는

개인 위탁, 법인․단체 위탁, 대학 위탁이 있고, 이러한 운영형태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근로복지공단, 2011).

직장어린이집은 1991년 19개의 사업장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199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확장이 시작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2011년 449

개에서 2015년 785개로 확충되었다. 이를 보아 직장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785개 중에서 서울이 194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체의 24.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70개,

인천이 51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력이 수도

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40～49명

인 곳이 200개로 전체의 25.48%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정원이 49명 이하는

394개로 50.19%, 50명 이상은 391개로 49.8%의 비율로 나눠졌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

이집의 정원 규모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

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전국 어린이집 및 아동 현황 (단위: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어린
이집
수

개소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비율) 100.0 7.8 3.5 1.9 34.9 48.8 0.4 2.6

아동
현황

인원 1,405,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비율)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

<표 1>에 제시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은 1,053개소로 전체 비율의 2.6%이며 어린이집

이용 보육 아동 1,405,243명 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현황은 58,45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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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율 4.0%에 해당한다.

연도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현황과 이용 영유아수를 살펴보면 꾸준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및 영유아수(2011～2017) (단위:개소,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장
어린이집 수 449 523 619 692 785 948 1,053

영유아수 24,987 29,881 34,479 39,265 44,765 52,302 58,454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

<표 2>에서 연도별 직장어린이집의 수는 최근 7년간 2011년 449개소에서 2017년

1,053개소로 확충되었고, 이들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수도 2011년

24,987명에서 58,454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은 꾸준한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 특성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직장보육지원센터, 2018). 보수 지급기

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상으로 정하되, 교직원의 경력, 호봉승급, 각 근무

성적,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 2017). 직장어린이집의 채용절차와

보수지급 규정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해 실제적으로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직장어린이집 진입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서희정, 2016)고 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부모와의 상담,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도 담당한다(나영란, 2018). 영유아의 성장

과 발달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 2018),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영유아

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박숙영, 2014).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직장 어린이집의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부모역할 대리수행,

영유아 관련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는 직장의 근로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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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이 연장되므로 영유아와의 활동 및 상호작용 시간이

길고, 안전사고 처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정행숙,

2012).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달리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인 부모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오후 6～7시가 넘어야 귀가한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의 특성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야 하며 하루 10시간 넘게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해

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송경섭, 2006).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무해야하는 직무특성 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관

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긴장하기도 한다. 사업장과 사업장의 근로자인 부모가

교사를 바라보는 낮은 시선 및 저평가로 인해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

면서도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되고 더 우수하기를 희망하며 끊임없는 요구하는 부모

들로 인해 교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퇴직과 이직률과 연결(황해

익, 김미진, 탁정화, 2012)되고 보육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장어린

이집의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 및 사회적 인

식 변화, 근무시간의 축소, 과다한 업무로부터 해방, 휴가 등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가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

이다.

2. 행복감

1) 행복감의 개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여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행복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

해 만족을 느껴 즐겁게 생활하며 자신의 삶이 가치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로 일

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행

복’은 논의가 끊이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구재선, 2009). 또 사람마다 각

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권석만, 2008).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인

생의 의미이자 목적이고 인간의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며 이유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시연, 2014, 재인용)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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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여김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지속적

인 연구를 하였다(서지원, 2012; 정명자, 2016).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권석만(2008)은 주관적 안녕이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

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언급하였고, Diener(1994)는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

는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 행복을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평가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하고,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요소’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조윤주, 2007; 허승연, 2009). 여기에서 말

하는 행복의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에 빗대어 삶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평

가하는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흔히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고 지칭된다

(Diener, 1984, 1994; 권석만, 2008, 재인용). 또 행복의 정서적 요소 중, 긍정적 정서는

행복감, 즐거움, 기쁨, 환희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는 우울, 슬픔, 두려움, 질투와 같

은 요소를 포함한다(김혜리, 2014).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Seligman을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로 시작되었고,

긍정심리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구재선,

2009; 이경민, 2009; 이수정, 안신호, 2005; Seligman, 2002). 긍정심리학에서는 가치 있

는 인간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추구하는 데에 집중한다고 하였다(곽희경,

2011).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며 핵심인물인 Seligman(2002)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정의하였다(권석만, 2008; 허승연, 2009). ‘즐거운 삶

(pleasant life)’은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의 증가,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이경

애, 2010). ‘적극적인 삶(engaged life)’은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아실현의 목적을 이

루고자 하는 삶을 말한다.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은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의

미를 발견하여 부여하는 삶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권석만, 2008; 신원, 2006; 허승연, 2009).

Veenhoven(2008)은 행복(overall happiness)을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의 동의어로

보았는데, 여기에서의 삶의 만족이란 좋은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더불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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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관한 정서적 평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Lyubomirsky(2008)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목표라고 고백하면서 행

복은 행복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직장, 공동체, 국가사회에 무수한 보상을 가져다

주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되

고 면역체계가 개선되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생산성이 가속화되어 심

지어는 장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이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때 행

복감은 ‘깊은 행복의 느낌이나 낙관적인 활동 등에 의해 수반되는 극도로 고양되는

느낌이나 감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행복은 조금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비

해 행복감은 직접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행복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

영할 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Campbell, 1976) 즉, 주관적으

로 느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말한다(한지현,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인

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또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정

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내포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보육교사의 행복감

행복은 누구나 개발 가능한 재능과 같은 특성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추구될 수

있는 능력이고, 마땅히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영유아들이 행복할 때 더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사들

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경민, 2009). 이에 질 높은 영유아교

육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이경민 외 2012). 이는 행복한 보육교사

는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행복한 보육교사는 자신의 교사역할을 즐길 것이며, 함께 생활하

는 영유아에게 행복하게 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장연화, 2014).

보육교사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는 2006년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부터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연구의 주제는 보육교사의 행복 관련 변인연구, 행복증

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행복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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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행복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행복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자신을 사랑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삶을 계발시킴으로

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이경민 외, 2012; 황해익, 2013)고 하였

다. 또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감이 높

은 보육교사는 교사-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도 높게 나타난다(곽희경, 2011; 김시연,

2014; 장연화, 2014)고 하였다. 이는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난 만큼 교사-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영유아들의 행

복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복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임승렬, 김정림, 전방실, 2014), 보육교사의 행복과 교사개인의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곽희경, 2011; 이경민, 최윤정, 2009),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보

육교사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김미진, 김병만, 2012; 서혜정, 변미영, 2012)를 비롯

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을 포함한 직무 변인간의 관계(김시연, 2014; 김

희경, 2017; 심영희, 2018; 원지현 외, 2015; 정민정, 김유진, 2009), 보육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이경애, 2010), 창의성과의 관계(구광현, 김성숙, 2013; 이경민, 최윤정,

2009), 직무만족(배수희, 2009; 백선혜, 2017; 정순영, 2017),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교사

헌신(이미란, 2010), 대인관계(이경화, 심은주, 2013),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곽희경,

2011)들에서 모두 행복감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보육교사와 영유아, 그리고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

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김혜리,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Argyle(2001)의 ‘옥스퍼

드 행복 척도(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의 3가지 하위요인인 외적

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의 개념

직무란 직책에 따라 부여되어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의미하고, 직무만

족이란 개인의 직무와 직무 상황에 대한 느낌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 환경과 개인 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박종흡, 신남철, 2002;

윤성혜, 2007; 임경애, 2003). 또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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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만족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며

인간의 건강, 안정, 귀속, 존경, 성장 등 제반의 욕구 차원에서 나타난다(최윤정, 2009).

이에 직무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가지는 직무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정의적인 반

응이며, 개인이 직무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 차이에 의

해 좌우된다.

Locke(1976)는 직무만족도를 직무자체나 직무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유쾌하고 긍정적

인 정서 상태로, 직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서 느끼는 직무의 욕구나 기대에 대한 개인

의 주관적 평가 혹은 인식이라 정의하였고, Smith(1992)는 직무만족이란 개개인이 자

기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감이나 악감의 총화, 또는 호감이나 악감의 균형

상태에서 야기되는 하나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

만 공통적으로 직무만족이란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다. 대부분 개개인의 주관적 인

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개개인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욕구와 기대,

가치관, 신념, 성취감을 발휘하고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교직에 입문하여 수행하게 되는 직

무자체와 자신이 처한 근무환경과 복지수준, 사회적 인식 및 원장 동료교사와 부모와

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을 통해 보육업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며, 보육활동을 하

면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구은미, 2004; 조성연, 2005; 주연

희, 2004).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란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과 개인이 직무에 대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실제 경험에 의해 나타나

는 양면성을 가진 개념으로, 개인의 기대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의 상호작용과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이정현, 2013).

최근 교사 관련 연구에서 직무만족도가 중요시되는 점은 교육적 기술보다는 교사의

신념, 자아개념, 직업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변인이 교육실제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직무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원장의 지도성 유형, 근무조건이나 조

직풍토, 스트레스와의 관계 등 주로 변인들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다(구은미,

2004). 구체적으로 교사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직무만족

에 관한 연구(문정아, 2007; 박종흡, 신남철, 2002; 윤성혜, 2007; 윤혜미, 권혜경, 2003;

임상균, 2004; 조성연, 2005; 최미정, 2006; 현미옥, 2006)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강

혜경, 2002; 김영지, 2004; 신동희, 2005; 윤성혜, 2007), 근무환경과의 관계(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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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김현미, 2005; 이기향, 2001; 형근혜, 2006)에 대한 연구 등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이채호, 고태순, 2008).

보육교사의 높은 직무만족도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고(구은미, 2004; 이경선,

2000; 이연승, 박향원, 2003), 교사가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교사 자신이나 조직을 위

해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므로 직무성과 또한 높아지며, 일에 몰입하게 되어 이직의도

가 낮아짐으로써(서은희, 2002)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교사 자신 뿐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

상에 있어서도 중요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경민과 최윤정(2009)의 연구에

서도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과 교육현장에서의 몰입경험 정도가 보육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 될 수 있고,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역시

삶의 만족과 생활 속의 몰입정도에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로서 수행하는 일에 대한 만족은 교사의 외적인 요인보다 내

적인 요인에 의해서 직무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구은미,

2004). 따라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유능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직무조건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본

질적으로 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감, 개인적 성장과 발달, 교수 권

한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부경

외, 2003).

직무만족의 특성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은 다양하다.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영역

에 맞는 구성요인을 적용하여 직무만족과 관련된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노력해

왔다. 그 이유는 직무가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과업, 역할, 책임, 상호작용, 유인, 보상

등의 다양한 특성들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직무요인 또한 다양한 자원들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유병주, 1982). 직무만족의 요인을 어떻게 나누어 연구했

는지 살펴보면 오선균(2001)과 조성연(2004)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을 직무에 대한 신

념, 사회적 인식, 보수, 인간관계, 행정체계, 복지차원의 6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허용남(2006)은 직무만족 하위요인을 동료관계 만족도, 원장과의 만족도, 직무자체 만

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보수 및 승진 만족도로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을 크게 원장

의 운영방식,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보육환경과 복지, 보육업무,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

부모와의 관계의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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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아간다. 이렇게 한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서 관계

속에서 지각하는 신뢰, 애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을 ‘사회적 지지’라 의미한다(Cohen, Hoberman, 1983).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정이나 인

정, 정보, 물질적 원조와 같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인간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변

인이다(김선자, 조옥귀, 200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처음에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용어로 정의되었다(김근아, 2002, 재인

용).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

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구조적인 측면(객관적 지지)과 기능적인 측면(주관적 지지)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그 중 구조적 측면은 사회조직망에 속해 있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제공

받는 지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양적인 측면을 말한다(Cohen & Wills,

1985). 이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동료, 이웃 등과 같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조

직망의 밀도와 크기, 대인관계들과 접촉 및 빈도, 안전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객관

적인 지지를 의미한다(김아령, 2015). 또 다른 측면인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타인과의 실제적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양적인 측면

보다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해 제공받는 지지를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제공되어진 사회적

지지와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구조적 측면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조직망 보다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박은

주 2009).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위 환경에서 제공된 지지를 받아들이고 어떻

게 지각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

이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므로 구조적 측면(객관적 지지)보다 기능

적 측면(주관적 지지)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Cohen과 Hobe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구성하여 개인이 대인관계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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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승원, 2000 재인용). Kahn과 Antonucci(1980)도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

로 애정,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긍정, 행동의 적절성을 동의 또는 승인해 주고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정희, 2007 재인용).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신뢰와 애정, 감정이입과 친밀감의 정서적 지지, 수용과 긍정적 자기 평가의 평가적

지지,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보적 지지, 대인 관계적 거래의 도구적 지지라고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House(1981) 연구에 기초하여 개인에

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4단계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지지

망, 지지형태 및 지지욕구까지 포함시켜 척도를 개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로부터 받는 애정, 신뢰, 존중, 관심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

지,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고, 정보, 지식을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개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금, 음식, 시간, 노동력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로,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칭찬, 조언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평가적 지지이다.

이상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한 개인의 대인관계로 즉, 가족, 친

구, 이웃, 동료, 기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정서적이고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인 내용의 원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eehr(1985)은 사회적 지지를 직무관련 지지와 비직무 관련 지지로 분류하였는데

직무관련 지지에는 직장 내 상사, 동료들로부터 제공된 지지가 포함되고, 비직무 관련

지지에는 가족, 친구, 카운슬러 등의 지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박현주, 2011).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원천은 직장 내와 직장 외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장 내의

지지를 제공하는 원천은 원장, 원감, 선배교사, 동료교사가 되고, 직장 외의 지지를 제

공하는 원천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이 된다(임진형, 2000).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사회적 지지의 체계를 가질 수 있으며, 교사

가 어린이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 외 사회적 지지의 체계 또한

함께 갖는다 할 수 있겠다(유은경, 2012).

이에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직장 외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

구분하여 박지원(1985)의 정의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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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사회적지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순희(2013)

는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다양한 원조로서 개인의 성

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처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김아령

(2015), 안혜정(2013), 이민선(2015)은 한 개인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직장상

사, 기타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관계를 맺으며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긍

정적 대처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조직 내에서 동료교사, 원장, 학부모, 영유아와의 관계를 통

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직장 외에서 가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을 통

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명준희,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상

황에서 보육업무를 감당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요인이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권영란, 문영경, 2016; 명준희, 2006),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회

적 지지는 소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이경화 외, 2011),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최윤진, 김정희, 2014), 또 어린이집 교사

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노동이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효과를 주며(최형성,

2014), 간접적으로 소진에 영향을 준다(송명숙, 2015). 또한 사회적 지지는 교사탄력성,

교사효능감, 직무만족감, 조직몰입을 높이며(김유정 외, 2011; 명준희, 2006; 이경화 외,

2011; 이재영, 2012; 장다사로, 2015; 최혜윤, 2016),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감과 정적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고경미, 이선경, 최은실, 2015; 김수연, 조혜진,

2015; 김영희, 안효진, 2016; 안혜정, 이승연, 2014; 정순영, 2017; 정은주, 2015; 최윤진,

김정희,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교사 개인의 스트레스 완충효과

및 조직 몰입, 전문성 인식과 교사효능감, 심리적 안녕과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

추해볼 수 있다. 여기에 김윤지(2016)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원장, 동료교사, 학

부모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임진형(2000), 유은경(2012)은 초임 유치원교사, 보육교

사의 사회적 지지를 직장 내와 직장 외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직장 내를 기준으로 연구한 경우

가 많은 반면 직장 외를 기준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

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직장 외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소영(2009), 백정

원(2013)의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관한 연

구에서 가족, 친구,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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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직장 외 지지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보육교사의 직장 외 사회적 지지로

한정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사의 자질

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심적 특성 중의

하나인 행복감이다(고연경, 장석경, 이정아, 2013). 보육교사가 행복감을 느끼면 영유

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가 확대될 때 보육 및

교육을 의무가 아닌 교사의 긍정적인 신념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최인

숙, 2015).

영유아교육의 질은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의 사기를 결정해 주고

교사의 사기는 영유아들에게 바로 전달되어, 결국에는 학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희, 1997). 또한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자신이나 조직을 위해 일하는데 보람

을 느끼므로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조부경, 고영미, 박근희, 2003).

이경애(2010), 최윤정(2009)는 직무만족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삶의 행복과 상관

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동료교사들과 사회적인 연결

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조화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

으로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김미정, 2017)고 하였다.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종흡과

신남철(2003)은 다양한 양상의 직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직업

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며, 또한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주

관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유진과 정민정(2008)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고, 원장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직무만족도는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하였다. 또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김하니, 2012; 이경

민, 최윤정, 2009), 행복감의 수준에 따라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있으며(배수희, 2009)

행복감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력과 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직무효과성이 매우 높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황해익, 2013). 전은주(2014)는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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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행복감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된

다고 주장하였다. 최효석(2015)은 유아체육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체육 교사의 직무만족도 중, 심리적 만족, 보상적 만족, 환경적 만족

은 유아체육 교사 행복감의 내적행복감, 외적행복감, 자기조절 행복감에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고,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요인별 관계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계적, 물질적지지 등의 충족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정

서를 불러일으킨다(이경민, 2014). 특히 영유아의 경우 그들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가

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타인의 영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행복을 인식하여 삶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다(김미연, 2008). 행복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교직 사회에서 교

사와 같은 특정 직업성취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경민, 2014) 영유아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역할 모델인 보육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행복감은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증진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사

회적 지원망 체계로써 개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의미하므로(김정숙, 최태진,

이희영, 2011)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며, 심리적 안녕감 및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성선진, 2010; 오순옥, 2005; 이미화, 2000; 전다정, 2012; 조한

익, 2009). 또한 영아교사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원장, 동료교사, 가족의 지지로 분류

될 수 있으며(김유정 외, 2011; 박상희 외, 2006; 최윤진, 김정희, 2014), 교사의 행복감

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박수호, 이민정,

2013; 이경민, 2014; 홍계옥, 강혜원, 2011, 최윤진, 김정희, 2014). 또한 김은화(2004)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정신 건강 즉,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오순옥(2005)은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미한 주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정서조절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매개해주어 주관적 안녕감을 높

인다고 하였다.

한편, 박수호와 이민정(2013)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회적 인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

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또한 가족관계와 일, 여가 등에서 타인의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더 행

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영(2017)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

지 중, 물질적 지지는 긍정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지

지 중, 평가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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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유미나(2013)도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서 주변의 타인

으로부터 관심, 인정, 칭찬을 받거나 상황에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란

(2010)은 행복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보육 현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영유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

감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 조직 내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가진다(권영미, 2014).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들의 업무의 효율성, 직무만족 등과 관

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면 일에 대한 스트

레스를 적게 느끼게 되고(임진형, 2000),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

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이소은 외, 2006).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이영미, 2013; 장다사로, 201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는 보육교사 자신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모와 영유아로부터 긍정

적 피드백을 때문에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 등을 얻게 되어 그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2).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과 조직 헌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정주, 박형신, 2010)

는 어린이집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 지지적인 관계가 정서적 안정감과 직무에 대한

성취감 및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의 헌신도

를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영미(2014)의 연구에서 동료 교사와 원장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의 모든 하위

영역인 직무 자체, 근무환경, 보수, 승진 기회, 원장과의 관계, 동료관계에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직무환경의 조직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교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김정주, 박형신, 2010).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긍

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는 직

장동료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교사 자신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직무 자신감을 갖게 되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권영미, 2014; 엄소형, 2015; 최미숙,

2012).

박소영(2009)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 내 지지의

원천인 원장, 동료교사의 지지 뿐만 아니라 직장 외 지지의 원천인 가족, 친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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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연구소모임 지인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서도 직무만족을 높이고 보육교사로 생

활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무에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주변의 지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직무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

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격려, 동료 교사의 관심과 지지, 외부에서의 가족, 친구, 지

인 등의 사회적 지지가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보육교사 역할 수행과 직무만

족도를 높이게 되고 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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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

사 2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은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N=235)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세～24세 70 29.8

25세～29세 98 41.7

30세 이상 67 28.5

합계 235 100.0

결혼

여부

미혼 176 74.9

기혼 59 25.1

합계 235 100.0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8 20.4

4년제 대학교 졸업 162 68.9

대학원 재학 이상 25 10.7

합계 235 100.0

보육

경력

1년 미만 44 18.7

1년～3년 미만 76 32.3

3년～5년 미만 54 23.0

5년～7년 미만 24 10.2

7년 이상 37 15.7

합계 2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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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인 보육교사의 연령에서는 20세～24세가 70

명(29.8%), 25세～29세가 98명(41.7%), 30세 이상이 67명(28.5%)로 25세～29세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결혼 여부는 미혼이 176명(74.9%), 기혼이

59명(25.1%)로 미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가 48명(20.4%),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62명(68.9%), 대학원 재학 이상이 25

명(10.7%)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의 비율은 4년제 대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이

하, 대학원 재학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을 살

펴보면, 1년 미만의 경우 44명(18.7%), 1년～3년 미만이 76명(32.3%), 3년～5년 미만이

54명(23%), 5년～7년 미만이 24명(10.2%), 7년 이상이 37명(15.7%)로 보육 경력은 1

년～3년 미만이 제일 많고, 3년～5년 미만, 1년 미만, 7년 이상, 5년～7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규모)을 살펴보면, 40인 이하가 19

명(8.1%), 41인～80인이 92명(39.1%), 81인～125인이 70명(29.8%), 126인 이상이 54명

(23.%)로 어린이집 정원 41인～80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를 살펴보면, 150만원 미만이 22

명(9.4%),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68명(28.9%), 200만원～250만원 미만이 121명

(51.5%), 250만원 이상이 24명(10.2%)로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를 200만원～250만원

미만으로 받는 보육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50만원～200만원 미만, 250

만원 이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어린이집

정원

(규모)

40인 이하 19 8.1

41인～80인 92 39.1

81인～125인 70 29.8

126인 이상 54 23.0

합계 235 100.0

월 평균 급여

(실수령액)

150만원 미만 22 9.4

150만원～200만원 미만 68 28.9

200만원～250만원 미만 121 51.5

250만원 이상 24 10.2

합계 2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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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행복감의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rgyle(2001)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를 권석만(2008)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최영옥(2011)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 목적

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다시 외적행복 10문항, 내적행복 6문항, 자기조절행복 5문항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외적행복의 문항은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

다’, ‘나는 잘 웃는다’ 등과 같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복의 기준들에 대한 1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행복의 문항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

적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내

적인 긍정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내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6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행복의 문항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한 편이다’, ‘나

는 정신적으로 항상 맑게 깨어 있는 편이다’,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등과 같이 자

기조절을 잘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행복

에 대한 기준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

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그 중 부정적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7문항은 역채점 하여 계산하였다.

<표 4>에서 행복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으며, 신

뢰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감을 측정하

는 21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외적행복 10문항의 신뢰도는

.85, 내적행복 6문항의 신뢰도는 .79, 자기조절행복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 28 -

<표 4> 행복감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행복감

외적행복
7, 8(R), 11(R), 14, 15,

16, 18, 19(R), 20, 21
10 .85

내적행복 1, 2(R), 3(R), 4, 5 ,6(R) 6 .79

자기조절행복 9, 10, 12, 13, 17(R) 5 .76

전 체 21 .91

(R): 역채점 문항

2) 직무만족도의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직무만족 척도는 예비조사를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조성연 등(조성연, 백은주, 김혜금, 권연희, 정지나, 2011).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K-CTJSS)”의 표준화를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9(2), 1-12.)의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Korea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cale: K-CTJ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8문항, 원

장의 운영방식 및 태도 10문항, 동료교사와의 관계 4문항, 부모와의 관계 4문항, 보육

업무 6문항, 보육환경과 복지 8문항의 6개 하위요인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 및 처우의 문항은 ‘보육교사는 사회적으로 인

정받는 직업이다’,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할만한 직업이다’, ‘내가 받고 있는 보

수는 적당하다’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따른 직무만족의 기준

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운영방식 및 태도의 문항은 ‘원장의 운영과

업무처리방식이 적절하다’, ‘원장은 내가 직무상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다’, ‘원장은

교사들을 공평하게 대한다’와 같이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방식, 교사를 대하는 태도 등

에 따른 직무만족의 기준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의

문항은 ‘동료교사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 ‘동료교사들은 어린이집 제반 업무에 협조

적이다’와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교사에 대한 직무만족의 기준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의 문항은 ‘학부모들은 나에게 협조적이다’, ‘학부모들

과의 관계가 편안하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협조적이다’와 같이 보육교사가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직무만족의 기준에 대한 4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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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보육업무의 문항은 ‘보육활동 이외의 업무가 많다’, ‘각종 행사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와 같이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의 기준에 대한 6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환경과 복지의 문항은 ‘우리 어린이집의 제반 시설

은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적합하다.’,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새로운 교육적 시도

를 격려한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소신껏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와 같이 보

육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보육환경과 복지에 대한 직무만족의 기준에 대한 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6점, ‘대체로 그렇다’ 5점, ‘약간 그렇

다’ 4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

로 높은 점수일수록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 중 부정적 진술문

으로 되어 있는 5문항은 역채점 하여 계산하였다.

<표 5>에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으며,

신뢰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40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사회적 인식 및 처우 8

문항의 신뢰도는 .82, 원장의 운영방식 및 태도 10문항의 신뢰도는 .95, 동료교사와의

관계 4문항의 신뢰도는 .85, 부모와의 관계 4문항의 신뢰도는 .92, 보육업무 6문항의

신뢰도는 .83, 보육환경과 복지 8문항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표 5>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직무만족도

사회적 인식 및 처우 1, 2, 3, 4, 5, 6, 7, 8 8 .82

원장의 운영방식

및 태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4
10 .95

동료교사와의 관계 20, 21, 22, 23 4 .85

부모와의 관계 25, 26, 27, 28 4 .92

보육업무
29(R), 30(R), 31(R),

32(R), 33, 34(R)
6 .83

보육환경과 복지 9, 10, 35, 36, 37, 38, 39, 40 8 .89

전체 40 .91

(R):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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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임진형(2000)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한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직장이라는 기준

으로 ‘직장 외’와 ‘직장 내’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임진형(2000)의 척도에서 ‘직장

외 지지’와 ‘직장 내 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지지’를 제외하고 ‘직장

외 지지’만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정서적

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도구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의 4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의 문항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와 같이 그 자신이 구성원에게 애정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적 지지의 문항은 ‘의논할 문제가 생

기면 필요한 충고를 해준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명확하게 언제라도 알려

준다’,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와 같

이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지지의 문항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

이 금전이나 물질적 지원(교재교구)을 해준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

든지 빌려준다’,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와 같이 직접적인 도움

이 필요할 때 물건이나 현금을 제공하거나 일을 대신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6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적 지지의 문항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

하게 평가해준다’, ‘내가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나를 인격적으

로 존중해준다’ 와 같이 개인의 역할수행과 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정보를 전달하

여 스스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6>에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으

며, 신뢰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

지를 측정하는 24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7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지지 6문

항의 신뢰도는 .89, 정보적 지지 6문항의 신뢰도는 .91, 도구적 지지 6문항의 신뢰도는

.83, 평가적 지지 6문항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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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지지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 5, 9, 13, 17, 21 6 .89

정보적 지지 2, 6, 10, 14, 18, 22 6 .91

도구적 지지 3, 7, 11, 15, 19, 23 6 .83

평가적 지지 4, 8, 12, 16, 20, 24 6 .90

전체 2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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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문지 각 문항의 적절

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C시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0

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0명의 보육교

사에게 설문 문항이 이해되지 않거나 부적합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도

록 한 후 아동학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및 적절성을 검토 받아 수정 보완하

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 연구를 위해 울산광역시 직장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35개소 직장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사전 연구 목적에 대해 안내 및 동의를 구한 후, 동

의한 32개소 직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연구자가 자료조사가 허락된 직장어린이집

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식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지리적 여건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우

편으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총 314부를 배부하여 301부를 회수하였으며 각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총 23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계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개인변인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t-test) 과 F검증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사회적 지지의 각 하

위요인들, 보육교사의 개인변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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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보육경력, 어린이집 정원, 급여)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N=235)

N 평균 표준편차 F/ t
Fisher's
LSD

연령

20세～24세 70 4.14 .53

2.59

25세～29세 98 4.01 .61

30세 이상 67 4.21 .60

합계 235 4.11 .59

결혼여부

미혼 176 4.06 .57

-2.01기혼 59 4.24 .63

합계 235 4.11 .59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8 4.26 .59

3.83* a>b

4년제 대학 졸업 162 4.04 .58

대학원 재학 이상 25 4.27 .59

합계 235 4.11 .59



- 34 -

*p<.05

a.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b. 4년제 대학 졸업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20세～24세는

평균 4.14(SD=.53), 25세～29세는 평균 4.01(SD=.61), 30세 이상은 평균 4.21(SD=.60)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도는 30세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20세～24세, 25세～29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행복

N 평균 표준편차 F/ t
Fisher's
LSD

보육경력

1년 미만 44 4.22 .61

.71

1년～3년 미만 76 4.09 .63

3년～5년 미만 54 4.03 .52

5년～7년 미만 24 4.04 .47

7년 이상 37 4.14 .63

합계 235 4.11 .59

어린이집

정원

40인 이하 19 4.12 .54

1.04

41인～80인 92 4.03 .58

81인～125인 70 4.18 .66

126인 이상 54 4.14 .51

합계 235 4.11 .59

급여
(실수령액)

150만원 미만 22 4.29 .55

2.63

150만원～200만원 미만 68 3.96 .57

200만원～250만원 미만 121 4.13 .59

250만원 이상 24 4.24 .56

합계 235 4.1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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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미혼은 평균 4.06(SD=.57), 기혼은 평균

4.24(SD=.63)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높았으며,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

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2～3년제 대학 졸업이하는 평균

4.26(SD=.59), 4년제 대학교 졸업은 평균 4.04(SD=.58), 대학원 재학 이상은 평균

4.27(SD=.59)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가장 높고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년제 대학교 졸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와 같은 직무만족도의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3, p<.05).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나타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Fisher's LSD 사후분석을 실

시한 결과 2～3년제 대학졸업 이하의 집단이 4년제 대학 졸업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년 미만은 평균 4.22(SD=.61), 1년～3년

미만은 평균 4.09(SD=.63), 3년～5년 미만은 평균 4.03(SD=.52), 5년～7년 미만은 평균

4.04(SD=.33), 7년 이상은 평균 4.14(SD=.63)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년 미만이 가장 높고 7년 이상, 1년～3년 미만, 5년～7년 미만, 3

년～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직무만족도의 보육경력에 따른 평균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도

는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40인 이하는 평균

4.12(SD=.54), 41인～80인은 평균 4.03(SD=.58), 81인～125인은 평균 4.18(SD=.66), 126

인 이상은 평균 4.14(SD=.51)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81인～125인일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6인 이상, 40

인 이하, 41인～80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

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50만원 미만은 평균

4.29(SD=.55), 150만원～200만원 미만은 평균 3.96(SD=.57), 200만원～250만원 미만은

평균 4.13(SD=.59), 250만원 이상은 평균 4.24(SD=.56)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250만원 이상,

200만원～250만원 미만, 150만원～2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 36 -

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보육경력, 어린이집 정원, 급여)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N=235)

N 평균 표준편차 F/ t

연령

20세～24세 70 4.06 .49

.29

25세～29세 98 4.07 .53

30세 이상 67 4.12 .53

합계 235 4.08 .51

결혼여부

미혼 176 4.07 .51

.79기혼 59 4.13 .52

합계 235 4.08 .51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8 4.09 .55

.07

4년제 대학 졸업 162 4.08 .51

대학원 재학 이상 25 4.12 .51

합계 235 4.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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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20세～24세는

평균 4.06(SD=.49), 25세～29세는 평균 4.07(SD=.53), 30세 이상은 평균 4.21(SD=.53)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30세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

N 평균 표준편차 F/ t

보육경력

1년 미만 44 4.12 .43

.21

1년～3년 미만 76 4.04 .54

3년～5년 미만 54 4.08 .53

5년～7년 미만 24 4.11 .54

7년 이상 37 4.10 .54

합계 235 4.08 .51

어린이집

정원

40인 이하 19 4.16 .56

.46

41인～80인 92 4.10 .51

81인～125인 70 4.08 .48

126인 이상 54 4.02 .55

합계 235 4.08 .51

급여

150만원 미만 22 3.94 .54

.93

150만원～200만원 미만 68 4.08 .45

200만원～250만원 미만 121 4.09 .54

250만원 이상 24 4.19 .53

합계 235 4.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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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5세～29세, 20세～24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사회

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미혼은 평균 4.07(SD=.51), 기혼은 평균

4.13(SD=.52)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미혼보다

는 기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

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2～3년제 대학 졸업이하는 평균

4.09(SD=.55), 4년제 대학교 졸업은 평균 4.08(SD=.51), 대학원 재학 이상은 평균

4.12(SD=.51)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가장 높고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년제 대학교 졸업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1년 미만은 평균 4.12(SD=.43), 1년～3

년 미만은 평균 4.04(SD=.54), 3년～5년 미만은 평균 4.08(SD=.53), 5년～7년 미만은 평

균 4.11(SD=.54), 7년 이상은 평균 4.10(SD=.54)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보육경력

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1년 미만이 가장 높고 5년～7년 미만, 7년 이상, 3년～5년 미

만, 1년～3년 미만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보육경력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40인 이하는 평균

4.16(SD=.56), 41인～80인은 평균 4.10(SD=.51), 81인～125인은 평균 4.08(SD=.48), 126

인 이상은 평균 4.02(SD=.55)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규

모)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40인 이하가 가장 높고 41인～80인, 81인～125인, 126인 이

상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

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규모)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150만원 미만은 평균

3.94(SD=.54), 150만원～200만원 미만은 평균 4.08(SD=.45), 200만원～250만원 미만은

평균 4.09(SD=.54), 250만원 이상은 평균 4.19(SD=.53)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250만원 이상이 가장 높고 200만원～250만

원 미만, 150만원～2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 39 -

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보육경력, 어린이집 정원, 급여)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독립표본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N=235)

N 평균 표준편차 F/ t

연령

20세～24세 70 3.61 .42

1.81

25세～29세 98 3.64 .51

30세 이상 67 3.76 .50

합계 235 3.66 .48

결혼여부

미혼 176 3.61 .49

-2.85기혼 59 3.82 .43

합계 235 3.66 .48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8 3.68 .43

.39

4년제 대학 졸업 162 3.65 .49

대학원 재학 이상 25 3.74 .52

합계 235 3.6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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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행복감은 20세～24세는 평균

3.61(SD=.42), 25세～29세는 평균 3.64(SD=.51), 30세 이상은 평균 3.76(SD=.50)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행복감은 30세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세～29세, 20세～24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에

N 평균 표준편차 F/ t

보육경력

1년 미만 44 3.56 .49

1.32

1년~3년 미만 76 3.69 .43

3년~5년 미만 54 3.61 .55

5년~7년 미만 24 3.74 .43

7년 이상 37 3.76 .49

합계 235 3.66 .48

어린이집
정원

40인 이하 19 3.66 .57

.81

41인~80인 92 3.72 .45

81인~125인 70 3.62 .52

126인 이상 54 3.61 .46

합계 235 3.66 .48

급여

150만원 미만 22 3.77 .48

1.43

150만원～200만원 미만 68 3.65 .47

200만원～250만원 미만 121 3.62 .48

250만원 이상 24 3.81 .52

합계 235 3.6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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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감은 미혼은 평균 3.61(SD=.49), 기혼은 평균

3.82(SD=.43)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감은 미혼보다는 기

혼이 높았으며, 평균의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행복감은 2～3년제 대학 졸업이하는 평균

3.68(SD=.43), 4년제 대학교 졸업은 평균 3.65(SD=.49), 대학원 재학 이상은 평균

3.74(SD=.52)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행복감은 대학원 재학 이

상,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년제 대학교 졸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

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행복감은 1년 미만은 평균 3.56(SD=.49), 1년～3년 미만은

평균 3.69(SD=.43), 3년～5년 미만은 평균 3.61(SD=.55), 5년～7년 미만은 평균

3.74(SD=.43), 7년 이상은 평균 3.76(SD=.40)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른 행복감은 7년 이상이 가장 높고 5년～7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

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행복감은 40인 이하는 평균

3.66(SD=.57), 41인～80인은 평균 3.72(SD=.45), 81인～125인은 평균 3.62(SD=.52), 126

인 이상은 평균 3.61(SD=.46)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

에 따른 행복감은 41인～80인이 가장 높고 40인 이하, 81인～125인, 126인 이상 순으

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행복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행복감은 150만원 미만은 평균

3.77(SD=.48), 150만원～200만원 미만은 평균 3.65(SD=.47), 200만원～250만원 미만은

평균 3.62(SD=.48), 250만원 이상은 평균 3.81(SD=.52)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행복감은 250만원 이상 가장 높고 150만원 미만, 150만

원～200만원 미만, 200만원～25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실수령액)에 따른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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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지지,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

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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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외적행복(r=.33, p<.05), 내적행복(r=.28,

p<.01), 자기조절행복(r=.3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는 외적행복(r=.25, p<.01), 내적행복

(r=.33, p<.01), 자기조절행복(r=.25, p<.01), 행복감(r=.31,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원장운영방식 및 태도는 외적행복

(r=.24, p<.01), 내적행복(r=.16, p<.01), 자기조절행복(r=.23, p<.01), 행복감(r=.24,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동료교사

와의 관계는 외적행복(r=.40, p<.01), 내적행복(r=.24, p<.01), 자기조절행복(r=.30,

p<.01), 행복감(r=.37,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행복감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 행복감(전체)

직
무
만
족
도

사회적 인식 및 처우 .25** .33** .25** .31

원장운영방식 및 태도 .24** .16** .23** .24

동료교사와의 관계 .40** .24** .30** .37

부모와의 관계 .21** .11** .29** .23

보육업무 .11 .11 .10 .13

보육환경과 복지 .22** .19** .17** .23

직무만족도 전체 .33* .28** .3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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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인 부모와의 관계는 외적행복(r=.21, p<.01), 내적행복(r=.11, p<.01), 자기조절

행복(r=.29, p<.01), 행복감(r=.23,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보육환경과 복지는 외적행복(r=.22, p<.01), 내적행복(r=.19,

p<.01), 자기조절행복(r=.17, p<.01), 행복감(r=.23,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보육교사가 느끼는 직무의 만족이 높은 경우 행복감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상관

**p<.01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례를 살펴보면, 외적행복(r=.39, p<.01),

내적행복(r=.27, p<.01), 자기조절행복(r=.2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는 외적행복(r=.39, p<.01), 내적행복(r=.25,

p<.01), 자기조절행복(r=.27, p<.01), 행복감(r=.36,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는 외적행복(r=.37 p<.01), 내적

행복(r=.24 p<.01), 자기조절행복(r=.28, p<.01), 행복감(r=.36, p<.01)과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는 외적행복(r=.36,

p<.01), 내적행복(r=.29, p<.01), 자기조절행복(r=.26, p<.01), 행복감(r=.36, p<.01)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적 지지는 외적

행복감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 행복감(전체)

사
회
적

지
지

정서적 지지 .39** .25** .27** .36

정보적 지지 .37** .24** .28** .36

도구적 지지 .36** .29** .26** .36

평가적 지지 .37** .24** .28** .35

사회적지지 전체 .39** .27** .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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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r=.37, p<.01), 내적행복(r=.24, p<.01), 자기조절행복(r=.28, p<.01), 행복감(r=.35,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보육교사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행복

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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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1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r=.32, p<.01), 정보

적 지지(r=.36, p<.01), 도구적 지지(r=.35, p<.01), 평가적 지지(r=.33,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는 정서적 지지(r=.13, p<.05), 정보

적 지지(r=.21, p<.01), 도구적 지지(r=.18, p<.01), 평가적 지지(r=.15, p<.05), 사회적

지지(r=.18,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인 원장운영방식 및 태도는 정서적 지지(r=.28, p<.01), 정보적 지지(r=.32, p<.01), 도

구적 지지(r=.29, p<.01), 평가적 지지(r=.28, p<.01), 사회적 지지(r=.31,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정

서적 지지(r=.44, p<.01), 정보적 지지(r=.41, p<.01), 도구적 지지(r=.41, p<.01), 평가적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전체)

직
무
만
족
도

사회적 인식 및 처우 .13* .21** .18** .15* .18**

원장운영방식 및 태도 .28** .32** .29** .28** .31**

동료교사와의 관계 .44** .41** .41** .41** .44**

부모와의 관계 .19** .17** .10 .18** .17**

보육업무 .09 .10 .12 .07 .10

보육환경과 복지 .26** .26** .31** .29** .29**

직무만족도 전체 .32** .36** .35**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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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r=.41, p<.01), 사회적 지지(r=.44,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r=.19, p<.01), 정보적 지

지(r=.17, p<.01), 도구적 지지(r=.10, p<.01), 평가적 지지(r=.18, p<.01), 사회적 지지

(r=.17,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보

육환경과 복지는 정서적 지지(r=.26, p<.01), 정보적 지지(r=.26, p<.01), 도구적 지지

(r=.31, p<.01), 평가적 지지(r=.29, p<.01), 사회적 지지(r=.29, p<.01)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6 -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단계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

과 공차한계는 0.1이상,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하위요인(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과 전체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하고,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3>,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외적행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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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보육교사의 외적행복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4.65, p<.001).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동료교사와의 관

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는 외적행복을 24% 정도 설명하며, 그 중

에서도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16%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다. 여기에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5% 증가하

여 21%의 설명력을 가지며,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가 첨가될 경

우에는 3%로 증가하여 전체 24%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  F

외적
행복

(상수) 17.3

.24 24.65***
직무
만족

사회적 인식
및 처우

.11 .16 2.77*** .03

동료교사와의
관계

.45 .26 4.02** .16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40 .25 3.9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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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내적행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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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보육교사의 내적행복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본 결과 <표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29,

p<.001).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개인변인인 보육경력은 내적행복을 18%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직

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가 1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

기에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6% 증가하여

16%의 설명력을 가지며, 개인변인인 보육경력이 첨가될 경우에는 2%로 증가하여 전

체 18% 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표 1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자기조절행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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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
변화량

F

내적
행복

(상수) 12.5

.18 17.29***

직무
만족

사회적 인식
및 처우

.14 .03 4.99*** .10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24 .06 3.92*** .06

개인
변인

보육경력 .34 .15 2.33* .0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
변화량

F

자기
조절
행복

(상수) 4.97

.21 11.85***

직무
만족

사회적 인식
및 처우

.06 .14 2.34* .02

동료교사와의
관계

.15 .15 2.17* .09

부모와의 관계 .17 .20 3.19** .05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14 .15 2.31* .03

개인
변인

결혼 여부 1.03 .15 2.4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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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보육교사의 자기조절행복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1.85, p<.001).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동료교사와의 관

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개인변인인 결혼여부는

자기조절행복을 21%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동료교사와

의 관계가 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부모와

의 관계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5% 증가하여 14%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지지

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가 첨가될 경우에는 3%,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와 개인변인인 결혼여부가 첨가됨으로써 각각 2%씩 증가하여 전체 21%

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표 16>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행복감(전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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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표 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9.83, p<.001).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동료교사와의 관

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개인변인인 결혼여부는 행복감(전체)를

25%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1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5% 증가하여 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가 첨가

될 경우에는 4% 증가하여 전체 23%의 설명력을 가지며, 개인변인인 결혼여부가 첨가

될 경우에는 2%로 증가하여 전체 25% 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
변화량

F

행복감
(전체)

(상수) 36.50

.25 19.83***

직무
만족

사회적 인식
및 처우

.31 .22 3.83.*** .05

동료교사와의
관계

.73 .21 3.32** .14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73 .23 3.65*** .04

개인
변인

결혼 여부 3.28 .14 2.5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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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만족

도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

육교사의 최종학력에서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의 교사가 4년제 대학 졸업의 교사의

직무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연령, 결혼여부, 보육경력, 어린이집 정원, 월평

균 급여 등 연구자가 설정한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3년제 대학 졸업이하의 교사가 대학원 이상 학력의 교사에 비해 더 높

은 만족을 보이는 박은정(2016)의 연구와 유사하고, 보수와 승진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서 2-3년제 대학 졸업교사 대학원 이상 학력의 교사보다 높은 만족을 보이는 김사녀

(20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학력의 차이에 비해 교사들이 기대하는

보수와 승진,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높은 학력의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

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들인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보육경력, 어린이집 정원, 월평균

급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의 연령,

최종학력, 보육경력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비둘, 2017)를 지지

하고,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차이는 있으나 최종학력, 보육경력에 따

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이상례, 20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 초

등교사의 연령, 경력, 규모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없다는 최은주(2015)의 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연령, 보육경력, 월평균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보육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권영미, 2014; 유은경, 2012)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

구자가 설정한 변인들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 보육경력, 급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의 연령, 최종학력, 보육경력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권영호, 2007; 박비둘, 2017)와 결혼여부, 최종

학력,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김정민, 201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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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2016)를 지지한다. 또 연령, 최종학력, 보육경력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는 없었으

나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이미란, 20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반면, 연령, 최종학력, 보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관한 연

구(모연례, 2013)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추후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과 다양한 변

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의 경우 개인의 유전

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는 연구(권석만, 2008)와 교사의 개별특성, 신념, 가치관, 성격 등의 질적변인에 영향

을 받는다는 연구(구은미, 2004; 조성연, 2005)에 따라 개인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더불어 교사의 질적변인도 함께 살펴보는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보육교사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도 높고 행복감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먼저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배성희(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증진

된다는 연구(김유진, 정민정, 2008; 이경애, 2010)와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

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김은옥, 2013)를 지지한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교사

의 삶과 질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배혜자, 2008), 보육교사들은 직무

경험을 통해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므로(김은옥, 2013) 유

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동료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서 만족도가

높으면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원

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나타낸 서현주(2006), 이채호, 고태순(2008)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함께 한다. 보육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사

회적 인식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행

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박수미, 2018; 정순영,

2017; 정은주, 2015)와 같은 맥락이며, 보육교사는 이러한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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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나 안녕감에 기여한다는 연구(김현주,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가족이

나 친구의 관계가 원만하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보육교사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만족하여 행복해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

면 직무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직무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

족도와 높은 정적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권영미, 2014; 엄소형, 2015; 이은선, 2017; 최

미숙, 2012)와 일치하며,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지가 보육교사

가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서은희(2002)의 연구와도 같은 맥

락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지를

분석하여 반영해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개인변인이 보육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

과 행복감(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

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전체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보육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과 행복감(전체)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과 행복감(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와의 관계는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

적행복, 자기조절행복과 행복감(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동료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가 느끼는 행복감에 있어 사회

적 인식 및 처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또 동료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동료로부터 받는 도움 등의 영향

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김시연(2014)의 연구와 김유진과 정민정(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직

무만족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 수준이 높아진다

는 전은주(2014)의 연구와 유아체육 교사의 직무만족도 중 심리적 만족, 보상적 만족,

환경적 만족은 유아체육 교사 행복감의 내적행복, 외적행복, 자기조절행복에 모두 정

적인 상관이 있다는 최효석(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보육교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주고 사회적 인식의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

고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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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과 행복감(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는 보육

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적행복과 행복감(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지지는 행복감 하위요인인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가 사회

적 지지원인 가족, 친구, 주변으로부터 애정, 신뢰, 존중,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 본

인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그

들로부터 위안을 구하고 갈등을 극복하게 될 때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조절을 잘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가지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영아교사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행복감이 높

게 지각된다는 이경민(2014)의 연구와 가족의 지지를 받는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직무상의 어려움이 감소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권성민

(2011), 이경화 외(2011)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보육교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보육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와 여건 마련를 위해 제도적인 교사지원과 더불어 교사를 바라보는 바람

직한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이

해를 돕고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하며, 동료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보육교사가 직

장 외 구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느낄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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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만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과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행복감을 설문지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행복은 주관적 평가라는

관점에서 설문지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함께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

책 방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

교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창의인성 등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하는 결정적 시

기인 영유아기에 영유아가 느끼는 행복감은 어떠한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

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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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번호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보육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의 수고

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보육현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설문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문항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하여 주시고 응답해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작성해주신 선생님의 진솔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 보장과 

동시에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본 설문지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2018년  8월 

소속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지도교수 : 김영주

연 구 자 : 윤정미

  본 설문지는 ‘행복감’,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니 평소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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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1 2 3 4 5

2  나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1 2 3 4 5

3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내 인생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내 인생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7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9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한 편이다. (개운하다) 1 2 3 4 5

10  나는 활기차다. 1 2 3 4 5

11  나는 많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12  나는 정신적으로 항상 맑게 깨어 있는 편이다. (깨어있다) 1 2 3 4 5

13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종종 쾌활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1 2 3 4 5

16  나는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을 해냈다. 1 2 3 4 5

17  나는 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1 2 3 4 5

18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는 일들을 자주 경험한다. 1 2 3 4 5

19  나는 세상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나는 잘 웃는다. 1 2 3 4 5

21  나에게는 대부분의 일들이 재미있다. 1 2 3 4 5



- 70 -

※ 사회적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장 외 구성원(가족, 친구 등)들에 대해 평
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내가 어려운 상황(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1 2 3 4 5

3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금전이나 물질적 지원
(교재교구)을 해준다.

1 2 3 4 5

4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1 2 3 4 5

5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6  의논할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충고를 해준다. 1 2 3 4 5

7
 무슨 일이건 대가(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의껏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8  내가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9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1 2 3 4 5

10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명확하게 언제라도 알
려준다.

1 2 3 4 5

11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1 2 3 4 5

12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인정해준다. 1 2 3 4 5

13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14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1 2 3 4 5

15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 시켜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 2 3 4 5

17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1 2 3 4 5

18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1 2 3 4 5

19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20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건전한 평가(판단)을 해준다.

1 2 3 4 5

21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준다. 1 2 3 4 5

22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23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1 2 3 4 5

24
 내가 잘 한일이 있을 때는(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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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이 문항은 6점 척도로 이루어집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육교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1 2 3 4 5 6

2  다른 사람에게 보육교사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1 2 3 4 5 6

3  사람들은 보육교사 직을 훌륭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4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할만한 직업이다. 1 2 3 4 5 6

5  보육교사는 장래성이 있다. 1 2 3 4 5 6

6  다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보육교사를 하겠다. 1 2 3 4 5 6

7  내가 받고 있는 보수는 적당하다. 1 2 3 4 5 6

8
 내가 받고 있는 수당(예 :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적정하다.

1 2 3 4 5 6

9  우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휴가기간은 적당하다. 1 2 3 4 5 6

10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예 : 
교사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6

11  원장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1 2 3 4 5 6

12  원장은 내가 직무상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6

13
 어린이집을 떠나더라도 지금의 원장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1 2 3 4 5 6

14  원장은 솔직한 태도로 나는 대한다. 1 2 3 4 5 6

15  원장은 교사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1 2 3 4 5 6

16
 어린이집의 제반 문제에 대해 원장과 자유롭게 이야
기한다.

1 2 3 4 5 6

17
 원장은 직무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준다.

1 2 3 4 5 6

18  원장을 존경한다. 1 2 3 4 5 6

19  원장의 운영관과 업무처리방식이 적절하다. 1 2 3 4 5 6

20  동료교사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21  동료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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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료교사들은 어린이집 제반 업무에 협조적이다. 1 2 3 4 5 6

23
 선임교사는 신입교사를 동료교사로서 따뜻하게 
대한다.

1 2 3 4 5 6

24  교사회의는 민주적이다. 1 2 3 4 5 6

25  학부모들은 나에게 협조적이다. 1 2 3 4 5 6

26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다. 1 2 3 4 5 6

27  학부모는 보육교사로서의 나를 신뢰한다. 1 2 3 4 5 6

28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협조적이다. 1 2 3 4 5 6

29  보육활동 이외의 업무가 많다. 1 2 3 4 5 6

30  장시간 근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6

31  각종 행사로 인해 준비할 것이 많다. 1 2 3 4 5 6

32  장시간 근무로 개인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1 2 3 4 5 6

33  나의 업무량은 적당하다. 1 2 3 4 5 6

34
 외부 행사동원 등 보육활동과 관계없는 업무 때문에 
힘들다.

1 2 3 4 5 6

35
 우리 어린이집의 제반 시설은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적합하다.

1 2 3 4 5 6

36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자료와 비품, 소모품을 
제때 공급해준다.

1 2 3 4 5 6

37
 우리 어린이집이 교재교구 활용과 관리는 효율적
이다.

1 2 3 4 5 6

38
 내가 담당한 학급의 보육실은 보육활동을 수행하
기에 적합하다.

1 2 3 4 5 6

39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격려한다.

1 2 3 4 5 6

40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소신껏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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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 또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시, 680406, 만48세)           (만     세)

 2. 선생님은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3.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재학 이상

 4. 선생님의 보육교사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현 기관에서의 보육교사경력은?  2) 총 보육교사경력(현 기관에서의 경력 포함) 

   (       )년  (       )개월     (       )년  (       )개월

 5.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면) 횟수를 기록해주십시오.  (       )회 

 6.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어떻게 되십니까?(중복기재 가능)

   ① 보육교사 3급       ②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1급     ④ 어린이집 원장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⑥ 유치원 정교사 1급  ⑦ 유치원 원감      ⑧ 유치원 원장

 7. 선생님께서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이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수료     ②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수료   

   ③ 아동·보육 관련 학과 교육과정수료  ④ 기타           

 8.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9.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원    명, 현원    명

 10.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영·유아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0세     ② 만 1세     ③ 만 2세    ④ 만 3세    ⑤ 만 4세    ⑥ 만 5세 

   ⑦ 혼합반 : 만   ~   세

 11. 선생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담임교사         ② 주임교사         ③ 기타           

 12. 선생님의 월평균 실 수령액은 어떻게 되십니까?(단위: 만원) 

   ① 100 미만         ② 100 – 150 미만    ③ 150 – 200 미만 

   ④ 200-250 미만     ⑤ 250-300 미만     ⑥ 300 이상

 
-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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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Focusing on Employer Supported Child Care Center Teachers'

Yoon, Jeo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happiness of the child care teacher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set up.

1. Is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for childcare teachers' personal variables?

1-1. Is there any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ildcare teacher's

personal variables?

1-2. Is there any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childcare teacher's

personal variables?

1-3. Is there any difference in happiness according to the childcare teacher's

personal variables?

2. Is there an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3. What are the relative impact of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variables on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5 teachers working in employer supported child

care center located in Ulsan.

This researched used the scale of happiness of Oxford which Argyle(2001)

developed and Kwon Seok-man(2011) adapted and Choi Young-ok us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o make i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 order to measure teachers’ happiness.

We used "Korean Childcare Teacher Satisfaction Scale: K-CTJSS"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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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In order to examine social support, I used the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Park Ji - won (1985) and modified by Im Jin - hyeong (2000). In the social

support scale, only 'out-of-work support' was extracted and used.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24.0 program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to investigate general tendency of research subjects. Secondly,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the F-test (ANOVA)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Thirdl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Fou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variables on euphori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variables of the child care teach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nal

educ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of daycare teachers.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Third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variables on happiness, social cognition

and treatment, which are sub - factors of job satisfac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external happiness, internal happiness, respectively. Relationship with peers has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 happiness, self-regulated happiness and happiness as

sub-elements of happiness. Emotional support, which is a sub - factor of social

suppor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xternal happiness and happiness (total), which

are sub - factors of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s. Instrumental support, which

is a sub - factor of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inner happiness and

self - regulated happiness. In addition, in the personal variables of daycare

teachers, the childcare experience affects internal happiness and marital status

affects self - regulated happiness and overall happiness.

As a result, it can be meaningful that they confirmed the job satisfactio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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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and the relevance and influence of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ctive research on the more diverse variable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s will be helpful.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improve the quality of daycare by improving the happiness of

daycare teachers by constructing various support system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including factors related to social support provided to daycare teachers.

Keyword :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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