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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및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5세 유아 348명과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인 보육교사 3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했
다.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둘째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보육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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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nalyzed the effect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from childcare teacher on 
happiness. The aim is to verifying the interactional medium effect and regulating the result of job stress 
regulating result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Therefore, the 7th of survey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as referenced in this paper. The respondents of this data are 348 children who just 5 
years old and those teachers in . The final results were verified by adopting hierarchical analysis. Likewise, 
the results also showed the medium effect by the sobel test.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hown that firstly,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from childcare teacher has a positive impact on happiness. Secondly, there 
is a medium effect creating by interacted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Thirdly, the influence between 
happiness and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lead to regulating the result of job stress. Hence, for 
increasing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 it is necessary to seek a program with practicality.

Key Words : Happiness, Childcare teacher,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teracted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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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은 점점 증가하고 가정에서 이루
어지던 자녀 양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추세
이다. 이에 영유아들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어린이집 보
육교사와 함께 보내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는 보육교사의 태도나 행동
을 모방하고 교사의 행복한 정서는 영유아에게 전이되어 유
아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 전인적 발달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
요한 요인으로 보여 진다[1,2]. 그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는 
생애초기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
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육
교사의 행복감은 영유아의 행복감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복감은 긍정적인 측면의 
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한다[3]. 또한 행복감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삶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느끼는 상
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4]. 행복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
아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5].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보육교사에게 웰빙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웰빙, 즉 행복감에 관심을 가지
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
다[6]. 보육교사의 행복한 삶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행복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환
경 제공과 함께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
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교수효능감[7-10], 자아정체감
[9], 정서적 지원[11], 자아존중감[12] 등이 있으며, 사회·환
경적인 요인은 교육기관 내 직무스트레스[7,12,13], 사회적 
지지[10,11], 교사-유아 상호작용[10], 유아의 기관적응 등
이 있다[9,14]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특히 교
수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 교수효능감은 
보육교사가 교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교육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판단을 말한다[15]. 교수효능감은 교수 수행
과정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실행하고 적절한 수행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6].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수몰입, 학업성취도 정도가 

높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도전적이고 영유아와 놀
이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도 놀이를 확장하거나 방향을 제시
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강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즉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22]. 

영유아와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23,24]에서 교수효능감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정
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
를 많이 느끼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25-27]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웰빙 정
도가 높아져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개인의 잠재력을 개
발하고 성장해 행복감[28,29]이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교수효능감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행복감
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보육현장에서 도전적
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시키고,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일에 대
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효능감과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관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최일선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영유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응할 때 유아의 언어적 
행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까지 통찰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0]. 나아가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직무만족도 
또한 증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31]. 

교사효능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극
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유아의 행동
에 반응적 및 허용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2-37].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되
면 보육교사의 행복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
사효능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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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자신이 근무하는 환
경이나 열악한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유아교육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유아에게 애정과 
신뢰를 갖고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다
정하고 자상한 태도로 대화를 할수록 교사는 어린이집 근무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
고 즐겁게 지내 행복감이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교수효능
감과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교수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
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교량역할을 하므로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연수 경
험이 많으며 영유아 발달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훈련
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하는 다수의 선행연구[14,23,33,38-40]
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행복감과 관
련된 연구들은 교사의 긍정적 정서 상태와 생활에 대한 만족
감을 나타내는 행복감이 유아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으
므로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14,23,40]. 최근 보육교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여 어린
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처우 및 
복지 제공, 전문성 강화 관련된 지표가 신설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부분이 강화되어[41] 자기계발과 교육을 받을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교수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역할수행을 잘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에 
대해 열정적으로 유아상호작용이 원활하여 유아를 돌보고 가
르치기 때문에[14,23] 행복감은 증진될 것이다. 위의 선행연
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등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다루고 있어, 교수효능
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에 의하면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1,247명 중 520명(41.7%)이 아동학
대의 원인으로 직무 또는 업무 스트레스라고 응답했다[42].

선행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직무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에 직접적 부적 
영향 관계를 보여 주었다[11,43,4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레스는 주로 지나친 부모의 요구로 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과중한 업무와 과중한 업무시간, 낮은 보수, 근무환경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직무스트레
스가 가중될 경우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하락, 개인효능감 
상실, 심리적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직을 초래하기
도 한다[44,45].

보육교사의 행복감,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직
무스트레스 간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행복한 
교사가 더 높은 교수효능감을 가지고 영유아와 수준에 맞는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0]. 선행연구는 직접적 영향 관계를 주로 다루
고 있어서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
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분석이 필요하다[19-22]. 

선행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11,42,43] 있지만, 교수효능감과 행복감
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을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직무스트레스 간 직접적 영향
관계와 간접적 영향관계를 함께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와 직무스트레스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
감과 행복감 관계에서 두 변인과 상관이 있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떤 과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직무스트레스의 조절 효과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 직무스트레
스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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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셋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PSKC) 7차 데이

터를 활용하였다. 아동패널은 2008년(1차)에 출생한 신생
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매년 패널을 구측하여 횡단적 자료를 
제공한다. 8차년도 (2015년) 자료부터는 초등 1학년이 되
어 본 연구는 아동패널 7차(2014년)데이터 만 5세 유아와 
유아가 재원하는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의 담임선생
님 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행복감 
Lyubomirsky &, Lepper[46]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다른 사람
과 비교 했을 때의 나는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
으로 아주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
하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7점 척도이며 표정 카
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문항들에 분포도가 
낮아서 재코딩하여 Likert 5점 척도로 변환하고 제시하여 
1점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5점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등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행복지수가 높음을 의미하
며, 보육교사 행복감의 척도는 Cronbach's a값은 .778로 
나타났다.

2.2.2 교수효능감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척도는 Kim & Kim[47] 교수효능

감 요인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
했다. 총 7문항으로 구체적인 문항으로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등이다.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의 Cronbach's a값은 .864로 나타났다.

2.2.3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는 Bredekamp(1985)가 개발

한 ECOI를 Holloway & Reichhart-Erickson[48]이 일
부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하여 구체적 질문지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 한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교사-유아 상호
작용의 Cronbach's a값은 .876로 나타났다.

2.2.4 직무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7차 CAWI(육아지원기관)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평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범주 4점 척도를 조절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더미처리 하여 Likert 2점 척도로 1점 ‘스트레
스를 받지 않는다’, 2점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육

교사의 행복감과 관련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시행했다.

첫째, 기술통계량 분석으로 변수들의 평균값을 확인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유아-교사 상호
작용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매
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베이런과  케니의 분석방
법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 스트레스에 따라 조절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다섯째, 간접효과의 유
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보육교사의 행복감, 교수효능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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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보육교사의 행복감
은 평균값은 4.035(sd=.512),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은 평
균값은 3.885(sd=.506), 매개변수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의 평균값은 4.168(sd=.543),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930(sd=.688)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변인들 중 교사-
유아의 상호작용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왜도가 절대값 3을 넘지 않으며, 첨도 또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곡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348)
vari

ables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
sis

Happiness 2.00 5.00 4.035 0.512 -0.288 0.781

Teaching 
Efficacy

2.43 5.00 3.885 0.506 -0.158 0.085

Teacher’s- 
Infant 

Interaction
2.17 5.00 4.168 0.543 -0.306 -0.042

Business 
Stress

1.00 4.00 2.930 0.688 -0.390 0.336

본 연구의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독립변수의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r=.45, p<.01)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매개변수인 교사-유
아의 상호작용(r=.52,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r=.72,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모두 0.8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Happiness Teaching 
Efficacy

Teacher’s- 
Infant 

Interaction

Happiness 1 .45** .52**

Teaching Efficacy 1 .72**

Teacher’s-Infant 
Intera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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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연구모형 검증 결과
3.2.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유아 성별, 교사 연령, 교사
근무시간), 보육교사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직무
스트레스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Table 3에서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유아 성별, 교사 연령, 교사근무시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의 변수를 투입하여 보육
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 별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Model 4에서는 변수로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먼저 Model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교사 연령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β=0.047, t=2.171, p<.05) 연령이 많을수록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며, 유아 성별,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Model 1에서 인구사
회학적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설명력은 4.5%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귀모형으로(F=3.028)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을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변수가 추가되면서 Model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교사
의 연령변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교수효능감은 행복감
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β=0.455, t=9.479, 
p<.001)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의 설명력은 22.5%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귀모형으로 
(F=13.825)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분
석한 결과 Model 3에서 유의미한 교수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 변수는 영향력이 다소 감
소하였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었으며(β=0.138, t=2.110, 
p<.05) 교사 연령(β=0.097, t=2.151, p<.05)과 교사근무시
간(β=-0.112, t=-2.465, 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
사 연령은 높을수록 근무시간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상호작용(β=0.440, t=6.694, 
p<.001)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교사-유아 상호작용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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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4에서는 Model 3에 직무스트레스 변수를 투입

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교사 
연령과 교수효능감은 감소하였고 교사근무시간과 교사-유
아 상호작용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교사근무시
간 (β=0.119, t=-2.671, p<.01), 교사-유아 상호작용(β
=0.409, t=6.270, p<.001), 조절변수인 직무스트레스(β

=-0.165, t=-3.557, p<.001)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근무시간은 적을수록, 교
사-유아 상호작용은 활발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 
조절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설명력은 33.8%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귀모형으로(F=16.056)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eacher's Happiness (n=1,925)
level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R2 F

Model 1

Gender -0.016 -0.016 -0.291 0.772

0.045 3.028Teacher Age 0.047* 0.116 2.171 0.031

Teacher’s Hour -0.048 -0.044 -0.816 0.415

Model 2

Gender 0.014 0.014 0.294 0.769

0.225 13.825
Teacher Age 0.037 0.090 1.888 0.060

Teacher’s Hour -0.086 -0.078 -1.625 0.105

Teacher’s efficacy 0.461*** 0.455 9.479 0.00

Model 3

Gender 0.015 0.015 0.328 0.743

0.324 18.183

Teacher Age 0.039* 0.097 2.151 0.032

Teacher’s Hour -0.123* -0.112 -2.465 0.014

Teacher’s efficacy 0.140* 0.138 2.110 0.036

Teacher-Infant Interaction 0.415*** 0.440 6.694 0.00

Model 4

Gender 0.013 0.012 0.280 0.780

0.338 16.056

Teacher Age 0.033 0.081 1.831 0.068

Teacher’s Hour -0.131** -0.119 -2.671 0.008

Teacher’s efficacy 0.123 0.121 1.875 0.062

Teacher-Infant Interaction 0.386*** 0.409 6.270 0.00

Business Stress -0.203*** -0.165 -3.557 0.00

3.2.2 유아-교사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분석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

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교수 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
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분
석단계를 활용하여 Table 4에 검증 결과를 기술하였다.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을 하였다. Table 4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β
=0.453, p<.001)은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
은 종속변수 행복감의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 행복감에 대한 독립변수 교수 효
능감과 매개변수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분석하

였다. 교수효능감은 행복감 간의 관계에 있어 교사-유아 상
호작용으로 인해 영향력이 1단계 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
으며(β=0.150, p<.05) 이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 부분 매
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유아 상
호작용은 행복감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2단계의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
력은 28.4%이다. 

3단계에 독립변수인 교수 효능감은 매개변수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726 p<.001).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교수효
능감의 설명력은 52.5%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영향에 있어 교사-유아 상
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정적인 요인으로 매개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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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level Variable B β S.E t R2 modified R2 F

1 Teacher’s efficacy ⟶ Happiness 0.459*** 0.453 0.049 9.453 0.205 0.203 89.363

2 Teacher’s efficacy,
Teacher-Infant Interaction ⟶ Happiness 0.152* 0.150 0.067 2.267 0.288 0.284 69.7600.395*** 0.418 0.062 6.330

3 Teacher’s efficacy ⟶ Teacher-Infant 
Interaction 0.778*** 0.726 0.04 19.622 0.527 0.525 3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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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분석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odel 1
에서 통제변수인 교사 연령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이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09, p<.01).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의 행복감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통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행
복감에 있어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82, p<.01).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행복감은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교수 효능감은 행복감에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03, 

p<.001).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는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있어 
부적인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210, p<.01)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교수효능감은 행복감에 있어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73, p<.001). 교수효능감
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는 
0.3 이상이었고 VIF 값 역시 3미만으로 다중공중선상의 문
제는 없었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An Analysis of the Adjustment Effect of Business Stress
Model B S.E β t Tolerance F R2 modified R2 R squared 

variation

1

Gender .041 .071 .041 .584 .997

3.028 .045 .030 .045Teacher Age .083** .028 .209 2.962 1.000
Teacher’s Hour .005 .072 .004 .063 .997

2

Gender .042 .063 .042 .673 .995

12.951 .254 .235 .209

Teacher Age .046 .026 .117 1.781 .913
Teacher’s Hour -.035 .064 -.034 -.541 .989

Business Stress Mean -.142** .052 -.182 -2.749 .894
Teacher’s efficacy Mean .417*** .066 .403 6.321 .967

3

Gender .050 .063 .049 .792 .992

11.552 .268 .245 .014

Teacher Age .045 .026 .113 1.730 .912
Teacher’s Hour -.030 .064 -.030 -.479 .988

Business Stress Mean -.164** .053 -.210 -3.116 .852
Teacher’s efficacy Mean .386*** .067 .373 5.725 .912

Teacher-Infant Interaction .194 .101 .125 1.910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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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의 만 5세 유아 
348명과 해당 영유아가 이용하는 국⋅공립, 법인, 민간어
린이집의 담임교사인 보육교사 348명을 대상으로 교수효
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유

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및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수효능감이 높은 보육교사일수록 행복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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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19,20]. 또한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은 짧을수록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2018
년 7월부터 하루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 적절한 
휴식을 의무화 하였다[49]. 보육교사의 휴식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자기
개발의 기회가 생겨 질적인 교수효능감을 높여줘 행복감을 
고취시킬 것이다. 

보육교사는 유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
시킬 때 자신의 효능감이 높아져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결과로 부분매개효
과가 나타났다. 즉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교사-유아상호작
용이 원활하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면 행복감
이 증진된다. 이 분석 결과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
유아 상호작용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4]. 보육교사는 학부모, 영유아, 동료 등 보육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들과의 친밀한 
상호지지적인 긍정적 인간관계는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보
육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주요 요인이다. 보육교
사의 행복감과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관계는 정서, 언어, 행
동,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보육교
사의 행복감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는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행복
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9,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에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입증한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
로 보육교사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교사-유아 상호작용도 행복감의 정적관계로
[4,14]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무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에도
[9,13] 영향에 있어 관련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
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와 더불어 행복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높
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어린이집 평가

인증 통합지표에 교사실과 개인사물함, 연수나 세미나 기회 
제공, 업무 지원을 위한 자료나 설비제공, 휴가나 상여금 지
급 등 다양한 보육복지 수준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지표
가 신설되었다[41].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보육현
장에서의 관심과 노력은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 교육을 위해 보육교사에
게 전문적 지원과 사회적 교육,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행
복감 증진교육,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
육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한계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최근 아동패널을 이용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보다 심층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교수 학습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장에서의 면담과 관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
해 다양한 하위요인별 접근이 필요하며 각 하위요인별로 보
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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