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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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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the Burnout of Infant Teacher 

Ae Hee Han*, Hye Jeong Ah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ju Touris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상은 제주시에 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아교사 200명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와 소진 척도를 사용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률상 계수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아교사의 소진은 낮았으며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교사의 자아탄
력성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교사의 소진에 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  지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교사의 소진과 련하여 아교사 자신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요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교사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 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the burnout
of infant teachers. 200 teachers from a children's day care center located in Jeju Island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with whom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criteria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burnout. The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analysis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teachers' exhaustion level was low, whereas their ego-resilience level was high. Secondly, the higher their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were, the lower their exhaustion level became. Finally, in the review of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exhaustion, ego-resilience explained more than social suppor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eacher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re the key factors affecting burnout. To reduce
burnou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teacher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s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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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아 무상보육 등

의 사회  변화는 어린 아기부터 가정에서가 아닌 보

육기 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한 

심과 아교사의 질에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1]. 
아기는 생애 가장 기의 발달 시기이다. 이 시기의 발달
은 이후 성장과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치므로 양질의 

보육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교사를 필요로 한

다. 많은 연구들도 질 인 보육서비스를 해 가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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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는 교사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2, 3]. 
아교사의 소진은 질 인 보육서비스를 실천하기 

해 필수 인 부분이다. 아교사는 자신의 업무에 자부

심을 갖고 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와 그 기 못한 

경우 아에게 주는 향은 매우 다르다. 특히 일방 인 

돌 이 요구되는 아의 경우에 미치는 향력은 아교

사의 정서  스트 스 소진에 매우 민감한 상황을 래

하기도 한다[4]. 아교사는 아를 상으로 정서  육
체 으로 강도 높은 돌 을 수행하며 하루 평균 11시간
을 보육업무를 수행한다[5]. 과거에 비해 아교사에 
한 사회  인식과 임 수 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
히 과다한 업무, 빈약한 복지후생, 임 , 직무만족도의 
처우, 아동학 로 인한 교사의 부정  사회  인식 등은 

아교사로 하여  심리  소진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진(burnout)은 업무로 인해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

하는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

행하 으나 기 했던 성과나 보상없이 인간 인 회의감, 
상실감, 좌 감을 겪는 상태로, 개인에 따라 자신에게 부
정 이며 상 방에게 냉담하게 하는 등 신체 , 정신
  정서  탈진 상을 의미한다[6]. 어린이집 아교
사가 경험하는 소진의 세 가지 특성은 첫째, 일에 한 
과도한 에 지 손실과 좌 , 긴장을 느끼는 심리 상태인 
정서  고갈. 둘째, 보육을 받는 아에게 감정이 없어지
고 무 심해지며 냉정해지는 비인간화. 셋째, 일에서 의
미있는 기여에 해 자신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며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개인  성

취감 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7]. 이러한 소진은 
문성을 갖춘 아교사가 일 이고 안정 으로 아기 

발달에 합한 활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아의 발

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한 근무환경 스트
스로 다른 직업을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

을 하 시킬 수 있다[8, 9]. 이 듯 아교사는 보호 받

을 권리가 있는 아를 보육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  요

인으로 인해 소진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
로 아교사의 소진은 보육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

로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아교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최근 주

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  지지(social support)요인이다. 
아교사의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아교사로

서의 자 심을 일깨워주고 문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성을 향상 시키는 사회  지지에 한 유형은 다양

하다. [10]에 의하면 사랑받는 느낌, 가치 있거나 존  

받는 느낌, 사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느낌으로 구분

하 고, [11]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도구  지지로 구분하 으며. [12]은 정보  지지, 정서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4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 다.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아교사는 소진을 덜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4]. 사회  지지 상으로 동

료 교사나 원장의 정  평가  지지는 아교사의 소

진  정서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감 측면에서 

완충작용 효과로 요한 역할을 보고하 다[15]. 한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이나 인간 계, 교사로서 느끼는 
역할에 한 소진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낮고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아교사의 소진 감소에 사회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한편 근래에 개인마다 스트 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

른 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Blok과 Gjerde는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을 부정 이거나 스트 스의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처하는 응능력으로 스트 스나 역경, 
인 환경에도 건강하게 응하는 개념으로 설명하 다

[2,재인용]. 자아탄력성이 뛰어난 교사는 어려운 문제들
을 해결하는데 활동 이고 정  근을 하며 스트 스 

상황을 헤쳐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아탄
력성이 낮은 교사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미리 포기하고 

감정  표 이 부정 이며 의지가 약해 더 소진되는 상

황이 있는 것으로 상하고 있다[16].
[2]도 높은 수 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교사는 낙

이고 극 인 태도를 지녀 온정 인 계를 형성함으로

서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하 으며 보육교사 소진에 자

아탄력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아교사
의 소진에 향을 미침을 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가 

소진에 요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지 까지 연

구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근무환경을 단편 으로 살펴보

거나 사회인구학 인 변인에 다른 차이를 살펴 본 연구

가 부분이었다[17, 18]. 반면, 인간발달에서 가장 결정
 시기인 아기를 교육하는 아교사 상으로 자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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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Frequency Valid Percent

Less than 1yr old 43 21.5

Class Age 1yr old 102 50.1

2yrs old 55 27.5

 Twenties 132 66.0

Teachers' Age Thirties 60 30.0

Fourties more 8 4.0

Child Care Training Institude 22 11.0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ed University 160 80.0

Graduated University 18 9.0

Less then 1 Year 30 15.0

Work Experience 1~3 Years 50 25.0

4~6 Years 90 45.0

7 Years more 30 15.0

Table 1. General Characterization of Infant Teacher                                               (N=200)

력성  사회  지지와 심리  소진 간의 계는 아교

사의 내  특성과 환경  특성과의 계를 동시에 고려

하여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교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자

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계를 알아보고 상 인 

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아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

아탄력성  사회  지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교사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정도

는 어떠한가?
2. 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계

는 어떠한가?
3. 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 

인 아반 교사 230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체 배포한 230부의 설문지  응답이 부
실하거나 빠진 문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

상 200명을 선정하 다. 이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1) 소진

소진 척도는 [7]이 개발한 MBI척도를 수정한 [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 다. 총 16개의 문항으
로 정서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감 상실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해 5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에 

해 정서 으로 고갈되고, 냉정하며, 성취감과 유능감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
수는 정서  고갈 α=.80, 비인간화 α=.71, 개인  성취감 

상실 α=.70, 체 소진 α=.83 이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20]이 리포니아성격검사 

(California Personnality Inventory: CPI)의 29문항을 번
역한 것으로 이는 [2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이
다. 본 척도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자신감, 인 계 효

율성, 낙  태도, 분노조 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질문에 해 5  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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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ctors M SD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2.76 .68

Depersonaliz-ation 2.11 .66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2.74 .50

Total 2.63 .54

Ego-resilience

Self-confidence 3.57 .58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 3.41 .68

Optimistic attitude 3.64 .58

Anger regulation 3.20 .83

Total 3.53 .53

Variable Factors M SD

Soci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3.70 .55

Emotional support 3.79 .54

Material support 3.65 .55

Appraisal support 3.64 .55

Total 3.70 .52

Table 2. General Tendency to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Burnout of Infant Teacher

는 자신감 α=.88, 인 계 효율성 α=.79, 낙  태도 

α=.80, 분노조  α=.84, 체 자아탄력성 α=.82이다. 

3)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 척도는 [12]이 개발하고 [22]이 수정·보
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사회  지지 척도는 총 25
문항으로 정보  지지, 정서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질문

에 해 5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정보  지지 α=.85, 정서  지

지α=.88, 물질  지지α=.85, 평가  지지α=.91, 체 사

회  지지는 α=.88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문제 1에서는 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 편차를 구하 다. 연구문제 2에서는 
아교사의 소진과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Pearson의 률상 계수를 

활용하여 제시하 다. 연구문제 3에서는 아교사의 자

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상  향력

을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영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인 경향

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  표 편차를 산출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교사의 체 소진 평균은 2.63로 5  만 에 낮

은 수 을 보 다. 하  역별 평균 수를 살펴보면, 정
서고갈(M=2.76, SD=.68), 개인  성취감 상실(M=2.74, 
SD=.50), 비인간화(M=2.11, SD=.66)순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반 으로 모든 역에서 높은 

정도의 자아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  태도(M=3.64, SD=.58) 역의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경우에는 정서  지지

(M=3.79, SD=.54) 역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지지(M=3.64, SD=.55) 역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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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Total
Burn-out 

Ego-
resilience

Self-confidence -.54*** -.40*** -.46*** -.56***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 -.48*** -.38*** -.36*** -.49***

Optimistic attitude -.61*** -.52*** -.56*** -.68***

Anger regulation -.36*** -.34*** -.35*** -.40***

Soci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18* -.23** -.28*** -.25**

Emotional support -.45*** -.37*** -.49*** -.51***

Material support -.30*** -.29*** -.34*** -.35***

Appraisal support -.36*** -.36***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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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ion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o Infant Teachers' Burnout

Variable
Step1 step2

b β b β

Soci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31  -.32*** -.19 -.19*

Emotional Support -.57 -.57*** -.29 -.29**

Material Support -.05 -.04 -.08 -.07

Appraisal Support -.16 -.17* -.09  -.08

Ego-

resilience

Self-confidence -.0.8 -.08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 -.10 -.12

Optimistic attitude -.43 -.46***

Anger regulation -.24 -.20**

R2 .25 .52

R2 Increase .27

F 20.75***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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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o Infant Teachers' Burnout

3.2 영아교사의 소진,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교사의 소진은 자
아탄력성 하 요인과 사회  지지 하 요인 간에 유의미

한 부  상 계를 산출하 다. 먼  소진과 자아탄력성 
간의 계를 보면, 소진과 자아탄력성 간에 r=-.34~-.61 
사이의 유의한 부  상 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자아탄력
성의 하 요인  ‘낙 태도’와 소진 사이의 상 계

가 높게 나타났다. 즉, 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소진을 경험하는 수 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진과 사회  지지의 간에서는 r=-.18~-.51 사이의 유
의한 부  상 계수가 산출되었으며 특히, ‘정서  지지’
와 소진  하 요인 사이의 상 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아교사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의 수 이 

낮으며 특히, 정서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 수 이 낮다

고 할 수 있다. 

3.3 영아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 사회

적 지지의 영향력

아교사의 소진 체에 향을 주는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상  향력을 비교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Table 4]에 제시하 다. 
1단계에서는 사회  지지는 25%의 설명력이 있었으

며, 2단계에서 투입된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소진을 27%
추가로 증가시켜 총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낙  태도’(β=.46, p<.001), ‘정서  지

지’(β=-.29, p<.01), ‘분노조 ’(β=-.20, p<.01), ‘정보  지

지’(β=-.19, p<.05) 순으로 소진과 유의한 계를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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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낙  태도를 취할수록, 정서  지지가 

높을수록, 분노조 을 잘 할수록, 정보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교사의 소진에 향을 주는 자아탄력

성과 사회  지지가 어떠한 련성을 지니는가를 분석하

고 변인들의 상  향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논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교사들이 느끼는 소진 정도는 그리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아교사 소진의 하  역별 평균 수를 살펴보면, 정
서  고갈 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인간화 역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아와 부분의 시
간을 보내는 아교사의 경우 아의 발달 특성상 일방

 배려와 이해의 빈도가 높고 과다한 업무로 정서  스

트 스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하며, 성인들과 상호작용
하는 직업과 달리 상 으로 비인간화는 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평균보다 비교  높

은 수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에 있어 하  요

인  낙  태도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 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교사들은 낮은 복지 수

과 처우 수 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온정 인 계형성

으로 낙  태도를 가지고 힘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교사들의 사회  지지도 평균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
 지지  정서  지지 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평가  지지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교사
들은 직장 내에서 원장이나 동료교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는 것이 사회  지지의 요구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소진 사이의 상

계는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과 자아탄력성 간에 유
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낸 [2, 16]의 연구와 일치하
는데, 이는 아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인 계를 조

화롭게 형성하며 낙천 인 태도로 분노를 잘 조 하면서 

소진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교사의 소진을 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아탄력성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아교사의 사회  지지와 소진 간의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교사의 사회
 지지와 소진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아교사는 사회  지지의 

경험이 높을수록 정서 으로 행복하고, 온정 인 인

계를 형성하며 성취감의 만족으로 소진을 게 경험 할 

수 있다. 즉, 사회  지지는 아교사의 소진을 이는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아교사의 소진에 한 사회  지지와 자아탄

력성의 향력에 해 살펴본 결과, 아교사의 소진 
체에 해서는 사회  지지 하  요인  ‘정서  지지’, 
‘정보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낙  태

도’, ‘분노조 ’이 약 52% 정도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즉, 아교사의 소진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자아탄
력성과 사회  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소진에 
해 사회  지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이 조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2]연구와 [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아교사의 낙 인 태도로 폭 넓은 사랑과 감

정을 공감하면서 온정 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상황에 

한 정보를 정 으로 활용하는 아교사가 소진을 

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아교사의 소진을 방하는 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를 향상 시켜주는 증진 로그

램의 개발과 활용에 한 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증진을 한 

직무교육, 보수교육, 승 교육 등에서 사회  지지와 자

아탄력성과 련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 지역의 아교사만을 상으

로 하여 산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을 지닌다. 
둘째, 아교사의 소진과 련하여 아교사 자신의 자

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소진을 방하여 아의 발달에 
정 인 향을 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셋째, 아교사 소진과 련한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 증진과 련한 교사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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