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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을 분류하고 그 군집 유형에 따른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대구·경북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43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육교

사들의 정서노동 유형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정서노동의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은 고정서노동형, 정서조화형, 정서억제형, 정서자연형의 4가지로 나누어 졌다. 

둘째, 이 군집 유형들에 따라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서노동형 보육교사들의 대인스트레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정서조화형 보육교사들의 대인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

며,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결론적으로 정서조화형 집단의 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겪게되는 대인스트레스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줄

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도 높아 정서조화형의 보육교사가 가장 효율적인 정서노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lusters of the preschool teacher’s emotional labor strateg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inter-personal stress and self esteem. 437 pre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K- means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As a resul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4 clusters of the 

preschool teacher’s emotional labor strategies, which were ‘High emotional labor type’, ‘Harmonic emotional labor type’, ‘Suppressed 

emotional labor typ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stress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the type of cluster. Preschool 

teachers in the ‘High emotional labor type’ showed a high level of inter-personal stress and low level of self-esteem. However, 

preschool teachers in the ‘Harmonic emotional labor type’ showed a low level of inter-personal stress and high level of self-esteem. 

Therefore, ‘Harmonic emotional labor type’ can be the most efficient emotional labor clus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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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교육의 효과는 유능한 교사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한 성찰과 많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 보내면서 유아를 돌보

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보육교사는 과도한 정서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토로하고 있다. 

정서노동은 개인의 정서를 조직하고 직업군의 규범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1]을 의미한다. 정서노동은 

감정노동, 정서노동 전략, 감정노동유형 등으로 번역되어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면적 행동, 표면적 행

동, 자연적 행동으로 구분된다[2,3]. 내면적 행동은 애써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여 실제로 느끼지 않은 감정을 진심으로 경험하

기 위해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면적 행동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조직 표현규범에 맞추어 순응하는 것이며, 

자연적 행동은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억제하지 않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노동은 

조직 또는 직업의 규칙에 맞게 관리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일대일의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서

적 행동이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정서 소모가 많은 직업군에서 정서노동이 개인의 정

서에 영향을 주어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1].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자신이 소속된 유아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규칙 등에 맞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노동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는 정서노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조직이 규칙에 맞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내면적으로 조절

하거나 통제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동료교사나 기관장과의 갈등

이 일어날 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를 자제하고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

신의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즐거움을 가장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표면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실제로 동료 보육교

사나 원장,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업무의 과부하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도록 노력

함으로써 내면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

내거나 보육교사가 실제 경험하는 정서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보육교사들은 실제 보육현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실제적 감정상태와 표현되는 정서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때로는 있는 정서 그

대로 표현하기도 하며, 실제와 다른 정서를 꾸며내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보육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가장 알맞은 

정서를 내적으로 조절하고 그에 따라 표현하는 내면적 행동만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인 내면적 행동, 표면적 행

동, 자연적 행동의 정서노동을 유사한 수준으로 모두 사용한다[3].

최근에는 군집분석 등으로 정서노동을 유형화하는 프로파일 중심의 접근법(profile oriented approach)이 시도되고 있다[3-6].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 군집화하여 분석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파일 중심 접근법은 개인의 특성을 정의하고 반영하며, 개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7]. 또한 공통 특징

을 공유한 집단을 밝히는 것은 특히 적응성이 결여된 집단군을 밝히고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군집으로 개인을 구분해 볼 경우 개인에 따라 특정 정서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개인 집단군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공통의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나눌 경우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도 다를 수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유형화 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이후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의 중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이 어떻게 군집으로 유형화되고 이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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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사의 심리적 특성 중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

에서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경쟁과 상급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학부모, 동료보육교사, 원장과 갈등을 겪는다[8,9]. 보육교사는 

특히 특성상 소규모 집단에서 기관장 및 동료 교사들과 업무를 수행하므로 특히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

하면 심각한 대인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표현되어지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10],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중

요한 변인이라는 측면에서[4],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개

인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 접근법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군집 유형에 따라 정서노동의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군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의 군집 유형을 파악하여 집단에 

다른 취약점을 고려하여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대인스트레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본 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 경북지역의 민간, 국 ‧ 공립, 직장보육시설에 근무하는 437명의 보육교사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of childcare teachers (N=437)

변인 구분 명(%)

기관유형

민간어린이집 144(33.0)

국 ‧ 공립어린이집 221(50.6)

직장어린이집 72(16.4)

연령

30세 미만 206(47.1)

30~40세 141(32.3)

40세 이상 90(20.6)

학력

고등학교 졸 47(10.8)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275(62.9)

4년제 대학 이상 1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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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of childcare teachers (N=437) (Continue)

변인 구분 명(%)

경력

1년 미만 83(19.1)

1~3년 미만 140(32.0)

3~5년 미만 115(26.3)

5~10년 미만 80(18.3)

10년 이상 19(4.3)

담당학급 연령

만 0~1세 97(22.2)

만 2세 134(30.7)

만 3세 이상 206(47.1)

2.2 연구도구

2.2.1 정서노동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정서노동에 관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11]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 자연적 행동의 3개의 요인이 포함된 총 문항의 수는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적 행동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서를 가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느낀 정서를 기관의 정서표현 규범에 따라 적

절하게 자신의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고 변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정서와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것

처럼 꾸며서 표현한다.’ 등과 같은 5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면적 행동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일과 속에서 예측되는 상황을 통해 그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만들어

서 노력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아교사로서 기대되는 정서(칭찬함, 격려함 등)

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과 같은 5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적 행동은 보육교사가 느낀 실제적 정서를 기관의 정서표현 규범에 따라 부합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으로 변

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적 정서와 외현적 정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들이 나타내는 정서에 별다른 노

력이나 꾸밈없이 쉽고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긍정적 정서(칭찬함, 격려함 등)를 진심으로 표현한다’ 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5

점 평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정서노동전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노동 전략 척도의 전

체신뢰도(Cronbach α)는 .75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면적 행동 .75, 내면적 행동 .83, 자연적 행동 .67이었다.

2.2.2 대인스트레스 

보육교사의 대인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2]. 총 문항의 수는 15개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장님은 종종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고 생각한다.’, ‘원장님은 내가 한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원장님과의 관계 5문항, ‘나는 내 목표와 동료 교사들의 목표가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료 

교사들과 업무 문제로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 등과 같은 동료 보육교사와의 관계 5문항, ‘나는 학부모와 의견이 상반되어 부딪

칠 때가 있다.’, ‘나는 스스로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과 같은 학부모와의 관계 5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문항은 5점 평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장과의 관계, 동료보

육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의 총합으로 대인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스트레스 척도의 전체신뢰

도(Cronbach α)는 .77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원장과의 관계 .64, 동료 보육교사와의 관계 .88, 학부모와의 관계 .7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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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8)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백혜원(1993)이 번안하고 송경아(2008)

가 수정 ‧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13].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을 하도

록 되어있다. 총점의 점수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송경아(2008)가 보고한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요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관련전공학과 교수 2인과 박사과정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7일부터 1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부정적 문항을 긍정적인 문구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4

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구 ‧ 경북 소재 민간, 국 ‧ 공립, 직장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기관장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응답한 질문

지는 연구자가 직접 재방문을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원거리에 있는 보육기관은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437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들의 정

서노동을 군집화 하기 위하여 정서노동의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각 대상들의 특성 

변수들을 이용하여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리를 계산하고 이 지표에 의해 유사한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

상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방법인데, K-means 군집분석은 군집분석을 기초로 종속변수의 차이검증에 목적을 두고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얻어진 군집의 수를 바탕으로 K개의 시작점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

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별로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을 군집분석한 결과 Table 2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개의 군집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보육교

사는 다음의 4가지 군집 유형 중 한 가지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네 개의 군집 유형은 1집

단(28.3%), 2집단(20.4%), 3집단(31.8%), 4집단(19.5%)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서노동형은 자연적 노동과 표면적 노동, 내면적 노동 모두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보육교사는 124명

(28.3%)이었다. 정서조화형은 자연적 노동과 내면적 노동을 주로 사용하고, 표면적 노동은 평균보다 적게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보육교사는 89명(20.4%)이었다. 정서억제형은 자연적 노동과 내면적 노동은 평균보다 적게 사용하며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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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보육교사는 139명(31.8%)이었다. 정서자연형은 자연적 노동을 주로 

사용하며 표면적 노동과 내면적 노동은 평균보다 적게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보육교사는 85명(19.5 %)이었다. 

Table 2.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cluster types and distribution (N=437)

고정서노동형 정서조화형 정서억제형 정서자연형

자연적 노동 .69    .69 -1.17   .19

표현적 노동 .83 -1.01    .16  -.41

내면적 노동 .72    .58   -.43  -.97

군집분포 124명(28.3%) 89명(20.4%) 139명(31.8%) 85명(19.5%)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0. SD = 1.

Fig. 1. Chart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cluster types 

3.2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별 대인스트레스의 차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대인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대인스트레스(F=16.79, p<.001)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후검증 결과 정서노동의 유형 중 대인스트레스는 정서억제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2.58). 또한 정서조화형(M=1.98)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inter-personal stress by edu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cluster types

군집유형
고정서노동형 정서조화형 정서억제형 정서자연형

F
M(SD) M(SD) M(SD) M(SD)

대인스트레스 2.21(.65)a 1.98(.48)a 2.58(.79)b 2.38(.57)ab 16.7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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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별 자아존중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

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F=17.48, p<.001)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정서노동의 유형 중 자아존중감은 고정서노동형에서 가장 높은 것(M=3.30)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억제형이 가장 낮은 것

(M=2.90)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self-esteem by edu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cluster types

군집유형
고정서노동형 정서조화형 정서억제형 정서자연형

F
M(SD)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30(.40)ab 3.18(.32)ab 2.90(.57)c 3.08(.44)bc 17.48***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이 어떠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군집 유형에 따라 대인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정서노동이 어떠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정서노동형, 정

서조화형, 정서억제형, 정서자연형 등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다. 고정서노동형은 자연적, 표면적, 내면적 행동을 모두 많이 하는 

교사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요구되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스스로 가

치와 신념을 재점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때로는 실제정서와 다른 정서를 꾸며내기도 하는 등 정

서노동의 하위 요소 모두를 골고루 사용하며 많은 정서노동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보육교사로서 기대되는 정

서를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를 인식하고 수행함에 있어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서조화형은 자연적, 내면적 행동을 많이 하고, 표면적 행동은 적게 하는 교사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실

제정서와 표현정서가 일치하여 정서적 불일치가 적고, 긍정정서를 표현하되 표현정서를 실제로도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

으로 내적인 정서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정서조화형 교사들은 개인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억제형

은 자연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이 적고, 표면적 행동을 많이 하는 교사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실제정서를 숨기고 보육교사에게 적

합한 정서로 가장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일치를 많이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자연형은 자연적 행동은 많이 하나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은 적게 하는 교사들의 집단이다. 

연구대상의 군집별 분포는 고정서노동형과 정서억제형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정서조화형과 정서자연형은 낮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많은 수의 보육교사가 고정서노동형과 정서억제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는 보육교사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서노동

을 보인다는 연구[4,15]와 일치하고, 정서노동 중에서 표면적 행동이 가장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4,16]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많은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며 정서적 불일치를 경험하면서도 기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정서노동을 

많이 하고 있어 과도한 정서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대인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교

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 중 대인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유형은 정서억제형으로 이러한 유형의 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자신

의 실제정서를 숨기거나 가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일치를 많이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면적 행동이 높은 정서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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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유아보육기관의 정서표현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실제 정서를 억제해야 하는 정서적 노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은 바로 정서적 불일치를 초래하고 이에 정서억제형 교사들이 대인스트레스를 높게 경

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추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자신의 가치와 규범에 일치할 수 있도

록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정서를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도록 표면적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다. 한편, 정서조화형이 다른 군집 유형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서조화형이 다른 군집보다 대인스트레스가 

낮은 이유는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정서를 가장하거나 꾸며 내지 않고 내면적으로도 스스로 교사로서 사명감과 

책무를 다짐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상황에서도 정서를 바르고 건강하게 표

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과도한 정서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보육교사의 경우 

정서노동을 겪더라도 적절히 자신의 정서를 자연적으로 표현하고 내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

는 등의 정서조화형의 보육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서노동형과 정서조

화형, 정서자연형 보육교사는 정서억제형 보육교사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자아존중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

출하고 교사로서의 가치와 규범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육현장의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은 고정서노동형, 정서조화형, 정

서억제형, 정서자연형 등 4개의 군집으로 확인되었으며, 많은 보육교사가 고정서노동형, 정서억제형 집단에 포함되어 보육교사

는 높은 수준의 정서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상대하는 감정노동자로서 동료와 

학부모를 대할 때 나타나는 정서표현을 위한 정서적 노력과 정서의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높은 

정서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정서를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정서조화형의 정서노

동을 수행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서노동 관리전략을 포함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조화형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연적 행동, 내면적 행동을 많이 수행하고 표면적 행동을 비교적 낮게 수행함으

로써 가장 효율적인 정서노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무상황에서도 정서를 바르고 건강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내면의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육교사의 가치관이나 신념, 사명감 등에 초점을 맞춘 교사 코칭 프로그램이나 멘토 제도를 통해 정서노동이 과잉된 상태라 하

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정서조화형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연령별, 직무와 근무환경의 차이에 따라 교사

의 정서노동 군집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결과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노동 군집유형에 따른 차이를 대인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등 일부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영역의 유형별 특성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실제로 

보육교사가 어떠한 정서노동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군집유형을 나누어 보았으며, 이러한 군집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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