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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보육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 
직업선택 동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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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childcare teachers’ 
attachment history, motivation for selecting a job, and quality of interac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childcare teachers’ motivation for job selection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 
Methods: The study recruited 802 childcare teachers in charge of infants aged 0-2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quota sample method. Childcare teachers were requested to fill in questionnaires of 
their own attachment history, motivation for selecting their job, and interaction quality.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ey variables of our interest, and the interactive effect of motivation for selecting a job.
Results: Our main findings reported that childcare teachers’ active motivation and passive motivation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attachment history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 Specifically, teachers who have more active motivation showed a higher quality of inter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and teachers who have more passive motivation demonstrated a low quality of 
inter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Childcare teachers’ motivation for selecting a job is an important factor for 
understanding teachers’ competency. Teachers’ positive and voluntary motivation to their job should 
be considered when training teachers.

Keywords: childcare teachers’ attachment history, motivation for selecting a job, quality of infant-
teach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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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

할로 여겨왔던 자녀의 양육을 사회가 일부 책임을 지는 공공

의 역할이 주목받아왔다. 2013년부터는 0-5세 무상보육이 실

시되면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졌고, 최

근 공개된 보육통계에서는 국내 만 0-2세의 영아의 취원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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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MHW], 2019). 이는 많은 영아가 어린 시기부터 부모

가 아닌 보육교사에 의한 대리 양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육

교사와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이는 보육교사의 업무적, 개인적, 심리적 특성도 어머

니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여러 연구에서 영아기에 경험하는 보육의 질은 이후 인지

적 발달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능력, 문제행동과

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elsky et al., 200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NICHD ECCRN], 2004; 

Vandell et al., 2010). 특히,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보육기관의 

질을 평정하였을 때,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한 영아

들이 그렇지 않은 영아들에 비해 3살이 되었을 때, 사회 · 정

서와 인지 및 언어의 점수가 높았고(NICHD ECCRN, 2000, 

2002; NICHD ECCRN & Duncan, 2003), 이는 15살이 될 때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dell et al., 2010). 이처럼 

교사의 상호작용 질은 보육기관의 질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

로(Dunn, 1993; Finn & Pannozzo, 2004) 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을 개선하

는 노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시간을 영아들과 함께 보내는 영아반 보육교사는 교

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간 이외에 수면, 식사, 배변 지

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로

서 역할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이

전 시기인 영아를 담당하는 양육자에게 중요한 상호작용 기술

은 영아의 신호와 요구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

는 능력으로( J. Lee & Sung, 2015), 주 양육자와 영아 간의 질 높

은 상호작용은 이후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의 토대가 된다

(Eshel, Daelmans, Mello, & Martines, 2006; Tronick, 1989). 본 연

구에서 보육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란 영아가 요구하는 바

를 이해하고 민감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며, 영아가 새로운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아에게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살펴보았다(Arnett, 1989; Howes, 

Galinsky, & Kontos, 1998; Rentzou & Sakellariou, 2011). 

또한 영아반 보육교사는 부모와 같이 돌봄과 양육의 역할

을 수행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

성들과 유사하게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

모와 교사의 양육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심리적

인 특성에는 원부모와 형성한 애착을 꼽을 수 있다. 애착 이론

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은 내

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

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88;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또한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

의 원형으로 작용하여 이후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

고(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어린 시절 형성한 

애착 경험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양육 행동과도 큰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Cowan & Cowan, 2009).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로 부모의 애착불안을 살펴본 H.-W. Kim과 Yoo (2017)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원부모와

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D. Lee, 2013; Won & Choi, 

2015). 관계에 대한 친밀한 경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교사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반응

적인 상호작용을 하였고(K.-R. Lee & Moon, 2016), 훈육방식

도 긍정적이었다(M. H. Kim & Park, 2013). 양육의 중요한 주

체로서 영 · 유아 교사가 지각한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 성인애

착, 교사-영 · 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H. J. 

Sung (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아동기 경험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정 유형의 애착의 정도를 

평정하거나 관계에 대한 경험, 원부모와의 애착 지각 등을 통

해 성인애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애착히스토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애착히스토리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 친구 등과의 관계

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으로 정의한다(Pottharst & Kesler, 1990). 

이와 유사하게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부모와의 애착이 영아를 

대하는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J. Lee와 Lee (2016)

의 연구에서 교사의 모에 대한 애착 지각이 교사-영아 상호작

용 유형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 경험의 다양성, 반응적 태도

와 강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Y. Lee와 Chae 

(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가족 간의 상호작용, 부모의 훈육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유아와의 관계

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원부모에게 

받은 훈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유아들의 관계를 덜 친

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Kesner, 2000)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교사의 애착 인식이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서 다른 심리적인 변인들의 역할도 밝혀지고 있다. 교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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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정감이 애착히스토리와 유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매개

하였고(G.-Y. Lee & Chae, 2016), 교사의 성인애착 유형이 상호

작용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공감능력( J.-Y. Lee, Jang, 

& Yoon, 2019)과 정서노동( J. Lee & Lee, 2016)이 매개적 역할

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가 인식한 부정적 애착히스

토리가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영향을 

상쇄해줄 수 있는 조절적인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적다. 교사

가 애착히스토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영아들의 건강

한 성장과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조절 변인들을 탐색하고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상호작용 질의 관

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교사의 심리적 변인으로 교사의 직업선

택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기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을 지속시키는 내

적 상태로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수행의 근원이다(Nam-

Kung, 2011; Woolfolk, Hughes, & Walkup, 2012). 즉, 동기는 자

신이 선택한 직무에 대한 행동의 방향과 지속기간 및 몰입 정

도를 결정짓는 역동적 힘으로(Latham & Pinder, 2005) 교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교사의 직업을 선택하였는지는 교사

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역할 수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Mustafa & Othman, 2010; J.-E. Oh, Suh, & Yi, 2016). 다시 말

해,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사명감

과 태도 및 가치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이는 영·유아들

과 보육하는 교사들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Inayatullah & Jehangir, 2012; Ofoegbu, 2004). 

교사직을 선택하는 동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Huber- 

man, Grounauer와 Marti (1993)는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세 가

지 동기로 분류하였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고려하

여 교사직을 선택한 능동적 동기, 교사라는 직업을 경제적으

로 안정적이고 신분보장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한 물질

적 동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위의 권유나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선택하게 된 

수동적 동기로 구분하였다(Y. Choi & Kim, 2019; Nam-Kung, 

2011). 교사라는 직업을 능동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택한 경우, 

교사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높았고(H. J. Lee, 

2017; S. J. Oh & Jang, 2011), 교육에 더욱 헌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 Choi & Hong, 2013; Seo & Lee, 2017). 또한 자아실

현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 보육교사가 기관의 적응을 잘하였고

(Y. Choi & Kim, 2019), 역할 수행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Moon, 2017). 이를 통해 영아반 보육교사가 직업을 선

택한 능동적 동기는 교사의 역할 수행의 중요한 측면인 교사

의 상호작용 질과도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교사가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 보상

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 직무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적 안정성의 이

유로 교사를 선택한 경우 직무능력이 더 낮았으며(S. J. Oh & 

Jang, 2011),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Jo와 Yang (199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물질적 동기가 교사의 생활지도, 학급경

영, 교육 연구 능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

들에서는 물질적 동기도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교

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물질적 

동기가 높은 경우 기관 적응을 잘하고(Y. Choi & Kim, 2019), 

직무수행이 높았으며(Park & Moon, 2017), 교직 헌신과도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결과( J. Y. Choi, 2006; Kang, Park, & 

Lee, 2019)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물질적 동기와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물질적 동기와 교사의 직무능력

의 한 측면으로서 상호작용 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주변의 권유나 다른 직업의 취업이 어려

워 불가피하게 교사를 선택한 경우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내재적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여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Cho & Yang, 2007).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수동적 동기는 교

사의 직업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Y. Choi & Kim, 2019), 

수동적 동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타인의 권유나 의도치 않

게 교사를 선택한 우발적 동기는 역할 수행의 하위요인인 보

육 및 기본생활지도, 관련 역할 수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Park & Moon, 2017). S. J. Oh와 Jang (2011)의 연구에서도 우

발적 동기와 직무능력, 학습 지도 능력의 부적 상관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동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

작용 질과 부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부정적이더라도 

교사를 선택한 동기가 능동적이면 자신의 역량을 더욱 잘 수

행하므로(H. J. Lee, 2017; S. J. Oh & Jang, 2011; Ryan & Deci, 

2000) 애착히스토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여 영아와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다. 반대로 교사의 직업선택이 

능동적이지 않고 타인의 권유로 교사직을 선택한 경우 교사로

서 잘 해야한다는 노력이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수행능력이 떨

어져(Cho & Yang, 2007; S. J. Oh & Jang, 2011; Park & Moon, 

2017)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이 그

대로 교사의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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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영아반 보육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교사 업무 수행능

력의 중요한 측면인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가 직

업에 대해 어떠한 동기(능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

기)를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의 상호작용이나 

영 · 유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구체적인 직업선택 동기의 역할

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

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조절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반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교사

를 채용함에 있어서 직업선택 동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육

교사의 사전교육 및 현직교육에서 교사의 상호작용 질을 높이

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교육 내용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직업선택 동기(능

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기), 상호작용 질 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반 보육교사의 직업선택 동기(능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기)는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for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ivat- 
ion for selecting a job.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보육교사 82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보육통계(MHW, 2018)에

서 조사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만 0-2세반 담당) 교

사 175,448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

남, 세종,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에 근무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에 비례하여 표

집해야 할 교사의 수를 계획하였다. 또한 계획된 각 지역의 교

사 수는 기관의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사립, 

가정, 직장)의 수의 비율로 다시 나누어 지역과 기관의 유형에 

비례한 비례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총 수집된 821부의 설문

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02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802명의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보육

교사 중 592명(73.8%)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연

령은 46세∼50세의 교사가 184명(22.9%)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는 41세∼45세 교사 176명(21.9%), 36세∼40세 교사 

122명(15.2%), 31세∼35세 교사 88명(11.0%), 26세∼30세 교

사 76명(9.5%), 20세∼25세 교사 66명(8.2%), 51세∼55세 교

사 52명(6.5%), 56세∼60세 교사 13명(1.6%)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의 경우, 2-3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보육교사가 339명

(4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교사 225명(28.1%),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교사 114명(14.2%), 

학점은행제를 졸업한 교사 46명(5.7%), 대학원 졸업 이상인 

교사 39명(4.9%), 4년제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교사 23명

(2.9%), 3년제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교사 4명(0.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경로를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와 대

학/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Suh, Park, & Suh, 2014).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114명(14.2%), 학점

은행제는 46명(5.7%), 사이버대학교와 대학/대학원을 통해 자

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630명(78.6%)이었다. 연구대상인 보육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과 근무하는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은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교사의 애착히스토리는 Pottharst와 Kesler (1990)가 개발한 

Attachment History Questionnaire (AHQ)를 본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하고, 아동학 전공 교수가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부모에게 받은 양육의 경험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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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 질문들과 ‘가족 상호작용’, ‘부모의 훈육’, ‘친구와 지지체

계’의 하위요인을 평정하는 5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상호작용은 “얼마나 자주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거나 보

살핌을 받았나요?” 등의 2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의 훈

육은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셨나요?” 등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친구와 지지체계는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

구들은 선생님을 도와주나요?”를 포함한 객관식 12문항과 “친

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나요?” 등의 주관식 3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러나 애착히스토리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

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에 해당하는 가족 상호작용의 3문

항과 친구와 지지체계의 3문항을 삭제하였다. 가족 상호작용

에서 삭제된 문항들은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자살하겠

다고 위협한 적이 있나요?”,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실제

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지금 또는 과거에 부모님의 

안전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의 문

항으로 문항의 내용이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가족의 일반

적인 상호작용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 친구와 지지체계에서는 하위요인과의 상관이 낮으며 교사

Table 1
Feature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 Variable Categories n (%)
Teachers’ sex Female   802 (100) Teachers’ marital status Married 592 (73.8)

Single 200 (24.9) Male  0 (0) 
No response 10 (  1.2)

Teachers’ age Over 20~under 25 66 (  8.2) Teachers’ 
education level

Credit banking system 46 (  5.7) 
Over 26~under 30 76 (  9.5) Teacher training center 114 (14.2) 
Over 31~under 35 88 (11.0) Three year cyber university 4 (  0.5) 
Over 36~under 40 122 (15.2) Two or three year college 339 (42.3) 
Over 41~under 45 176 (21.9) Four year cyber university 23 (  2.9)
Over 46~under 50 184 (22.9)
Over 51~under 55 52 (  6.5) Four year university 225 (28.1)
Over 56~under 60  13 (  1.6)

Graduate school 39 (  4.9)
No response 25 (  3.1) 

No response 12 (  1.5)
Type of childcare 
centers which  
teachers work

Public 65 (  8.1) Province where 
teachers work

Seoul 134 (16.7)
Busan 42 (  5.2)
Daegu 34 (  4.2)Social Welfare Organization 26 (  3.2) 
Incheon 45 (  5.6)
Gwangju 27 (  3.4)
Daejeon 24 (  3.0)Corporation 20 (  2.5) 
Ulsan 17 (  2.1)
Sejong 7 (  0.9)
Gyeonggi 229 (28.6)Private  318 (39.7) 
Gangwon 20 (  2.5)
Chungbuk 23 (  2.9)Family Home Care  332 (41.4) 
Chungnam 35 (  4.4)
Jeonbuk 28 (  3.5)
Jeonnam 25 (  3.1) Workplace 41 (  5.1) 
Gyeongbuk 40 (  5.0)
Gyeongnam 60 (  7.5)
Jeju 12 (  1.5)

Note. N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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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체계에 대한 경험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문장으

로 판단된 “얼마나 자주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나요?”,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위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편

한가요?”의 2문항을 삭제하였다. 추가적으로 하위요인과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친구들이 논

쟁하거나 싸울 때, 얼마나 자주 그것이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느끼나요?”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3문항을 삭제하였다. 

객관식 문항들은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
지 않았다의 1점에서 항상 그랬다의 7점으로 평정하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식 문항과 삭제된 문항들을 제외하여 가족 상

호작용 22문항, 부모의 훈육 17문항, 친구와 지지체계 9문항

으로 총 48개의 객관식 문항들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애착히스토리 총점의 범위는 137점에서 324점으로 나타났다. 

애착히스토리의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가 어린 시절 부모, 친

구 등과 형성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가족 상호작용이 .82, 

부모의 훈육이 .93, 친구와 지지체계는 .72이며 애착히스토리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는 Huberman 등(1993)이 제시한 교직선

택 동기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제작된 Nam-Kung (2011)의 유

아교사 교직선택동기 도구에서 유아교사를 보육교사로 유아

를 영아로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보육교사

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측정하며, 3개의 하위요인 ‘능

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능

동적 동기는 교사의 적성과 흥미,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직업을 선택하였는지를 평정하며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물질적 동기는 보육교사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여

유를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신분보장의 여부가 가능한지를 기

준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수동적 동기는 교사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이 권

유하거나 상황적인 여건에 의해 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경우

로 5문항으로 측정한다. 총 15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각각의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

체 문항의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

도는 능동적 동기가 .81. 물질적 동기가 67. 수동적 동기가 .64

이었다. 

교사의 상호작용 질

교사-영아의 상호작용 질은 Arnett (1989)이 개발하고 Colwell, 

Gorden, Fujimoto, Kaestner와 Koreman (2013)이 보육기관에서 

타당화한 Caregiver Interaction Scale (CIS)를 번안하고 아동학 

전공 교수가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

문지로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교사가 평정하였다. 본

래 상호작용 질 척도는 민감성(10문항), 엄격함(9문항), 무관

심(4문항), 허용(3문항)의 총 26문항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개

발되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일반요인(general factor)과 일반요인

이 설명하지 못하는 집단요인(group factor)으로 이루어진 쌍

요인(bifactor)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Colwell et al, 

2013; Hindman, Pendergast, & Gooze, 2016). 또한 쌍요인 모형

은 일반요인이 전체 척도 점수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적용하기보다는 총점을 사용하

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하였다(Shin & Lee, 2017; 

Thege, Kovács, & Balog, 2014).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으로 서

술된 14문항들을 역코딩하고 26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여 교사

의 상호작용 질 점수로 사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14점에서 

95점으로 나타났다. 총점이 높을수록 영아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아에게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

지 않은 교사에 해당한다. 교사의 상호작용 질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 지역별로 할당된 교사를 표집하기 위

하여 해당 도에서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직접 찾아

가 참여협조를 구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기관

장의 참여협조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은 우편을 이용하여 동의서

와 설문지를 기관으로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총 821명이 연구대상이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교사들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연구

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 기존에 유아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상

으로 사용된 애착히스토리 도구와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경

우 영아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

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세 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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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가족 상호작용, 부모의 훈육, 친구와 지지체계)으로 구

성된 애착히스토리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문항들이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요

인부하량의 기준은 요인을 해석하기에 적절한 최소한의 수

준이 .30∼.40 이상이라는 통상적인 기준과 표본이 350명 이

상일 때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요인부하량 기준을 .30

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준을(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참고하여 연구대상이 800명 이상인 본 연구

에서도 요인부하량을 .30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요인부하

량이 .30 이하의 요인들을 확인하고 문항들의 내용 검토를 통

해 가족 상호작용에서 3문항, 친구와 지지체계에서 3문항을 

삭제하였다. 문항들의 삭제 후, 측정 오차 간의 공분산 설정을 

통한 애착히스토리의 최종 적합도는 χ2 = 3100.786, df = 1035, 

p = .000 TLI = .891, CFI = .900, RMSEA = .050로 Hu와 Bentley 

(1999)의 기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도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적용하여 사

용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위와 같이 요인부하량 .30을 기준으로 문항들이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검토한 결과 .30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문

항들은 없었으며 측정 오차 간 공분산 설정을 통한 최종 적합

도 지수는 χ2 = 545.057, df = 81,  p = .000 TLI = .820, CFI = .861, 

RMSEA = .085로 Hu와 Bentley (1999)의 기준에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애착히스토리와 직업선택 동

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두에서 카이제곱값에 대한 p값이 

.000으로 유의하였지만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해석

하고(Kline, 2005; Yu, 2012)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인구 · 사회학적 배

경과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

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

스토리, 직업선택 동기, 상호작용 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반 보육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가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상호

작용 질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 중심화를 실

시하고 상호작용 항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Results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직업선택 동기 및 상호작용 질 간의 관계 

영아반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연령, 학력, 보육교사 자격증

의 취득경로)은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 상호작용 질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어( J. S. Choi, 2017; de Schipper, 

Riksen-Walraven, & Geurts, 2007; Im & Chung, 2016) 본 연구

의 분석에 앞서 주요변인들과 사전 상관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학력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으며,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른 직업선택 동기와 상호작

용 질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교사의 자격증 취득경로(보육교

사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와 대학/대학원)에 따른 

교사의 능동적 동기(F(2, 787) = 1.381, p = .252), 물질적 동기

(F(2, 787) = 1.256, p = .285), 수동적 동기(F(2, 787) = .434, p = 

.648), 상호작용 질(F(2, 787) = 1.753, p = .174)의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배경변인 모두 연구의 주요변인들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교사의 연

령과 학력,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직업선택 동기(능동

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기) 및 상호작용 질 변인의 기

술통계 결과와 변인 간 상관계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직업선택 동기

(능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수동적 동기) 및 상호작용 질의 일

반적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교사의 애착히스토리의 평균은 

5.72로 나타났다.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능동적 동기의 평균은 3.61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동기

는 2.79, 수동적 동기는 2.37로 나타나 능동적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상호작용 질 

평균은 3.44로 나타났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상호작

용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5, p < .01). 이

는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의 상호

작용 질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사가 인식

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능동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고(r = .13,  p < .01), 수동적 동기와 부적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18, p < .01). 이는 교사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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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착히스토리가 긍정적일수록 능동적인 이유로 교사의 직

업을 선택하며, 수동적인 이유로 교사의 직업선택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직업을 선택한 동기 중, 능동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 = .24, p 

< .01), 수동적 동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21, p < .01). 교사의 물질적 동기는 교사의 상

호작용 질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가 능동

적인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고, 수동적인 이유로 교사라는 직업

을 덜 선택할수록 교사의 상호작용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능동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r = .13, p < 

.01), 교사의 수동적 동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r = -.16, p < .01).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는 교사의 물질적 동기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아반 보육교사가 애착히스토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록 직업선택에 있어서 더욱 능동적인 동기를 갖고, 수동적

인 동기는 덜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 = -.28∼.48, p < .01), 교사의 나이

와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선택 동기
의 조절효과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

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교사의 나이나 학력은 연구 변인들과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별로 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교사의 

능동적 동기와 수동적 동기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

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능동적 동기

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변인들의 중심화(centering)를 하였고,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VIF 지수가 

1.002∼1.020의 분포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

험은 배제되었다.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898으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

나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능동적 동기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3과 같이 1단계에 독립변인인 애착히스토리를 투

입하였고,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5, p < .001). 2단

계에 조절변수인 교사의 능동적 동기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교사의 능동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고(β = .21,  p < .001), 능동적 동기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

형의 설명력은 4%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교사

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교사의 능동적 동기의 상호작용 변

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유의한 영향을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1. Teachers’ age ―

2. Education level -.03 ―

3. Attachment history .03 .05 ―

4. Active motivation .13 -.01 .13** ―

5. Material motivation .01 -.04 .04 .48** ―

6. Passive motivation -.07 .01 -.18** -.28** .21** ―

7. Quality of interaction .08 .02 .25** .24** .04 -.21** ―

M 4.40 4.28 5.72 3.61 2.79 2.37 3.44
SD 1.78 1.63  .56  .72  .71  .72  .23
skewness -.372 -.308 -1.16 -.514 -.114 .180 -.651
Note. N = 80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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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능동적 

동기의 상호작용 효과(β = -.07,  p < .05)가 교사의 상호작용 질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능동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교사의 능동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능

동적 동기의 평균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상집단, 하집

단을 구분하였고 각 집단별로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단순기울

기검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Figure 2를 살펴보

면 능동적 동기가 상인 집단의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 간의 조합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b = 

0.93, t = 5.37,  p < .001). 능동적 동기가 낮은 하 집단의 경우도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 간의 유의

한 회귀선이 나타났다(b = 1.87, t = 11.60,  p < .001). Figure 2와 같

이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부정적일 경우, 교사의 능동

적 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상호작용 질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긍정

적인 경우에도 교사의 능동적 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상호작용 질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차이의 크기는 

애착히스토리가 부정적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의 능동적 

동기가 낮을수록 그 관계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

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수동적 동기의 

조절효과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수동적 동기의 조절효과 분석에 앞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s of Active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History and Quality 
of Interaction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Constant 82.31 82.31 82.37
Attachment history (A) 1.60 .25*** 1.42 .22*** 1.40 .22***
Active motivation (Z) 1.38 .21*** 1.38 .21***
Attachment history × Active motivation (A × Z) -.47 -.07*
F 51.37*** 46.48*** 32.75***
R2 .06 .10 .11
∆R2 .06*** .04*** .01*
Note. N = 802.
*p < .05. ***p < .001.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active motivation between attachment history and quality of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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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인들의 중심화(centering)를 하였고, 변인 간의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VIF 지수가 1.002∼1.034의 분포

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Durbin-

Watson 지수는 1.903으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

타나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1단계에 독립변인인 애착히스토리

를 투입하였고,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상호

작용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25, p < 

.001). 2단계에 조절변수인 교사의 수동적 동기를 추가로 투입

하였다. 교사의 수동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고( β = -.18, p < .001), 수동적 동기를 추가로 투입

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단계에

서는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교사의 수동적 동기의 상

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수동적 동기의 상호작용 효과( β = .10, p < .01)가 교사의 상호

작용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수동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교사의 수동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수

동적 동기의 평균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상집단, 하집단

을 구분하였고 각 집단별로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Figure 3을 살펴보면 수

동적 동기가 높은 상 집단의 경우,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 간의 유의한 회귀선이 나타났다(b = 1.95,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ssive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History and 
Quality of Interaction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Constant 82.31 82.31 82.41
Attachment history (A) 1.60 .25*** 1.43 .22*** 1.37 .21***
Passive motivation (Z) -1.16 -.18*** -1.14 -.18***
Attachment history × Passive motivation (A × Z) .58 .10**
F 51.37*** 39.72*** 29.06***
R2 .06 .09 .10
∆R2 .06*** .03*** .01**
Note. N = 802.
**p < .01. ***p < .001. 

Figure 3. Moderating effects of passive motivation between attachment history and quality of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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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11.26, p < .001). 수동적 동기가 낮은 하 집단에서도 교사가 인

식한 애착히스토리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 간의 조합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b = 0.79, t = 4.90, p < .001). Figure 3과 같이 교

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부정적일 경우, 교사의 수동적 동

기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상호작용 질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긍정적인 경

우에도 교사의 수동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교

사의 상호작용 질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차이의 크기는 애착히

스토리가 부정적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애착히

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의 수동적 동기가 

높을수록 그 관계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영아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

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선택 동기의 조

절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반 보육교사의 애착히스토리는 교사의 상호작

용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보

육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일수록 영아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더욱 애정적으

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 지각이 자녀

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K.-D. Lee, 2013; Won & 

Choi, 2015), 양육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영아반 보육교사 또한 

아동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에 대한 지각이 현장에서 영아와

의 관계를 맺거나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

구들(Kesner, 2000; G.-Y. Lee & Chae, 2016; J. Lee & Lee, 2016; 

Sung, 201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와는 달리 보육교사는 영아와 긍정적으로 관계

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양성과정, 현직교육 등

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

히스토리가 부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교육, 승급교육, 직무교육 시 교

육 내용으로 보육교사가 갖는 애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는 아동기 경험한 부정적인 양육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

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선택 동기 중 교사의 능동적 동기와 교사의 상호

작용 질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영아반 보육교사가 교사

라는 직업을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록 영아에게 더욱 애정을 갖고 대하며 적대적이거나 비판

적이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능동적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수

행과 유아 지도 능력이 높고(H. J. Lee, 2017; S. J. Oh & Jang, 

2011; Park & Moon, 2017), 보육에 더욱 헌신한다는 연구결과

(Seo & Lee, 2017)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므로 과

제수행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내적 동기에 대한 연

구결과들을(Brophy, 2004; Deci et al., 1991; Ryan & Deci, 2000)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동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즉, 교사가 타인의 권유나 상황

적인 이유로 교사를 하게 된 경우일수록 영아에게 적대적이

거나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애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의도가 아

닌 타인의 뜻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한 경우 직업적응이 어

렵고(Y. Choi & Kim, 2019), 역할 수행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들(Cho & Yang, 2007; S. J. Oh & Jang; Park & 

Moon, 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영아반 보육교사의 물질적 동기는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인 안

정성의 기준으로 교사를 선택하였을 경우 직무능력과 유의

한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Deci et al., 

1991; Jo & Yang, 1998; S. J. Oh & Jang, 2011). 그러나 물질적 

동기도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교사의 업무 수행 및 기관 적

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과는(J. Y. Choi, 2006; Y. Choi 

& Kim, 2019; Kang, Park, & Lee, 2019; Park & Moon, 2017) 상

반된 결과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을 높이기에는 보육교사

의 급여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고, 근무 환경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Ahn, Kim, & Ahn, 2015) 교사의 물질적 

동기와 상호작용 질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후속 연구에서 물질적인 동기가 교사의 직무능력이나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

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 능동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보육

교사가 자신의 적성과 자아실현을 고려하여 교사의 직업을 선

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

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교사가 직업선택을 능동적으로 하였을 때,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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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더욱 잘하고(H. J. Lee, 2017; S. J. Oh & Jang, 2011; Park 

& Moon, 2017), 수행을 잘하려는 의욕도 높다는(Ahn, Kim, & 

Ahn, 2015) 결과들을 토대로 교사의 부정적인 애착인식이 부

정적인 상호작용 질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교사의 능동적 동

기가 상쇄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동적 동기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적인 여건이나 타인의 권유로 교사의 직업을 선택한 교사

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

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사가 직업을 수동적인 이유로 선택할수록 

기관에 적응하기 어렵고(Y. Choi & Kim, 2019), 역할 수행과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하였다(Cho & Yang, 2007; S. J. Oh & 

Jang, 2011; Park & Moon, 2017). 직업선택에서 수동적 동기가 

높은 교사들은 직무수행을 잘하려는 의욕이 낮아, 교사가 인

식한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상쇄효

과가 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능동적 동기뿐만 아니라 수

동적 동기도 애착히스토리와 보육의 질과 직결된 요인인 교사

의 상호작용 질의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져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동기로 교직을 선택하는 보육교사가 양

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물질적 동기의 경우 교사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

해서 역할 수행을 더욱 잘한다는 연구들에 기반하여 부정적인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상쇄 효과를 예상하였

으나 둘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절 효과 분석도 실

시되지 않았다. 교사의 애착 인식과 상호작용 질의 관련성에

서 물질적 동기의 역할에 대한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또한 회귀분석 3단계에서 애착히스토리와 능동적 동기와 

수동적 동기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 그 설명력이 2단계

에 비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부정적인 애착

히스토리 인식을 긍정적인 상호작용 질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교

사의 직업선택 동기가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영향이 크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직업선택 동기 이외에 교사의 

성인애착과 상호작용 유형 및 유아와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

혀진 심리적 안녕감(G.-Y. Lee & Chae, 2016), 공감능력( J.-Y. Lee 

et al., 2019), 정서노동( J. Lee & Lee, 2016), 정서조절력(K. R. Lee 

& Moon, 2016) 등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특성의 변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변인들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성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을 평정하는 방법들을 보완하

여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제언한다. 교사의 상호작

용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경우, 본래 관찰을 위한 

평정 기준으로 개발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영아-

교사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교사가 인식한 애착히스토리와 직업선택 동기

의 경우도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정보가 추가적으로 수

집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선

택 동기 척도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동기의 신뢰도는 67. 수동

적 동기는 .64이었다. 도구의 신뢰도가 적어도 .50 이상이면 적

합하다는 기준들과(Dall’Oglio et al., 2010; Field, 2009) .60 이상

이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T.-J. Sung, 2002), 그리고 한 요인 

안에 문항 수가 적을 때에는 .60도 적합하다는 기준(Hair et al., 

2009)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직업선택 동기를 측정하는 보다 신뢰로운 도

구를 사용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들을 우리나라 전국 지역과 기관의 유형

에 비례한 표집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영아반 보육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영아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상호

작용 질과 관계있는 변인들을 밝혀내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온 교사의 심리적 특성 변인인 애착히스토리의 영향

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시간이 오후 7시 30분까

지 늘어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한다. 이에 늘

어난 보육교사의 수요를 맞추고자 보육교사 양성기관들에서

는 단기간에 많은 수의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교사가 직업을 선택

하게 된 동기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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