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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교사들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자 하 다. 이를 해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103부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성인애착에서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도구 지지

가 애착불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회피에서는 정서  지지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는 정

서  지지와 정보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논의에서는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제한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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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on teachers' adult 

attachment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order to do so,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and a total of 103 sets of respons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on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with regards to adult attachment, it was shown tha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have influence on attachment 

anxiety. With regards to attachment avoidance, emotional support was shown to have 

statistically effective influence. In addition, with regards to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it was shown that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have effective influence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and discu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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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

는 웹상에서 사용자들이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

도록 돕는 서비스로  세계 으로 확 되고 있으며 원

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간 계  의사소통 등을 자

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의사소통  사고활동 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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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므로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1]. 한 

SNS는 강한 유 감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사 인 

화를 나 는 용도 외에 정보 공유와 뉴스 달 등 외부

의 낯선 사람들에게 공개 으로 자신이 지닌 자원과 지

식  정보를 드러내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2]. 실

제로 SNS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로 매개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오 라인 계가 더

욱 돈독해지고 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3]. 

한편 사회  지지감이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심과 사랑, 존 과 인정을 받는지에 한 주  인

식이다[4]. 사회  지지는 정서  심, 도구  도움, 정

보, 칭찬 등이 포함된 인 인 계  교류이며 지지

의 근원에는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 성직자 등이 있

다. 이들 계에서 얻어지는 사회  지지의 내용이나 

질은 매우 요하다[5]. 이 듯 사회  지지는 한 개인

이 그가 가진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을 말하며 사회  계 속에서 지지체계나 지

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  정서와 스트

스의 향을 여주는 것으로 밝 졌다[6]. 한 사회  

지지는 조직 환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무

성과를 높이고 스트 스를 완화시키며[7], 업무 만족과 

업무 생산성  심리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듯 사회  지지는 교사들의 

스트 스, 역할갈등, 한 충고, 지원 등을 통해 개인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해 만족하는 정도를 교사의 직무만족도라 말하는데 

개인의 심리   정신  가치 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는 조직 커뮤니 이션 

효과 변인으로서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직무 

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직무에 해 가지는 정서 인 상

태로 특정 조직의 고용을 통해 욕망이나 기 감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8].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 등 심

리  특성과 련이 높고 심리  특성은 직무만족도와

도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한 직무만족도와 

성인애착과의 련성을 보면 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성인들은 높은 수 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를 보

으며 직무에 한 성실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이러한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한 개인이 성

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래나 연인으로 애착 상이 

환되는 과정의 결과이며 성인들의 연인 계에서 부모

와 아동의 애착 계와 비슷한 애착이 형성된다[11]. 

Brennan, Clark과 Shaver는 성인애착을 애착과 련된 

성인기 외부세계 는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

하면서 성인애착과 련된 기존의 이론  척도들을 종

합 으로 분석하여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하 다[12]. 안정 인 애착의 사람은 

이성 계에서 안정 인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

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나 불안정  회피 애착 유형

의 사람들은 이성 계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계에 

해 무시하고 회피하기 해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는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 인 애착

의 사람만큼 일에서 성공 일 수 없다고 보았다[13]. 

한 애착불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지

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지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14] 자신

에게 제공되는 사회  지지에 해 안정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더 부정 으로 지각한다[15]. Kahn과 

Autonucci은 애착이론을 사회  지지 개념화에 이용하

는데 애착 계는 일생을 통하여 타인을 이용가능하

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인식에 결정 인 

향을 미치고 사회  의 근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16]. 이 듯 애착의 수 에 따른 사회  지지의 인식 

정도에 한 연구들을 보면 애착의 질과 사회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  지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비교  안정 인 특성

을 가지며 개인의 응  건강, 안정감, 통제감 등에도 

향을 끼친다. 한 일상생활에서 사회  지지를 구하

고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무만족도에

도 향을 미쳐서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 인 삶

을 산다[17].

개인의 부 응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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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안에서 사회  지지를 요청하는 것과 문 인 도

움추구를 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SNS는 익명성이라

는 특성으로 인해 면 면 커뮤니 이션에 비해 상

으로 험성이 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

롭거나 우울은 사람들의 경우 SNS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8]. 이 듯 SNS가 매체로서의 요성이 

커지고 정보공유와 상호작용 기능과 같은 SNS가 가진 

정보추구  계증진 차원의 유용성이 검증되면서 다

양한 기 에서는 그 장 을 살려 일반 인 네트워크 환

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특정한 목 에 맞게 SNS를 

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한 

사회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고 사회  지지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설

정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른 구

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통한 사회  지지는 교사의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SNS를 통한 사회  지지는 교사의 직무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  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 인 모든 자원을 의

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  응  문제해결 능력

을 강화하고 스트 스 해소에 정  향을 미친다[6]. 

이러한 사회  지지는 실제로 발생한 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되거나 는 사회  지지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주

 단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자를 획득된 사회  

지지라고 하고, 후자를 지각된 사회  지지 는 ‘사회

 지지감’이라고 부른다[19]. 부분의 SNS 련 연구

[20]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망의 구

성원이 사회  지지를 제공받는 정도에 한 주  인

식으로, 사랑받는 감정, 소속감, 자신의 가치에 한 자

신감, 타인과의 계에 한 자신감 등 지각된 사회  

지지에 심을 갖고 연구하 다.

사회  지지는 정서  심, 도구  도움, 정보, 칭찬 

 하나 는 둘 이상이 포함된 인 인 계  교류

라고 정의하 다[21]. 한 개인을 심으로 그를 둘러싸

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서 사회  지지는 개인 심리

 응을 돕고 좌 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

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에서 요하다

[22].

 

2. 성인애착
성인애착이란 신체 , 심리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

정한 사람들에게 근 하고 을 유지하기 해 실질

인 노력을 하는 안정  경향성이다[17]. 이러한 애착

은 사랑,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에 한 잠재력을 유발

하는 가깝고 친 한 계(친구 계, 낭만 인 트  

계, 치료  동맹 등)에 의해 활성화되며, 정서, 처행

동, 타인과의 계형성, 자아인지, 직무 응력, 성격 등

에 요한 향을 미친다[32]. 

Collins와 Read[10]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안정감 

형성을 목 으로 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행동특성에 

향을 주며 부모와의 애착이 심리  안정에 여되고 

있음을 보고하 다. Vogel과 Wei[36]는 불안애착은 심

리  불편감과 도움추구와 정 으로 련이 있으며, 반

면에 회피애착은 자신들의 심리 인 어려움을 부인하

고,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

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

인 지지를 게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이

와같이 선행연구들[11][31]은 안정  애착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 회피  애착유형에 비해 직장에서 행

동  태도 등에서 더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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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

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사

의 직무만족도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

족의 정도를 의미한다[27]. 이러한 직무만족은 교사의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직무 환경에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감정 , 정

서  만족 상태를 말하므로 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범 [28]은 교사들의 직무만족도 련변인을 의사

결정, 학교조직건강, 조직풍토, 지도성, 학교경 의 자

율화 변인으로 구분하 다. 이무근[37]은 직무만족 

련 요인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 다. 

자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직업  흥미 등을, 

후자의 경우로는 보수, 복지시설  제도, 근무환경, 근

무조건, 직장 내 인간 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교사 직무만족

도 하 변인을 아동과의 계, 동료교사와의 계, 교장

과의 계, 학부모와의 계, 근무환경, 경력과 보상으

로 하고자 한다. 

4. 사회적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도 
양혜선[13]은 안정 으로 애착된 아동이 상 으로 

불안정한 아동보다 성인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  계

를 발달시킨다고 하 다. 한 애착수 에 따른 사회  

지지의 인식정도에 한 연구[17]에서는 부모애착의 질

과 사회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박은주[9]는 타인의 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

스와 부정  향을 더 잘 견디며 직무만족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 듯 사회  지지는 교사들의 

업무만족과 심리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변인으로 볼 수 

있다. 

Priel과 Shamai[14]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인 사람

들이 안정애착인 사람과는 반 로, 다른 사람이 제공하

는 지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지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Hazen과 Shaver[11]는 불안정/회피  애착유형의 사

람들은 직장에서의 일을 충족되지 않은 애착욕구를 회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 다. 불안정/양

가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한 수단으로 일을 간주하 다. 그러나 안정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높은 수 의 직무만족과 직무성

과를 보 고, 인간 계에 한 불안감이 었다. 박은주

[9]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자아개념, 자기효

능감,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 등 심리  특성과 련

이 높고 심리  특성은 직무만족도와도 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듯 애착과 직무만족도와 사회 지

지 사이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J  원격 학원에 재학 인 교사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120부의 설문지가 회

수되었으며, 그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10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 표집의 일반  특성들은 [표 2]서 제

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주변인에게 얻는 지지감

을 측정하기 해 기존 연구 Cohen와 Hoberman [21], 

박지원[22]에서 사용된 오 라인 상의 사회 지지 측정 

척도를 김용찬 외[23]의 연구에서 목 에 맞게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 다. SNS에서 나타나는 사회  지지의 

유형(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

을 포 하면서 SNS 상황의 특수성을 반 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었으며, 5  Likert 척도로 ‘  없다(1 )’에

서 ‘매우 자주 있다(5 )’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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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6 35.3
여자 66 64.7

연령
30대 14 13.7
40대 56 54.9
50대 32 31.4

결혼상태 미혼 5 4.9
기혼 97 95.1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요인
하
요인

문
항
수 

시 문항
신뢰도계수
(Cronbach’α)

사회
적 
지지

정서적 
지지 2 SNS를 통해  격려를 받는다 0.893
정보적 
지지 2 SNS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

는 정보를 받는다 0.916

평가적 
지지 2 SNS를 통해 내가 잘한 일에 대

해 칭찬받는다 0.800

 표 1. 신뢰도 분석 결과

도구적 
지지 3 SNS를 통해 헌혈증 등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0.772
전체 9 0.944

성인 
애착

애착
불안 18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된다 0.895
애착
회피 18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

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0.844
전체 36 0.878

근무
만족
도

아동 4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서로 협
력한다 0.824

동료 4 나는 동료교사들과 친하게 지낸다 0.837
교장 3 나는 학교장에 대한 신뢰감이 있

다 0.860

학부모 3 나는 학무모들과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0.875

근무
환경 3 나는 학교의 물리적인 근무환경

이 만족스럽다 0.649
경력과 
보상 3 나는 교사로서 앞으로 승진할 기

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0.639
전체 20 0.907

2)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해서 Brennan 등이 ‘성인 애

착의 자기 보고형 측정에 한 통합  개 ’에 소개한 

ECL(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을 사용하 다

[24]. Brennan 등은 지 까지의 자기 보고 애착 측정 자

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회피와 불안 특성에 

상응하는 두 가지 본질 인 독립요인을 산출하 고, 

상을 두 가지 요인의 수를 토 로 4개의 그룹으로 근

시켰을 때 4개의 그룹은 Bartholomew 등의 4범주 척

도에서 분류되는 유형들 보다 더욱 타당성이 입증되었

다[23]. 7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7 )‘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

의 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노종희[26]의 질문지와 성연[27]의 

질문지의 내용을 보충하고 실제 학교 장에서 교사들

을 찰하고 면담한 결과, 교사 직무만족도의 하  변

인을 아동과의 계, 동료와의 계, 교장과의 계, 학

부모와의 계, 근무환경, 경력과 보상으로 하 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

시하 다. 첫째, SNS 사회 지지 지각 척도, 성인애착 

척도, 직무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하여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둘째, 연구변인

들 간의 상호 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SNS를 통한 사회  지

지가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징
먼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은 [표 2]와 같

다. 연구 상자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86명(85.8%), 여자가 66명(64.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0명 더 많았다. 연령은 30 가 14명(18.7%), 40 가 56

명(54.9%), 50 가 32명(31.4%)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등학교가 65명(63.7%), 학교 26명(25.5%), 고등학

교는 10명(9.8%), 특수학교 1명(1.0%)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SNS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74명

(71.8%), 그 다음으로 블로그 16명(15.5%), 미니홈피 11

명(10.6%), 무응답 2명(0.19%)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 속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이 

82명(7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19명(18.4%), 2시간 이상 2명(0.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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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사 70 68.6
석사 28 27.5
박사 수료 이상 4 3.9

근무기간

5년 이하 8 7.8
6~10년 10 9.8
11~15년 20 19.6
16~20년 17 16.7
21~25년 21 20.6
26~30년 11 10.8
31년 이상 15 14.7

근무지
초등학교 65 63.7
중학교 26 25.5
고등학교 10 9.8
특수학교 1 1.0

주로 사용하는 
SNS

커뮤니티 74 71.8
블로그 16 15.5
미니홈피 11 10.6
무응답 2 0.19

하루 평균 SNS
접속시간

1시간 이내 82 79.6
1시간~2시간 19 18.4
2시간 이상 2 0.19

전체 103 100.0

2.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
도의 상관관계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 성인애착(애착불

안, 애착회피), 직무만족도간에 계를 악하기 해 

상 계수를 산출하 다.

사회 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도 간의 상 분석을 

보면, 사회 지지와 성인애착(r=.353, p<.001)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 지지와 직무만족도(r=.029, p=.774), 성인

애착과 직무만족도(r=-.101, p=.314)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하 요인과 성인애착을 보면, 정서

지지(r=.405, p<.001)와 성인애착, 평가 지지와 성인애

착(r=.327, p<.001)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하 요인과 

직무만족도에서는 어떤 하 요인도 직무만족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문제에 따라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

석하 고, SNS를 통한 사회  지지가 성인애착과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표 3. 측정 변수간의 상관 관계
1 1-1 1-2 1-3 1-4 2 2-1 2-2 3

사
회
적
지
지

사회적
지 지 1
정서적
지 지 .931*** 1
정보적
지 지 .900*** .800*** 1
평가적
지 지 .938*** .834*** .791*** 1
도구적
지  지 .912*** .791*** .712*** .850*** 1

성
인
애
착

성 인
애 착 .353*** .405*** .186 .327** .383*** 1
애 착
불 안 .343*** .380*** .130 .337** .421*** .895*** 1
애 착
회 피 .211* .264** .190 .167 .153 .717*** .332** 1

만
족
도

직 무
만족도 .029 -.045 .141 .038 -.029 -.101 -.318** .284** 1

*p<0.05, **p<0.01, ***p<0.00

3.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3.1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이 애착불안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9.9% 

(F=10.358, 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 지지(β=.483, p<0.01), 정보 지지(β=-.590, p<0.001), 

도구 지지(β=.428, p<0.05)가 애착불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  지지가 1  상

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수는 .210 상승하고, 정보  지

지가 1  상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수는 .246 하락하

고, 도구  지지가 1  상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수는 

.268 상승한다. 즉 도구 지지, 정보 지지, 정서 지지 

순으로 향을 다.   

 

B β t R2 F

(상수) 1.951 　  15.346

0.299 10.358
정서지지 0.210 0.483  2.756**
정보지지 -0.246 -0.590  -3.863***
평가지지 0.019 0.037 0.187 
도구지지 0.268 0.428  2.545*

*p<0.05, **p<0.01, ***p<0.00

표 4.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2472

3.2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이 애착회피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8.1%(F=2.129,  

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 지지(β=.431, p<0.5)가 애착회피에 유의

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지지가 1

 상승할 때마다 애착회피 수는 .120 상승한다. 

B β t R
2

F
(상수) 2.753 　  29.503  

　0.081 2.129
정서지지 0.120 0.431  2.148  
정보지지 0.001 0.003  0.017 
평가지지 -0.040 -0.121 -0.539 
도구지지 -0.035 -0.087 -0.452 

*p<0.05, **p<0.01, ***p<0.00

표 5.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7%(F=2.612, p<.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 지지(β=-.427, p<0.5), 정보 지지(β

=-.474, p<.01)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지지가 1  상승할 때

마다 직무만족도 수는 .208 하락하고, 정보 지지가 1

 상승할 때마다 직무만족도 수는 .221 상승한다. 즉 

정보 지지, 정서 지지 순으로 향을 다. 한편 평가

지지, 도구 지지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

B β t R
2

F
(상수) 3.582 　  22.234   

　0.097 2.612
정서지지 -0.208 -0.427 -2.148*  
정보지지 0.221 0.474  2.736**  
평가지지 0.093 0.161  0.721 
도구지지 -0.116 -0.166 -0.868 

*p<0.05, **p<0.01, ***p<0.001

Ⅴ. 논의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가 교사들

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자 하 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

가 성인애착에서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도구 지

지가 애착불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

착회피에서는 정서 지지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SNS를 통해 지각된 사

회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는 정서 지

지와 정보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이 애착불안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도구 지지, 정보 지지, 

정서 지지 순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서 지지와 도구 지지를 많이 받고, 정

보 지지를 게 받을수록 애착불안 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  지지가 높을수록 애착불

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29][30]. 반면에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인 계 능력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31],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

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해 부정 인 

반면 타인  세상에 해 정 인 내 표상을 지니고 

있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에서 타인으로부터 정  반응을 유도하여 심리  안

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2]. 따라서 동

료, 가족, 상사 등으로부터 칭찬, 격려, 충고를 많이 받

는 교사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계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73

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가 높은 교사일수록 SNS를 통해 정서 지지를 많

이 받고자 몰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 계에 한 스

트 스나 심리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지나친 칭찬과 격려는 교사에게 심리  압박감을 

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료 교사들 간의 지나친 간섭과 

심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지지 가운데 

도구 지지 즉 다른 사람에게 실질 인 도움(  지

원을 해주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물리 인 도움을 주거

나)을 주는 것 등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다

른 사람들의 기 에 못 미칠까 걱정하는 성인애착불안 

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생활에 도움

이 되는 정보나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을 SNS를 통

해 제공받을 때 애착불안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SNS 상에서 다양한 자원(특히 지식

과 정보)을 공유함으로서 안정 인 인 계를 유지하

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3]. 따라서 교사들에

게 SNS를 통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 가운데 정

서 지지가 애착회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애착회

피 수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서구의 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사회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심  부담

을 안겨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3]. 다시말해 SNS를 

통해 타인에게 칭찬이나 충고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심  부담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 친 해지는 것을 피하

려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약한 

유 계를 가진 사람들 혹은 개인 인 계없이 정보

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 지지는 

애착 계에 있어서 오히려 심 부담으로 느껴지는 회

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SNS를 통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들(정서 지지, 정

보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정서 지지, 정보 지지가 직

무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정서 지지, 정보 지지에 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SNS를 통해 정서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그리고 정보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근

무환경 내 인간 계를 통한 정서 지지와 동료  가정

에서의 계에서의 정보  지지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4][35]. 따라서 교사의 직

무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동료교사, 학 학생  학

부모 등과의 SNS를 통하여 지속 인 심을 받고 정보

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SNS를 통해 지각

되는 사회  지지가 성인애착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발

견된 연구문제를 토 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

향이 SNS를 통해 사회  지지를 지각하는데 미치는 

향에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면

면/SNS 상황에서 지각하는 사회 지지에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히 자기보고식

의 데이터가 아니라 내용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

 지지를 받는 경험을 객 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셋째, 다

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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