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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들의 모 애착이 자아존 감을 매개로 이러닝 교육과정에서 선택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 상은 이러닝 교육 상자로서 선정가능한 사

이버 학에 재학 인 529명이 설문에 참여하 으며, 선정한 변인들의 계를 분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어머니에 한 애착은 자아존

감을 매개로 이러닝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기 애착  자아존 감이 이러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학교생활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 애착, 이러닝, 자아존 감, 공만족도, 성인학습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cross an 

individual’s lifespan. The present study explored how mother attachment in childhood influences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major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529 adult students enrolled in S Cyber University. They answered 

a questionnaire about their present self-esteem level, attachment to their mother in childhood, and major 

satisfaction. By using  SEM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dult students’ self-esteem completely mediated 

between their childhood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their major satisfaction in adulthood. This result 

indicates influences of a secure attachment and positive self-esteem on major satisfaction of e-learning 

adul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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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가 주양육자와의 기 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정서발달과업  하나인 애착은 많은 선

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발달에 범 하고도 지속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져 왔다. 특히, 인간 발달을 태

아기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년기, 

노년기로 보는 생애  에서의 애착연구가 시작되

면서 애착이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애

착유형을 인생 기에 형성했는가는 성인기에 이르러서

도 안정성을 보이며[21], 유아기에 부모와의 계에서 

형성된 애착 계는  인생을 통해 지속되며 타인과의 

친 한 계를 형성하는 요한 정서 인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생애 기에 형성되는 애착이 성인기에까지 지속 으

로 작용하는 과정은 보울비가 제시한 내 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내 작동모

델이란 사회  계와 사회  맥락에 있는 요한 타인 

그리고 자신에 해 발달하는 내 인 표상으로[25], 생애 

기 아와 애착 상 사이의 상호작용, 아 자신의 행

동과 이에 한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발달하게 된다[27]. 

“나는 가치로운 사람인가,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

람인가?”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타인, 즉 애착 상은 신

뢰할만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살펴  수 있는 사람

인가?”의 두 측면을 반 하는 내 작동모델은, 자신와 타

인 두측면으로 내면화되어 훗날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본인의 애착에 한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

도록 인지, 정서  반응을 보인다[28]. 즉, 애착은 내 작

동모델을 통해 개인의 발달에 지속 인 향을 미치며 

이러한 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 측할 수 있

다. 

애착의 생애  향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

증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은 성인기 기의 정서조

능력[30], 성인애착[21, 36], 이성과의 계와[14, 32], 

인 계능력[42] 등 개인의 정서  능력과 인 계 능

력에 향을 미쳤다. 한 학교 응[7, 12]과 결혼 응

[34, 44]에도 직간  향을 미치고 있어 아동기에 형

성된 애착이 타인과의 계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한 응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애착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 표상  자아에 

한 모델은 자아존 감, 자아효능감 등 자신에 한 신뢰, 

평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인기 심리  응

과 련한 다수의 성인애착연구에서는, 자아와 련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아-모델차원의 내  작동모델을 양

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24, 34]. 자아와 련한 

여러 개념들  자아존 감은 스스로에 한 평가로서, 

자신의 과거 성취했던 경험과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경

험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아상을 바탕으로 만들

어진 가치 단이다[40, 51]. 이는 특정한 문제 해결능력에 

한 태도를 반 하는 자아효능감보다 범 하고 포

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자아존 감의 형성에 요한 역할

을 하게 되는데, 둘 사이의 한 계는 다수의 선행연

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다. 유아기에 안정 인 애착

을 형성했던 청소년기 아동은 높은 자아존 감을 나타

냈으나, 혼란 애착을 형성했던 청소년기 아동은 낮은 

자아존 감을 나타내었고[45], 모와의 안정애착과 청소

년의 높은 자아존 감 사이에는 정 인 계가 있었다

[29, 31]. 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 인 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더 높은 자아존 감을 

나타내고 있어[18, 48] 부모와 맺은 애착은 성인기의 자

아존 감에까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 감은 개인의  생애동안 작용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과업에 한 응  만족도에 향을 주게 된

다. 학생의 자아존 감은 학생활에 한 응, 자신

이 선택한 공에 한 만족 등에 향을 미쳐 학생활

의 질에 향을 끼치게 된다. 그  공만족도란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에 비교해서 재 자신

의 공을 평가하는 기 으로[32], 자신의 공에 하여 

느끼는 주  만족감이다. 국내의 유아교육과, 간호학

과, 체육학과, 방사선과 등 다양한 학과를 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자아존 감은 공만족도와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 19] 두 변인 사이에 유의

한 계를 측할 수 있다. 한편, 공 만족도는 학생의 

학교 응, 학업동기와 학 성취를 측하고 있을 뿐 아

니라[1, 13, 43] 주  행복감과[17] 졸업 이후 가지게 되

는 직업에서의 직무만족에도 향을 미치고 있어[22], 

공만족도가 학생활 뿐 아니라 반 인 행복감, 직업

생활에까지 향을 미치는 요한 개인 내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경로를 밝히는 것은 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  방안의 마련에 근거가 되는 동시에, 성인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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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이후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애착과 공만족도 사이의 직 인 계에 

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애착과 학교 응간의 

계를 살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착과 공만족도 

사이의 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

착은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응의 

하 요인  하나인 학문 응 역시 애착의 향을 받는

다[10, 41, 50]. 학문 응이란 학업에 한 흥미, 동기, 참

여도  학업  성취를 반 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업

에는 자신의 공이 큰 비 을 차지하므로 학문 응과 

공만족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애착

이 공만족도에도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착과 공만족도 사이의 

계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애착의 생애  

향력을 밝히고,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

한 요인을 밝히기 하여 이 둘 간의 계를 탐색해볼 필

요가 있다. 즉, 애착은 내 작동모델을 통하여 성인기의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

아존 감은 스스로의 한 범 하고 포 인 가치평

가로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 까지 공만족도와 련한 연구가 다양한 

학과를 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사이버 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사이버 학

은 e-learning 교욱체계를 통한 학사행정과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의 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을 제공할 목 을 가지고 지난 

2008년도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학 학 인정기

으로 발돋움하 다[4, 15]. 사이버 학은 원격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학하기 어려운 직장인, 업주부, 제2

의 인생을 꿈꾸는 성인들의 진학률이 높은 편으로[5], 학

생들은 다양한 사회인구학  배경을 지니고 있다. 실제

로 본 연구의 상인 S사이버 학생들  75.1%가 30  

이상의 연령이었고, 80%가 가정주부 외의 다른 직업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애착과 자아존 감의 향력을 밝히는 것은 연령과 사회

 경험의 차이와는 상 없이 지속되는 애착과 내 표상

의 향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

에 사이버 학은 2001년 9개 학에 정원 6,220명에서 시

작하여 2014년에는 총 18개의 사이버 학과 3개의 사이

버 문 학에 재학 인 학생수가 모두 118,231명으로 빠

른 양 인 팽창을 보이고 있어, 사이버 학생들의 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격한 양 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e-learning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생들을 상으로  

e-learning교육을 통한 공교육에 있어 애착과 자아존

감이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

며, 특히 애착과 공만족도 사이에서 자아존 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들 사이의 구조  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모 애착과 이러닝 교육체계에서 학습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자아존 감이 선택한 

공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

떠한가?

 Self-
esteem

Mother 
attach-
ment 

Major 
Satisfa-
ction

[Fig. 1]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학생 684명을 

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155명을 제외한 529명을 상

으로 분석하 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37.4세 으며,  

참가자들의 인구학  특성은 <Table 1>에 자세히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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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N=529)

Variable Frequency
(%) 

Sex
Male 170(32.1)

Female 359(67.9)

Age

20’s 128(24.2)

30’s 195(36.8)

40’s 150(28.4)

50’s 56(10.6)

Monthly 
income

Below 1,000,000 26(4.7)

1,000,000~2,000,000 156(28.3)

2,000,000~3,000,000 107(19.4)

3,000,000~,000,000 102(18.5)

4,000,000~5,000,000 75(13.6)

Over 5,000,000 85(15.4)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67(31.6)

Married 335(63.3)

Divorced 20(3.8) 

Job

Unemployed/ 
Homemaker

110(20)

Laborer/Service-job 
worker

36(6.5)

Self-employed 30(5.4)

Office worker 68(12.3)

White color/Teacher 144(26.1)

Professionals 30(5.4)

High-ranking officer 18(3.3)

Others 112(20.3)

2.2 측정도구

2.2.1 애착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32차)에 만 26세의 

종단연구 상자들에게 응답하게 한 아동기 어머니의 양

육유형에 한 회고식 6문항을 아동기 부모-자녀에 한 

내 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선택하 다[39]. 각 문항은 

어머니의 따뜻한/반응 , 양가 /비일 , 냉담한/거부

 양육유형을 나타낸다. 5  리커트 척도 응답으로 “

 그 지 않았다”에서 “매우 그랬다”에 표시하도록 하

다. 각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한 정 인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

은, “어머니는 체로 나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

셨다....”, “어머니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고, 나를 거부하

셨고, 내가 바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

다....”, “어머니는 나에 한 반응이 매우 비일 이었

다...” 이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82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성인기 학생의 자아존 감은 Rosenberg(1979)의 자

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이

루어졌으며 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을 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Social welfare scales, 2007) 본 연

구 상자들에게 합한 척도로 볼 수 있다[9].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등, 정

인 문항 5개와 부정 인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4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수가 높으면 정 인 

자아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하여 두개의 요인 - 정 인 자아존 감, 부

정 인 자아존 감 – 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 고, 척

도의 신뢰도분석결과 정 인 자아존 감요인은 .78, 부

정 인 자아존 감요인은 .70으로 나타났다.

2.2.3 전공만족도
공만족도는 임문정(2000)의 사회복지 공 선택동기

와 만족도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 다[16], 총 13문

항으로, 문항내용으로는 “나의 공은 졸업하면 내가 원

하는 직업선택이 쉽다”, “나의 공은 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 “나의 공은 평소 나의 꿈을 이

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공은 평소에 내가 하

고 싶은 일과 일치한다”, 등 공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법은 “  그 지 않다”에서 “매

우 그 다”까지의 5  리커트 방식이며,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하여 두개의 요인 - 직업선택, 장래성 

– 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 고, 신뢰도는 직업선택 .73, 

장래성 .79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S 사이버 학교 학습운 체계를 통해 사회

복지학과와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된 과목들  9과목 강

의실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다운받아 응답하게 한 후 

체 응답한 설문지를 시스템 상에서 코딩하 다. 연구

모형검증을 해 기술통계, AMOS 18.0 을 통해 확인  

요인분석과 상 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하 고, 척도의 신뢰

도 검증을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 다. 

한, 요인분석 시행결과,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 각각 2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모

형을 검증하고자 했는데,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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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p GFI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36.660 11 .000 .978 .945 .971 .070(.046~.095)

하여 표집크기에 향을 받는 χ2값, 표본크기와 비교  

독립 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먼 ,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얼마

만큼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타당성 검증을 해, 측정

모형의 합도 검증과 요인부하량 확인 후, 확인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

다. 한, 상 계 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들 간의 유의

한 계를 확인한 후, 각 잠재변수를 연구모형에 따라 서

로 연결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시행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공만족도에 한 어머니와의 애착과 학생

의 자아존 감의 직 효과와 간 효과에 한 유의확률

을 구하기 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 다.

3.1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 애착, 학생의 자아존 감  공만족도의 

구성개념들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36.660(df=11), GFI=.978, 

TLI=.945, CFI=.971, RMSEA=.070(90%의 신뢰구간: 

.046~.095)로 나타나, 합도 지수들이 기 을 충족하

다. 한, 측정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β)들도 

모든 β값의 값이 .551-.874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

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Tabl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N=529)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p

Mo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1

1  .727 - - -

Mother 
attachement 2

.943 .862 .064 14.635 ***

Mother 
attachement 3

1.025 .726 .072 14.615 ***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1  .838 - - -

Negative 
self-esteem

.820  .653 .116 7.048 ***

Major 
Satisfaction

Career choice 1  .551 - - -

Potential 1.423  .874 .358 3.978 ***

***p<.001.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

착과 공만족도 간의 상 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

의 상 계가 유의했다(<표 3>). 즉, 어머니 애착와의 

애착이 안정 일수록 학생의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공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N=529)

Latent variable 1 2 3
1. Mother attachment -

2. Self-esteem .35** -

3. Major satisfaction .06 .34** -

***p<.001.

3.2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 애착 및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어머니 애착과 학생의 자아존 감이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는 각각 χ²=36.660 

(df=11), GFI=.978, TLI=.945, CFI=.971, RMSEA= 

.070(90%의 신뢰구간: .046~.095)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it index of observed model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에 한 애착은 학생의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β=.351, p<.001), 자아존

감은 공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β=.360, 

p<.01). 그러나 어머니에 한 애착이 학생의 공만족

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β=.07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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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mother 
attachme
nt

→
Self-es
teem

.153 .351 .026 5.972 .000

Self-este
em

→
Major 
satisfa
ction

.377 .360 .115 3.285 .001

Mother 
attachme
nt

→
Major 
satisfa
ction

.032 .071 .029 1.122 .262

한편, 변인들 간의 간 효과에 한 유의확률을 구하

기 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

과(<표 6>), 어머니에 한 애착이 학생의 자아존 감

을 매개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간 경로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β=.126, p<.05).

<Table 6> Total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Direct 
effect

Indirec 
effectt

Total 
effect

Mother 
attachme
nt

→
Self-est
eem

.351* - .351*

Self-este
em

→
Major 
satisfac
tion

.360* - .360*

Mother 
attachme
nt

→
Major 
satisfac
tion

.071 .126
*

.05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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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adul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아동기시  어머니와 애착 계에 한 

내 표상과 자아존 감, 공만족도간의 구조  계를 

밝히고자 하 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애

착 계는  생애에 걸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되었다. 한 자아존 감은 

내 작동모델의 자기-모델을 반 하는 지표로서, 개인의 

응과 건강한 발달  측면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37]. 따라서 다양한 사회인구학  배경

을 가진 사이버 학생들을 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공

에 한 만족도와 애착과 자아존 감 사이의 계를 살

펴보는 것은 애착이 인생 반에 향력을 미치는 요

한 정서  변인이라는 과, 성인학습자의 성공 인 학

교생활 응에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에 

한 내 표상과 공만족도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

의 매개효과를 살펴 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교생활

응에 자아존 감의 요한 역할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한 모 애착, 자아존 감, 공만족

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에 한 애착이 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직 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 감을 통해 향을 주는 간 인 경로는 유의미

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모 애착이 자아존 감을 

통해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간 경로, 즉,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한 경로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분석 결과, 모에 한 애착은 성인학습자의 자아

존 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부모에 한 애착과 자아존

감 사이의 정 인 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과[23, 

49] 일치한다. 애착과 자아존 감 사이의 정 인 계는 

Bowlby가 제시한 내 작업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유아기 시 에 반응 이고 애정 인 부모와의 상호작

용을 일 되게 경험해서 성장한 개인은 부모에 한 

정 인 내 작업모델을 형성하고, 그러한 경험은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  내 작업모델을 갖

게 된다[26]. 즉, 애착 상인 주양육자에 한 정 인 

형상과 자기자신에 한 정 인 형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안정애착은,  정 인 자아감을 이루게 

되는데, 즉, 안정애착은  높은 자아존 감 형성의 기본이 

된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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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아존 감은 공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간의 

정 인 계를 밝 온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련연구에 따르면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하여 보다 명확한 상을 지니고 자신의 진로에 

하여 보다 안정 이고 일 인 정체성을 지니며[47] 

자신에게 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발달 과업들에 보

다 유능하게 처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35]. 따라서 자아존 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

의 진로를 하여 선택한 공에 해 보다 안정 이며 

성숙한 태도로 임하므로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성인기 공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하여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성인기 응에 부모에 한 애착보다는 자아존 감이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13, 48].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경험 자체가 성인기 응에 직 인 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애착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내 작동모델을 통하

여 지속 인 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모 애착은 자아존 감을 매개로하여 학생

의 공만족도에 간 인 향을 주고 있었다. 즉, 아동

기에 형성된 어머니에 한 애착은 성인기의 자아존 감

에 향을 미치며, 자아존 감은 공에 한 만족도에 

향을 미쳐 애착이 자아존 감을 통하여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터뷰나 찰을 통한 답변이 아닌 설문

지 응답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의 계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애착 계를 회고식 질문을 통해 측정하 으므로, 응답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보고, 인터

뷰 등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S사이버 학교 재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연구 상이 한정되므로 연구결

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만을 조사하 기 때문에 아버

지와의 애착이 성인기 자아존 감,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의 생

애  향력을 밝히기 하여 지 까지 활발한 애착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인기로 연구 상을 확장 다는 

과 어머니에 한 애착과 공만족도의 사이에서 자아

존 감의 매개  역할을 밝  공만족도 한 자아존

감의 요성을 확인한 , 애착이 성인기 자아존 감,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  생애 인 

에서의 애착이론을 실증 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아직까

지 연구되지 못했던 이러닝 교육기반에서 사이버 학생

들의 공만족도와 련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공만

족도 연구의 상을 확장하고, 사이버 학생들의 공만

족도를 높이기 한 실질 인 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틀을 마련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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