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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 보육시설에서의 교사 직무만족도  아 기질에 따라 교

사- 아 계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아 보육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하 다. 연구 상은 충주지역의 27

개 보육시설에서 아반 교사 50명과 교사가 담당하는 아 175명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반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연령과 근무하는 

시설유형에서 부분 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원장과의 계에 한 직무만족

도는 연령이 높은 교사가 연령이 낮은 교사들보다 더 높았고, 반면, 보수에 

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은 교사들이 높은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 

성별과 월령에 따른 아 기질은 차이가 없었다. 교사- 아 계는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어서 여아가 남아의 경우보다 친 한 계를 유지하 으며, 어

린 아들이 교사와 더욱 의존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직무만족도는 교사- 아 계에서 친 성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친 한 교사- 아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의존성의 부정 인 교사- 아 계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아 기질에 따른 교사- 아 계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질은 교사- 아 계에 직 인 향을 주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교사- 아 계, 교사 직무만족도 , 아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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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생 후 3년 동안의 아기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보다 빠르고 

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  시기(critical period)이므로 이 시기의 경험은 발

달의 기 를 이루고, 인간발달 체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이 시기 가장 요한 

경험은 물론 어머니와의 계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하는 어머니

의 증가와 조기교육 욕구의 확 로 어머니를 신하는 양육이 3세 미만의 아기에

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2006)에 의하면 0세와 1세 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3.18%, 

8.55%에 지나지 않지만 2세 아는 18.61%, 3세는 22.52%, 4세는 21.89%, 만 5세 이

상이 25.25%로, 3세 이상의 유아보육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이 3세 미만 아보육으

로 확 되어가고 있음을 짐작하는 통계결과이다. 서문희(2005)의 보육수요 조사에서

도 보육 수요율이 아 32.4%, 유아 45.1%로 추정되었으며, 수요 충족률은 아 

46.6%, 유아 85.4%로 앞으로 아의 추가 수요가 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 까

지는 보육시설과 같은 기 양육 주 상이 3세 이상이었으며, 보육경험에 한 연

구들도 이 연령을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의 기 보육이 증가하고 있

는 시 에서 아보육에 기 가 될 연구들이 부족하여 아 상 연구는 필요가 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에게 보육시설은 인생에서 가장 요한 시기에 하루의 부분을 보내는 환경

이 되었다. 아들은 시설에서 부모이외에 자신을 보호해 주고 양육해  교사와 

계를 시작한다. 이때 보육시설에서 아와 교사가 맺는 계 유형은 이후의 발달

이나 시설에서의 참여와 성취에 요한 향을 미친다(Connell & Wellborn, 1991; 

Pianta, 1991). 보육교사는 아에게 환경을 유능하게 탐색할 수 있는 안  기 의 

역할을 하며, 보호 이고 지지 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이진숙, 2001)이어

서, 교사와 애정 이고 갈등이 은 정 인 계를 맺는 것은 아가 보육시설에 

한 정 인 정서와 태도를 갖는데 향을 주고 극 인 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Birch와 Ladd, 1997) 것이며, 바람직한 기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Pianta와 Steinberg(1992)는 교사의 지각을 사용하여 교사- 아 계의 질을 정의

하 다. 교사와 아 계를 세 요인인 ‘친 감’, ‘의존성’, ‘갈등’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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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감은 교사와 아 간 온정과 개방  의사소통의 정도로 친 감이 높은 보육경

험은 아를 지지해 주며, 교사와 따뜻하고 애정 인 유 를 맺는 것, 개방 인 의

사소통은 아가 보육시설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의

존성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성을 보이고, 매달리는 아의 행동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갈등은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라포가 결여된 상태이다. 교사와 갈등을 많이 

경험한 아에게 교사는 지지원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계는 아에게 분노와 불

안감을 조장하고 소외감이나 외로움, 보육시설에 한 부정 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의 성취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이런 교사- 아 계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은 교사와 아이다. 따라서 교

사- 아 계에 향을 주는 변인을 두 변인의 특성에 따라 계는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명의 교사와 여러 명의 아가 일과를 보내는 보육 경험에서 교사- 아 

계는 각각의 아마다 달라지고, 한 아는 각기 다른 교사마다와 서로 다른 

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아와 교사의 특성에 따라 교사-

아 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이진숙, 2001; Pianta, 1991)에서는 교

사- 아 계를 아의 애착상태와 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정 인 교사- 아 

계가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 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 

계이외에도 교사- 아 계의 당사자인 교사와 아의 변인이 향을  수 있다

고 여겨진다.

먼 , 교사변인의 특성으로는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보육시설에서 질

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은 유아 발달에 문제가 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임옥희, 

이진숙, 2006; 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보육의 질에 한 변인을 찾는 

연구들이 많아졌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

육교사 변인이 요하게 설명하 다(신혜 , 2004; 임옥희, 2004; 조방제, 2004; 

Dunn, 1993; Pence & Goelman, 1991). 장시간 아들과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보

육교사들은 육체  소진, 한 보육방법에 한 의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천희 , 2000).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교사 자신의 심리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

라 교사의 지각과 행동은 차이가 있으며, 교사- 아 계에 향을  것이라는 추

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은 과노동과 임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

고, 이직률도 높아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교사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보육의 질을 하시킨다고 지 하 다(윤혜미, 권혜경, 

2003; 정효정, 2003; 조성연, 2004; 허송연, 2001; Kim & Loadman, 1994). 이러한 교

사의 직무만족도를 정의하면 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평가한 결과 

나타난 재와 과거 심 인 감정 인 선호상태(Hoy & Miskel, 1991), 교직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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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것에 해 총체 으로 집약된 보상(Nias, 1989)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보

육교사 직무만족도를 정의한 조성연(2006)은 교사들이 수행하는 보육활동과 교사와 

원장과의 한 인간 계  교사들에 한 처우를 통해 이들이 총체 으로 느끼

게 되는 성취, 보람, 보상이라고 정의하 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 자신의 보육에 한 신념, 

원장이나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인간 계, 근무조건, 직무자체, 보수, 승진, 사회  

인식, 행정지원세제, 교사의 사회  배경 등(조성연, 2004; Pope & Stemmel, 1992; 

Sarros & Sarros, 1992)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데 목 이 있었다. 하지

만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으로는 아변인의 특성으로 아 기질을 살펴보았다. 아는 환경에 의해서

만 지배되는 수동 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 독특한 행

동과 발달을 이루어 간다. 양육자와 아 계에 있어서 아의 기질은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Bell, 1968; Bell & Harper, 1977). 아 기질과 보육교사와의 상호작

용을 살펴 본 이완정(1999)은 남아의 기질이 결렬할수록 교사의 제재를 받거나 우

는 등의 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난데 비해 아는 신체 움직임이 많거나 새로운 경

향에 회피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제재나 우는 등의 행동빈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보육교사가 아를 하는데 있어 기질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

러한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아의 기질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에

서 지내는 동안 교사와 맺는 양상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동안 국내 기질 연구는 Thomas와 Chess(1977)의 기질 개념에 기 한 측정 도

구로 유아용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최 희, 1988)와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최 희, 1989)가 타당도 연구를 통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를 사용한 유명희와 박성연(1991)의 연구에 의하면 우

리나라 유아의 기질이 온순한 유아들이 체 유아의 75.7%로 나타나 유아의 특

성을 구분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지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유

형화 하지 않고 기질을 하  특성만으로 평가하는 Rothbart(1996)가 18～36개월 

아를 평가하도록 고안된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

다. 

Rothbart의 기질 개념은 기질의 측정구조에 한 이론과 연구에 기 하여 기질의 

구성과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탄생되었다. 기질을 3개 상 역과 

18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 역은 외향성, 부정  정서, 주의 통제로 

구성되었다. 상 역 아래는 하 역을 가지는데 먼 , 외향성은 활동성, 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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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선호성, 충동성, 운동 활성화, 근성, 포옹, 수 음, 사교성의 8개 하 역이 포

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정  정서는 불안, 공포, 슬픔, 진정성, 좌 의 5개 하  

역으로, 세 번째 주의통제는 주의집 력, 주의 환기, 자극의 통제, 낮은 자극 선호

성, 민감성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기질의 개념을 발달 단계별로 

구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 다. 출생～18개월까지의 기질을 측정하는 IBQ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18∼36개월 걸음마기 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3세～7세 유아기 기질을 측정하는 

CBQ(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청소년기 기질을 측정하는 EATQ(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성인기 기질을 측정하는 ATQ(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등의 기질 척도를 개발하여 기질의 발달  연계성 속

에서 기질의 개념을 체계화하여 제시하 다. 이처럼 Rothbart는 기질을 생득  특

성(Derryberry & Rothbart, 1998)으로 으로써 기질 특성에 정 인 혹은 부정

인 개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아 기질을 악하기에 합하다고 단

하 다. 이에 만 2세 아기를 측정하는 ECBQ를 사용하 다.

이상의 내용을 심으로 본 연구는 기경험이 요한 시기인 아 보육경험 

에서 교사 직무만족도  아 기질이 교사- 아 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

써 아 보육시설 경험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2. 연구문제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 상의 일반  배경에 따른 교사 직무만족도, 아 기질, 교사-

아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 직무만족도에 따라 교사- 아 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 기질에 따라 교사- 아 계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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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반 교사 직무만족도와 아 기질 그리고 교사- 아 계를 알

아보기 해 충주지역의 27개 보육시설에서 아반 교사 50명과 교사가 담당하는 

아 175명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

고 있는 만 2세반에 다니는 아를 기 으로 하 다. 

2. 측정도구

1) 교사- 아 계 

교사- 아 계를 살펴보기 해서 Pianta(1991)의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STRS)를 이진숙(2001)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교사와 

아 계에 해 교사지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의 하 요인 친 감, 갈등, 

의존성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이다. 친 감은 교사- 아 계의 온정과 개방 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갈등은 교사- 아교사- 아 계가 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존성은 아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

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문항은 친 감 12문항, 갈등 12문항, 의존성 4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갈등과 의존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산 처

리하 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교사- 아 계는 온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

통이 되는 친 감이 높으며, 갈등은 고, 아가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는 친 감 .74, 갈등 .78, 의

존. 58로 나타났다. 

 

2) 아 기질

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하여 Rothbart(1996)가 개발한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임은혜(2005)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일부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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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 다. ECBQ는 18～36개월까지 아의 기질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

며, 3개의 상 역과 18개의 세부 하 역 201문항으로 7  Likert척도와 ‘해당 

없음(NA)’으로 표시하도록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1개 

문항을 제외하고 190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다.

ECBQ의 3개 상 역은 외향성, 부정  정서, 주의 통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

시 상 역 아래 하 역을 가지는데 먼 , 외향성은 활동성, 강한 자극 선호성, 

충동성, 운동 활성화, 근성, 포옹, 수 음, 사교성의 8개 하 역이 포함되어 있

다. 두 번째 부정  정서는 불안, 공포, 슬픔, 진정성, 좌 의 5개 하  역으로, 세 

번째 주의통제는 주의집 력, 주의 환기, 자극의 통제, 낮은 자극 선호성, 민감성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는 외향성은 

.79, 부정  정서는 .75, 주의통제는 .92이다. 

3) 교사 직무만족도

교사 직무만족도는 이성희(2005)가 제작하여 사용한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문항을 

수정하 다. 7개의 하 역으로 구성하 으며, 총 28문항의 5  Likert척도로 이루

어졌다. 

하 역은 자기 자신, 동료 계, 원장과의 계, 학부모와의 계, 사회  인식, 

교수법, 보수 역에 각각 4문항씩이다. 자기 자신 역은 성, 업무수행의 자율성, 

직업 반에 걸친 만족에 한 문항이다. 동료 계 만족도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의 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상부상조, 화, 함께 일하는 즐거움 등에 한 

문항이다. 원장과의 계만족도는 근무 보육시설의 원장과의 업무에 한 의견교환, 

새로운 생각에 한 격려, 화시간 등에 한 문항들이다. 학부모와의 계만족도

는 근무 보육시설 유아들의 부모님들과의 계로서 존경받는 교사인지, 상담에 

한 느낌, 교사에 한 믿음이나 조 등에 한 만족도이다. 한 사회  인정 만족

도는 재 사진의 직업에 한 인식, 직업에 한 신분보장이나 안정성, 보육교사로

서의 사회  인정 등에 한 만족이다. 교수법에 한 만족도는 연구, 재교육 참여, 

교육계획, 교재 교구제작에 한 지원과 만족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만족도는  직

장에서의 보수, 다른 직장과의 보수수   수당 책정의 정성에 한 만족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는 자기 자신은 .69, 동료 계는 .70, 원

장과의 계는 .68, 학부모와의 계는 .85, 사회  인식 .74, 교수법은 .77, 보수는 

.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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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4월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충북 충주시내 보

육시설에 사  연락을 통해 시설장의 조를 얻은 27개 보육시설을 선정하 다. 본 

연구는 만 2세반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사가 담당하는 아 각각 4명씩을 연구 상

으로 하 다. 교사 직무만족도와 4명 아의 교사- 아 계는 교사가 질문지를 작

성하 고, 아 기질은 아 편에 질문지를 가정으로 보내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하

여 교사를 통해 회수하 다.

만 2세반의 아 수는 보육사업 지침(여성가족부, 2006)에 의하면 정원이 7명이나 

선행연구(박수빈, 2005)에서 교사가 아의 행동 질문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4～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에 따라 4명의 아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상 아의 선정은 출석부에서 무작  표집을 하도록 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SPSSWIN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배경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

문제에 따라 평균, 표 편차, t-test를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영아 기질, 교사-영아관계

1) 보육교사의 일반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교사- 아 계

교사의 일반  배경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차이가 나타난 교사변인으

로는 교사 연령과 시설유형이었다. 교사 연령은 30세를 기 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

하여 비교하 다. 교사 연령은 교육과 경력이외에도 개인  사회경험이 향을 끼치

므로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교사- 아 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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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육교사의 연령과 시설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교사 연령(N) 시설 유형(N)

30세 미만(30) 30세 이상(20) 법인(25) 민간(25)

직

무

만

족

도 

자기 자신
M(SD) 3.88(.44) 3.98(.50) 3.95(.55) 3.89(.37)

t -.78 .40

동료 계
M(SD) 3.84(.55) 3.80(.49) 3.97(.54) 3.68(.47)

t .29 2.05*

원장과의 계
M(SD) 3.55(.65) 3.95(.55) 3.71(.70) 3.72(.59)

t -2.22* -.07

학부모와의 계
M(SD) 3.91(.39) 3.82(.51) 3.94(.50) 3.89(.36)

t -.13 .40

사회  인식
M(SD) 2.89(.78) 2.62(.65) 2.72(.74) 2.84(.75)

t 1.28 -.57

교수법
M(SD) 3.71(.61) 3.58(.64) 3.80(.66) 3.52(.54)

t .68 1.63

보수
M(SD) 3.13(.80) 2.62(.82) 2.98(.87) 2.87(.82)

t 2.22* .50

체
M(SD) 3.58(.41) 3.52(.37) 3.60(.45) 3.51(.33)

t .54 .91

* p<.05

표 1 에서 보듯이 직무만족도 하 변인  원장과의 계에 한 교사의 직무만

족도가 30세 미만이 M=3.55(.65), 30세 이상이 M=3.95(.55)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교사들이 30세 미만의 교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 p<.05). 30세 이상

의 교사들은 30세 미만의 교사들보다 보육시설의 원장과 업무에 한 의견교환이나 

새로운 생각에 한 격려, 화시간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보수에 한 만족도는 30세 미만의 교사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세 미만의 교사들이 M=3.13(.80)인 것과 비교하면, 30세 이상의 교사들은 

M=2.62(.82)로 의미 있게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여주었다(t=2.22, p<.05). 한 시설유

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는 직무만족도  동료 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법

인시설의 교사들이 M=3.97(.54), 민간시설의 교사들은 M=3.68(.47)로 법인시설의 교

사들이 민간시설의 교사보다 동료 계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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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육교사 연령에 따른 교사- 아 계 차이

교사 연령(N) M(SD) t

교사- 아 계

친 감
30세 미만(30) 2.97(.31)

1.43
30세 이상(20) 2.90(.36)

갈등
30세 미만(30) 1.75(.44)

.18
30세 이상(20) 1.74(.36)

의존성
30세 미만(30) 2.37(.50)

2.03*
30세 이상(20) 2.22(.43)

 *p<.05

다음은 교사의 일반  배경에 따라 교사- 아 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표 2). 교사 연령에 따라 교사- 아 계 하  요인  의존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의존성이 30세 미만의 교사들은 M=2.37(.50), 30세 이

상 교사들은 M=2.27(.43)로 주로 연령이 낮은 교사들이 교사- 아 계에서 의

존성에서 높은 수를 보 다(t=2.03, p<.05).

2) 아 성별과 월령에  따 른  기질

아의 성별에 따라, 월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아의 월령

을 연구 상의 평균 월령에 따라 구분하 는데 평균월령이 32.3개월이었으므로 33

개월을 기 으로 33개월 미만과 33개월 이상 두개의 집단으로 나 어 비교 하 다. 

이는 만 2세반의 간 월령은 30개월이지만 3월을 기 으로 반구성이 이루어지므로 

연구가 진행된 시 이 5월인 것을 고려하여 33개월을 기 으로 월령집단을 구분하

여 비교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표 3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아 기질은 성별과 월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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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의 일반  배경에 따른 기질 차이

성별(N) 월령(N)

남아(90) 여아(85) 33개월 미만(93) 33개월 이상(82)

아기질

외향성
M(SD) 4.33(.29) 4.31(.34) 4.28(.30) 4.38(.33)

t .46 -1.92

부정

정서

M(SD) 3.92(.36) 4.00(.40) 3.92(.40) 4.00(.35)

t -1.45 -1.41

주의통제
M(SD) 4.57(.49) 4.67(.44) 4.57(.50) 4.67(.44)

t -1.55 -1.40

다음으로는 아의 성별과 월령에 따른 교사- 아 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아의 성별과 월령에 따른 교사- 아 계는 부분 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가 M=2.88(.35), 여아가 M=2.99(.32)로 교사는 남아보다 여아

와 친 감 계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r=-2.11, p<.05). 교사- 아 계에서 의존

성은 아의 월령이 33개월 미만이 M=2.36(.47), 33개월 이상이 M=2.22(.46)로 교사

는 어린 아와의 계에서 의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의 일반  배경에 따른 교사- 아 계 차이

성별(N) 월령(N)

남아(90) 여아(85) 33개월 미만(93) 33개월 이상(82)

교사- 아 

계

친 감
M(SD) 2.88(.35) 2.99(.32) 2.93(.31) 2.95(.37)

t -2.11* -.39

갈등
M(SD) 1.76(.41) 1.73(.39) 1.75(.39) 1.75(.41)

t .51 -.06

의존
M(SD) 2.26(.48) 2.32(.45) 2.36(.47) 2.22(.46)

t -.96  2.10*

*p<.05 

2. 교사 직무만족도에 따른 교사-영아 관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교사- 아 계를 살펴보기 하여 교사의 직무만

족도를 평균과 표 편차를 기 으로 X>M+SD인 경우는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 

X<M-SD인 경우는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 아 계는 체 직무만족도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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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교사- 아 계는 하 요인인 친 감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36, p<.01). 직무만족도가 낮은 교사들은 교사- 아 

계의 온정 이고 개방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친 감 역이 M=2.85(.31)인데, 반

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들은 교사- 아의 온정과 개방  의사소통을 하는 친

감 역이 M=3.07(.37)로 나타났다. 

표 5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교사- 아 계

교사- 아 계

친 감

M(SD)

갈등

M(SD)

의존감

M(SD)

직무만족도(N)
낮음(54) 2.85(.31) 1.74(.38) 2.22(.41)

높음(53) 3.07(.37) 1.65(.36) 2.27(.51)

t -3.36** 1.22 -.54

**p<.01

3. 영아 기질에 따른 교사-영아 관계  

아의 기질에 따른 교사- 아 계를 살펴보기 하여도 마찬가지로 아 기질에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기 으로 X>M+SD인 경우는 기질 수가 높은 집단, 

X<M-SD인 경우는 기질 수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아 기질의 외향성, 부

정  정서, 주의 통제 역에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 다. 

아의 기질과 교사- 아 계는 하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아 기질에 따른 교사- 아 계

집단

교사- 아 계

친 감

M(SD)

갈등

M(SD)

의존성

M(SD)

아

 

기

질

(N)

외향성

낮음(16) 2.93(.36) 1.76(.47) 2.24(.43)

높음(15) 2.96(.37) 1.70(.40) 2.26(.48)

t -.33 -.74 .22

부정  

정서

낮음(14) 2.93(.33) 1.76(.34) 2.37(.44)

높음(16) 2.95(.38) 1.84(.47) 2.36(.52)

t -.20 -.95 .04

주의통제

낮음(25) 2.89(.37) 1.72(.39) 2.28(.42)

높음(24) 3.01(.35) 1.72(.37) 2.22(.48)

t -1.83 .0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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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2세 아반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아 기질이 교사- 아 계 

어떤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먼 , 연구 상자인 보육교사의 사회 인

구학  배경에 따라 직무만족도, 교사- 아 계가 차이가 있는지, 아의 성별과 

월령 수에 따라 기질과 교사- 아 계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

의 직무만족도에 따라 교사- 아 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셋째, 아 기질

에 따라 교사- 아 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반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연령과 근무하는 시설유형에서 부

분 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원장과의 계에 한 직무만족도는 30세 이상의 교사

가 30세 미만의 교사들보다 더 높았고, 보수에 한 만족도는 30세 미만의 교사들

이 30세 이상의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장과의 계를 의미하는 업무에 

한 의견교환, 새로운 생각에 한 격려, 화시간 등에 해 30세 이상의 교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원장의 연령이 교사들보다 일반 으로 높은 상황에서 

연령차이가 은 30세 이상의 교사들이 원장과의 계에서 원만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순(2004)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서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교사연령이 고유하게 직무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얻은 결론이 아니므로 일반화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사 경력이나 학력은 본 연구와 결과가 동일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보수에 한 만족은 30세 이상의 교사들이 만족도

가 낮았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보수가 근무경력이나 호 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료 계에 한 만족도는 시설유

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법인 시설의 교사들이 민간 시설의 교사들보다 동료

계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신동희, 2004; 최미정, 2005)의 결과와

도 일치하는 결과 다. 동료 계의 만족도는 동료교사들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상부상조, 화, 함께 일하는 즐거움 등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계에 향을  

것이다. 

교사의 일반  배경에 따른 교사- 아 계는 교사 연령에 따라 교사- 아 계 

하  요인  의존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교사들이 교사-

아 계에서 의존성에서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교사 연령이 낮은 교사가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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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교사보다 아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 이라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교사 연령이 높을수록 아의 의존성을 정 으로 받아들이고, 연령이 낮은 교

사들은 아의 의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석된다. 교사- 아 계에서 아

와 온정 이고 개방 인 계를 가지는 친 감이나 아와 이고 조화롭지 못

한 갈등에서는 교사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연령이외의 경력, 

학력, 시설유형의 차이에 따라서는 교사- 아 계를 지각하는데 차이가 없었다.

아의 일반  배경인 성별과 월령에 따른 아 기질은 차이가 없었다. 아 기

질의 하 역 외향성, 부정  정서, 주의 통제 모두 아의 성별이나 월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지 (2005)의 연구에서 기질이 응성, 활동

성, 생리  규칙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반응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수가 높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완정(1999)의 연구에서도 활동성

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 이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이완정, 1999; 정지 , 2005)는 기질이 성별에 따라 

부분 으로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차이가 없었던 하 역이 부분이었으므로 

아의 기질은 성별과 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었던 하 역들은 연구 상과 연구도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사- 아 계는 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여아가 남아의 경우

보다 친 한 계를 유지하 으며, 33개월 미만의 어린 아들이 33개월 이상의 

아들보다 교사와 의존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이진숙, 

2001)에서처럼 교사와 정 인 계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고, 부정 인 계는 

남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아들에게는 더욱더 친 하고 정 인 교사- 아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더 세심한 심과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 월령이 낮은 

아들이 의존 인 계가 많은 것은 아반은 월령의 차이에 따라 아의 의존성

이 확연히 나타나므로 아반 구성에 월령차이를 게 나도록 반을 구성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교사 직무만족도는 교사- 아 계에서 친 성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친 한 교사- 아 계를 갖는다. 갈등과 의존감의 부정

인 교사- 아 계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무만

족도가 높은 교사들이 교사- 아 계에서 온정과 개방 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

며 높은 친 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개방 이고 온정 인 친

한 교사- 아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최미정(2005)이 주장한 

것처럼 직무만족도가 조직의 생산성, 구성원의 계에 향을 입증한 것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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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 아 계에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

은 직무만족도가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보육시설에서도 교사- 아 계에 직무만족도는 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아기 보육시설에서 교사와 맺는 계의 요성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직

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요한 것임을 확인하 다.

셋째, 아 기질에 따른 교사- 아 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인 외향성과 부정  정서, 주의통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교사- 아 계

의 친 감, 갈등, 의존성 계를 가지는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다. 따

라서 기질은 교사- 아 계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부모-아동 간의 계 혹은 상호작용에 아 기질이 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

들에서 보면 아 기질에 따라 양육행동을 변화시키고, 양육행동은 다시 기질에 

향을 주는 순환  (Windle & Lerner, 1986)이나, Thomas와 Chess(1977)의 부정

인 아 기질이 늘 부정 인 부모-자녀 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의 기 와 조화가 요하다는 조화로운 합치(Goodness-of-Fit)모델로, 는 

Gallagher(2002)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 기질에 따라 다른 응과 계를 조 한

다는 조건모델(Conditional Model)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질 

높은 교사- 아 계를 형성하기 해서 아 기질의 향을 밝히는 연구들이 다양

한 연구 설계로 연구된다면 보육시설에서의 교사와 아 사이의 보육경험 사이에 

아 기질이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필요하리라고 본다.

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어머니와 아와의 계를 신할 교

사- 아 계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교사의 높은 직무만족도는 교사- 아 

계에 온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통을 통해 친 성을 높이는데 향을 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아의 기질에 따른 교사- 아 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 요인의 직 인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제한 과 추후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연구 상지역이 제한 이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표집 상과 지역을 확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아 계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아 기질을 단순 비교하여, 교사- 아 계에 

향을  수 있는 기타 보육환경의 변인을 밝히지 못하 다. 셋째, 보육시설에 다

니는 아들에게 교사- 아 계가 발달에 요한 요인이라면 교사의 지각에 의한 

측정보다는 찰자에 의한 찰연구로 계를 측정하는 연구도 시도해 볼 것을 제

언한다. 교사- 아 계를 측정하는 객 인 연구방법 개발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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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infant temperament associated with teacher-infant relationship 

in the infant class. The subjects were 175 infants and 50 their teachers in 

Chung Ju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sample t-test, 

ANOVA using the SPSSWIN Computer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infant class was high in teachers with low age group. Second,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in the infant class was high in teache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timacy of teacher-infant relationship. Finally, Infant 

temperament were no related to teacher-student relationship. 

 

Key Words : Teacher-infant relationship, Infant temperament,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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