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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ligious maturity of 

Christian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emotional 

lab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73 Christian 

teachers of early-child classes who work in child care centers in Gyeonggi-do 

province. For the research analysis, frequency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were 

calculated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ffective and volitional factors from religious maturity of Christian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overall 

teacher-infant interaction. Second, the affective factor from religious maturity of 

Christian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hav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outward 

behavior, which is the lower variable of emotional work, and a positive influence 

on inner behavior. Third, the volitional factor from religious maturity of 

Christian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ption of self-emotions, perception of others' emotion, emotional application,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intelligence overall. 

      

❙key words religious maturity, teacher-infant interaction,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Ⅰ. 서 론

여성 취업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의 변화와 함께 유아교육기 에서 교

육을 받는 연령은  하향화되고 있으며, 아보육에 한 어린이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희, 2015). 특히, 아기는 성인의 돌  없이는 독립 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을 

보장해 주고 이들의 발달을 지원하고 진하는 것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아보육의 

요성과 필요성에 한 사회  인식이 확 되고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  사

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어 언어표 능력이 부족하여 부당한 학 를 받고도 이를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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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는 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가 되고 있다(조용호, 2016). 이와 련하여 어

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에 한 문제가 부모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교사자격을 강화하기 해 국가고시 도입 등의 여러 제도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김은실, 

2015).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운 하기 해 구조  측면에서는 학 규모, 교사의 자격  경력 수 , 

유아와 교사의 비율 등을 히 갖추어야 하고, 과정  측면에서는 유아에 한 교사의 민

감한 반응과 효과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이  가장 핵심 인 변

인은 보육교사의 문성과 인성 인 자질이라 볼 수 있다(Barbour & Lash, 2009). 특히 기본욕구 

충족과 성장발달을 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를 보육하는 아교사는 무엇보다 애정, 사명감, 

인격 등의 인성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아가 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일차 상은 바로 교사로서, 아

가 어머니와 형성하는 계만큼이나 교사와 형성하는 계도 요하다(정은경, 2011). 아는 교

사와의 계가 친 할수록 어린이집에 해 보다 우호 인 태도를 갖고, 극 으로 활동에 참

여하며, 래와의 계에도 능동 이다. 반면, 교사와의 계가 갈등 일수록 어린이집에 해 

보다 회피 인 태도를 보이고, 래와의 계에도 소극 인 성향을 보인다(오경희, 2010). 이처

럼 교사- 아 상호작용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아 간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

으로, 교사가 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 인 태도  행동과 연 된다. 

즉, 교사와 아의 상호 계는 사회  유능감, 사회성 발달, 언어  인지 능력 측면에서 아에

게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교사는 아의 신체 , 심리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염지숙, 이명순, 조형숙, 김 주, 2015).  

이처럼 아의 건강한 성장은 교사와의 계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김미 , 정옥분, 

2014), 아교사는 아에게 인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화 역할을 통해 

아가 가족 구성원  다양한 성인과 신뢰감 있는 계를 형성하고 래와 정 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Sroufe, 1983). 아가 맺는 타인과의 안정  계는 어린이집에서

의 지속 인 생활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이며, 아 자신에 한 만족감, 어린이집 생활에 한 

정  인식, 다른 사람에 한 애착형성 등 아기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손인숙, 송진숙, 2004; 최효 , 2010).

교사- 아의 상호작용과 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양숙경의 연구(2010)에서는 아의 어린

이집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분리불안보다 교사- 아 계에서 더 우세하게 나

타났다. 정미조(2009)는 아가 교사와 부정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래와도 부정  상호작

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교사가 아와의 계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상

호작용의 질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유아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정서 인 행 를 수행하고 목표를 성

취하며 표 하는 과정에서 정서노동을 수행하게 된다(염지숙 등, 2015). 정서노동은 상황에 

한 감정을 표 하는 행 라고 정의되며(Ashforth & Humphrey, 1993),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기

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표  정도에 따라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으로 나뉠 수 있다(이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

   

 

 171

진화, 2007). 즉, 정서노동은 조직에서 혹은 직무상에서 요구되는 정서를 표 하기 한 목 으

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목  달성을 하여 개인이 어떻게 정서의 느낌 혹은 표 을 조 하는지

에 따라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임지윤, 2011). 표면행동은 개인이 

느끼는 정서와는 상 없이 기 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요구되는 정서만을 표 하는 행 를 

말하며, 이때 어린이집 교사 개인이 느끼는 내면의 정서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내면행동

은 기 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합한 정서  행 를 실제 자신의 내면  정서까지 표 하여 정

서  행 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은 각각 독립 인 특성을 갖

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 아교사의 정서노동과 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정서노동이 교사- 아 상호작

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김유리, 2015; 이승미, 2013; 이혜정, 2015)과 아교사의 정서

 어려움에 한 이야기를 다룬 연구(여인우, 김숙령, 2015)가 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

노동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교사의 정서노동을 다룬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아교사의 사회․정서  능력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아와 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평등하다는 느낌

을 갖게 하며, 래와의 정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는 에서 매우 요

하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이 가운데 교사의 정서지능은 합리 인 의사결정에서 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교사의 교직생활 반에 걸쳐 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차이를 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정서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 즉, 정서지능은 교수 행 를 향상시키기 해 교사 개인의 정서를 활용하고, 타인의 

정서 인 표 을 이해하며, 정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은 어린이집 교사의 부정 인 스트 스, 소진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한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박복매, 2011). 

이 듯 아교사의 정서지능에 한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이 교사- 아 상호작용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연보라, 2014; 이민 , 2015; 이승미, 2013; 조혜진, 김수연, 2012), 조직 문화

내에서의 역할수행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신희정, 문 , 2013). 이외에 아교사를 상으

로 한 정서지능과 련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독교인 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신앙이란 궁극 이라고 믿는 것에 한 존재와의 계를 의미하는  신뢰의 상태로 

객 성과 보편성을 제로 한다(김경희, 2016). 이러한 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수 그리스도에 한 신앙을 의미하며, 신앙성숙이란 기독교인의 신

앙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인격의 3  요소인 지․정․의(知情意)의 세 측면에서 신앙 으로 

고른 성장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신미애, 2004).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인지  측면은 기독

교 신앙의 핵심내용  교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기독교 가치 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

간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 가와 련된다. 정의  측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삶 속에 순간순간 일

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6호

172  

지  측면은 기독교인이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  차원과 련된다. 이처

럼 기독교 신앙은 세 측면에서 형성되고 발달해 가는 상으로써 성숙을 향해가는 특성이 있다. 

이유리(2002)는 이와 련하여 보 인 단계(히 리서 6:1),1) 어린이와 같은 단계(고린도 서 

3:1)2), 자라나는 과정(에베소서 4:13)3), 그리고 완성된 단계(요한일서 3:2)4)로 제시하 다.

기독교인이 성숙한 신앙심을 가질 때,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지향 이며 책임감 

있게 모든 문제를 처하여 건강 상태도 좋다고 분석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계인선, 1999), 

어린이집 아교사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기독교인일 경우 정신 , 신체 인 면과 성격 면에

서 건강하고, 인생의 의미를 정 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즉, 

신앙을 통해 심리 으로 보상을 받고 용기와 희망을 가짐으로써 삶에 있어 더욱 큰 만족과 건강

한 생활을 릴 수 있을 것이다.  

재까지 이루어진 신앙성숙도와 정서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앙이 자아존 감 

 자아정체감에 정 인 향을 끼쳤다는 연구(김미정, 1995; 김성 , 1996; 손성욱, 2001)들과 

신앙이 불안감을 이고 심리  안녕감을 높 다는 연구(김 동, 1999; 이상순, 1994; 지형기, 

2000)들이 있었으나 직 으로 신앙성숙도와 정서 인 성향을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한, 신앙성숙도 련 연구는 주로 부모(김은실, 2005; 박종수, 2012; 조지 , 2015), 청년(박

미 , 2009; 장선 , 2014; 최창일, 2013), 그리고 · ·고등학교(이유리, 2002)와 교회학교(손정

, 2011; 이기룡, 2011) 등의 교사를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

는 빈곤과 연 된 김유경(2013)의 연구와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만족과의 계성을 분석한 조

재희(2012)의 연구, 그리고 직무만족과의 련성을 살펴본 허수진(2009)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나 기독교인 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앙성숙이 인간의 정서 인 안정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  안정감은 아를 

돌보는 아교사에게 필수 임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 아교사를 상으로 신앙성숙과 교사의 

정서능력  아와의 상호작용과의 련성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

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 와 련성이 있는 아교사를 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 아교사를 상으로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

호작용, 정서노동,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을 둔다. 이는 기독

교인 아교사가 보육 장에서 교사로서 아와 맺는 상호작용의 질과 정서노동, 정서지능이 기

독교 신앙과 어느 정도 련되는지에 한 체계 이고 포 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히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한 신앙과”

2) 고  3: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함과 같이 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함과 같이 하노라”

3)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4)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 으

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 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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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정서노동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직 인 기독교인 아반 보육교사 173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에서 경력은 7년 이상이 71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연령은 30 (68

명, 39.3%)가 가장 많았다. 학력에서는 문  학 졸업이 80명(46.2%), 신앙경력은 모태신앙이 

73명(42.2%)으로 각각 가장 높은 비 이었다. 기 유형에서는 민간이 80곳(46.2%), 결혼 유무에

서는 기혼이 114명(65.9%)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구체 인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배경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N=173)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경력

1년 미만 10(  5.8)

 신앙경력

1-3년 미만 11(  6.4)

1-3년 미만 36( 20.8) 3-5년 미만 9(  5.2)

3-5년 미만 32( 18.5) 5-10년 미만 9(  5.2)

5-7년 미만 24( 13.9) 10년 이상 71( 41.0)

7년 이상 71( 41.0) 모태신앙 73( 42.2)

체 173(100.0) 체 173(100.0)

연령

20 38( 22.0)

 기 유형 

국공립 41( 23.7)

30 68( 39.3) 법인 20( 11.6)

40 49( 28.3) 직장 8(  4.6)

50 17(  9.8) 가정 24( 13.9)

60  이상 1( .6) 민간 80( 46.2)

체 173(100.0) 체 173(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 8.7)

 결혼유무

미혼 59( 34.1)

문 학 졸업 80( 46.2)

기혼 114( 65.9)4년제 학 졸업 60( 34.7)

학원졸 18( 10.4)

체 173(100.0) 체 1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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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법으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와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

동, 정서지능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측정도구의 성을 알아보기 하여 10명의 기독교

인 아교사를 상으로 2016년 4월 한 달간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과정은 기독교인 

아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10곳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아교사와 함께 문항별로 내용을 체

크하면서 화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측정도구의 

각 문항들이 장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인 아교사에게 하다고 최종 단되어 유아교사

를 아교사로, 유아를 아로 용어를 수정한 후 사용하 다. 본 조사는 2016년 5월 에 실시되

었다. 연구자가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가운데 기독교인 아반 교사가 재직 인 곳에 연

락을 취하여 직  방문 는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 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182부를 회수하 고(회수율 91.0%), 미기재나 다  기재된 9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173

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사용하 다(사용율 86.5%). 연구윤리와 련해서 연구 상자에게 연구

의 목 과 내용, 연구자에 한 상세한 설명을 하 고, 수집된 자료와 련하여 연구 상자의 사

생활을 보호함을 명확히 밝히며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 다. 

3. 연구도구

 

1) 신앙성숙도

신앙성숙도 도구는 Basset 등(1981)이 개발한 ‘기독교인의 신앙심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수정 보완한 박기 (1996)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인지  측면, 정의  측면, 의지  

측면 등 3개의 하 요인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 방식은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으며, 부정 인 문항은 역채 을 하 다. 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앙성

숙도 질문지의 내용, 문항 , 문항 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문항 체에서 .92의 신뢰도 

계수가 분석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 아 상호작용

교사- 아 상호작용 도구는 김 지(2005)가 개발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를 사용하

는데, 유아를 아로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평등한 우, 자유놀이에 정  참여,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 등 5개의 하 요인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 방식은 5  Likert 척도를 사

용하 으며, 부정 인 문항은 역채 을 하 다. 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 아 상호작용 질문지의 내용, 문항 , 문항 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문항 체에서 

.97의 신뢰도 계수가 분석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서노동

정서노동 도구는 Brotheridge와 Lee(2003)가 개발한 ‘정서노동 척도’를 이랑, 김완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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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도구별 문항 수  신뢰도 

요인 내용 문항수
내  

신뢰도 

신앙

성숙도 

인지  

측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 으로 알아야 할 성경지식이나 교리에 한 이해력과 

성경 인 가치 에 근거한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한 인지방식 14 .78

문항 :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정의  

측면

자신의 신앙행동과 모범 인 기독교인이나 비양심 인 기독교인에 한 느낌
14 .85

문항 : 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낀다. 

의지  

측면

기독교인의 행동 인 면으로, 교회 생활  사회생활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을 알

아 볼 수 있는 행동 14 .81

문항 :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언행을 조심한다.

체 42 .92

 

교사-

아 상호

작용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
7 .93

문항 : 아의 사소한 이야기나 의사표 을 존 하며 들어 다.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8 .93문항 : 래와의 정 인 계를 통해 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평등한 우
4 .81

문항 : 아의 성별, 가정배경에 계없이 평등하게 한다.

자유놀이에 정  참여

4 .90문항 : 아의 자유놀이시 아들이 흥미를 잃거나 놀이가 반복될 때 진행상

태를 악하여 한 시 에 개입한다.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
5 .89

문항 : 아가 울거나 화내고 불안해 할 때 안아주고 로해 다.

체 28 .97

정서

노동

표면행동

실제로 느끼는 정서가 부정 이더라도 그 상황에 합한 정 인 정서행동으로 

가장해서 나타내는 행동 5 .74

문항 : 나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웃는 경우보다 억지로 웃는 경우가 많다.

내면행동

자신에게 기 되는 정 인 정서를 표 하기 해 노력하는 행동

6 .93문항 : 나는 아들을 할 때 정 인 마음이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려는 경우가 많다.

 

정서

지능 

자기정서

인식

자기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감정상태를 인지하고 지각하는 정도
4 .92

문항 :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타인정서

인식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도
4 .91

문항 :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하다.

정서활용

미묘한 정서 간의 계를 이해하고 정서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며 복잡한 정

서의 이해를 토 로 인간 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정도 4 .88

문항 : 나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다.

정서조
자신의 불균형 상태의 정서를 균형 잡힌 안정된 상태로 조 , 통제하는 정도

4 .90
문항 : 나는 내 감정을 매우 잘 통제할 수 있다.

체 1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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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2006)이 번안하고 이를 유아교사를 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김수연(2015)의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도구는 표면행동과 내면행동의 2개 하 요인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

방식은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노

동 질문지의 내용, 문항 , 문항 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면행동은 .74, 내면행동은 .93

의 신뢰도 계수가 분석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지능

정서지능 도구는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정서지능 척도’를 강 숙(2007)이 학교 교사

를 상으로 번안하고 이를 유아교사를 상으로 수정․보완한 김수연(2015)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그리고 정서조 의 4개 하 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 방식은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

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 질문지의 내용, 문항 , 문항 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문항 체에서 .94의 신뢰도 계수가 분석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  연구문제 해결을 하여 체 으로 SPSS WIN 

20.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 다. 첫째,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배경을 

분석하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알

아보기 해 문항의 내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셋째,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

호작용과 정서노동,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다 공선성의 가능성을 악해 본 결과 VIF는 10이하(1.646-3.193), TOL은 

0.1이상(0.313-0.608)을 보 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in 계수도 1.574~1.958로 

2에 가까워서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하여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교사- 아 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1>과 <표 3-2>에 

제시하 다.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정의  측면이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 (β = .311, p <

.05)과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β = .285, p < .05), 교사- 아 상호작용 체(β = .276, p <

.05)에 각각 정  향력을 나타내었다. 의지  측면은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β = .224, 

p < .05)와 평등한 우(β = .373, p < .01)와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β =.350, p < .0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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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 상호작용 체(β = .275, p < .05)에 정  향력이 있었다. 그 외 인지  측면에서는 교사

- 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력이 없었다. 

 

<표 3-1> 교사- 아 상호작용에 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향  

변인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평등한 우

 B β t  B β t  B β t

신
앙
성
숙
도

인지  측면 -.173 -.113 -1.252 -.139 -.096 -1.082 -.235 -.163 -1.853

정의  측면 .357 .311 2.543* .308 .285 2.366* .205 .188 1.596

의지  측면 .218 .175 1.525 .263 .224 1.972* .440 .373 3.334**

상수 2.591 2.614 2.832

제곱합(SS) 10.402 10.547 12.006

자유도(df) 3 3 3

제곱평균(MS) 3.467 3.516 4.002

R2 .161 .183 .207

Adj. R2 .148 .169 .193

F 10.786*** 12.654*** 14.703***

*p < .05, **p < .01, ***p < .001.

<표 3-2> 교사- 아 상호작용에 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향  

변인
자유놀이에 정  참여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
교사- 아 상호작용 체

 B β t  B β t  B β t

신
앙
성
숙
도

인지  측면 -.265 -.156 -1.678 -.201 -.143 -1.810 -.190 -.139 -1.577

정의  측면 .290 .226 1.805 .199 .188 1.572 .284 .276 2.312*

의지  측면 .298 .214 1.818 .403 .350 3.172** .307 .275 2.450*

상수 2.834 2.806 2.705

제곱합(SS) 9.486 10.710 10.446

자유도(df) 3 3 3

제곱평균(MS) 3.162 3.570 3.482

R2 .118 .194 .201

Adj. R2 .102 .189 .187

F 7.506*** 13.585*** 14.17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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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정의  측면이 높으면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교사- 아 상호작용 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한 의지  측면이 높으면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와 평등한 우,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 교사- 아 상호작용 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2.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정서노동에 미치는 향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하여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

로, 정서노동의 하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 다.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정의  측면은 표면행동에 유의하게 부 인 향을 주었고  

 (β = -.372, p < .01), 내면행동에는 유의하게 정 인 향을 주었다(β = .294, p < .05). 

이상의 결과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정의  측면이 높으면 표면행동이 어들

고, 내면행동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3.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하여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5-1>과 <표 5-2>에 제시하

다.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의지  측면이 자기정서인식(β = .378, p < .01)과 타인정서인식  

<표 4> 정서노동에 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향

변인
표면행동 내면행동

 B β t  B β t

신앙성숙도

인지  측면 .088 .064 .561 -.119 -.073 -.770

정의  측면 -.457 -.372 -2.884** .358 .294 2.287*

의지  측면 .167 .125 1.030 .033 .025 .205

상수 3.654 2.992

제곱합(SS) 4.936 5.483

자유도(df) 3 3

제곱평균(MS) 1.645 1.828

R2 .066 .075

Adj. R2 .050 .059

F 4.007** 4.57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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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238, p < .05), 정서활용(β = .283, p < .05), 정서조 (β = .333, p < .01), 정서지능 체(β = .377, 

p < .01)에 각각 정  향력을 나타내었다. 그 외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에서는 정서지능에 

유의한 향력이 없었다. 

<표 5-1> 정서지능에 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향  

변인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B β t  B β t  B β t

신
앙
성
숙
도

인지  측면 -.192 -.117 -1.246 -.159 -.090 -.980 -.194 -.107 -1.121

정의  측면 -.028 -.023 -.178 .194 .146 1.153 .042 .031 .237

의지  측면 .506 .378 3.165** .344 .238 2.001* .420 .283 2.338*

상수 3.142 2.503 2.801

제곱합(SS) 7.345 8.788 6.340

자유도(df) 3 3 3

제곱평균(MS) 2.448 2.929 2.113

R2 .098 .101 .069

Adj. R2 .082 .085 .052

F 6.126** 6.334*** 4.174**

*p < .05, **p < .01, ***p < .001.

<표 5-2> 정서지능에 한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의 향  

변인
정서조 정서지능 체

 B β t  B β t

신앙성숙도

인지  측면 -.201 -.109 -1.180 -.186 -.129 -1.420

정의  측면 .133 .095 .767 .085 .079 .638

의지  측면 .501 .333 2.838** .443 .377 3.249**

상수 1.940 2.597

제곱합(SS) 12.232 8.381

자유도(df) 3 3

제곱평균(MS) 4.077 2.794

R2 .129 .146

Adj. R2 .114 .130

F 8.346***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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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6호

180  

이상의 결과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의지  측면이 높으면 자기정서인식과 타

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 , 정서지능 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Ⅳ. 논의  결론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정의  측면이 정 인 교사의 말과 행동과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교사- 아 상호작용 체에 각각 정  향력을 나타냈다. 의지  측면은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와 평등한 우와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 교사- 아 상

호작용 체에 정  향력이 있었다. 인지  측면에서는 교사- 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력

이 없었다. 이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정의  측면이 높으면 정 인 교사의 말

과 행동,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 교사- 아 상호작용 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한 

의지  측면이 높으면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와 평등한 우, 부정  정서수용  문

제 상황 개입, 교사- 아 상호작용 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타분야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간의 계에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인간 상호작용이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연구(김곤, 2009; 박병윤, 2001)

들과 연 된다. 즉,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이 아와의 상호작용 계에서 요한 토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하나

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진 인 존재일 뿐만 아니

라, 그 자체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인격  존재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Stoop, 2003). 즉, 인간

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기 로 타인과도 계를 맺을 수 있는 존

재이다. Fowler(1995)는 신앙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들에 의미를 부여해 주

며, 한 공유되어 있는 의미와 목 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계에 의미와 목 을 다고 

하 다. 이처럼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와 목 을 가지고 타인과 계를 잘 맺는 것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10:27).5) 따라

서 기독교인 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 한 계성을 갖는 것

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은 교사- 아 상호작용에 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앙의 정의  측면과 의지  측면에서의 성숙도는 교사가 아에 해 가지는 감정  

차원과 행동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

5)  10:27 “ 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의 하나님을 사랑

하고 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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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사의 말과 행동은 무엇보다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에서(고  13:4-7),6) 래 간 정  

상호작용의 격려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에서(히 10:24)7)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평등한 우는 공평한 추를 기뻐하는 것(잠 11:1)8)과 사람을 차별하여 하지 말 

것에서(약 2:1),9) 부정  정서수용  문제 상황 개입은 제자들의 변론을 해결하시는 수님의 

모습에서(  9:46-47)10)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 말 은 타인과의 질 인 상호작용

을 높이는 요한 신앙  요소가 된다. 

이처럼 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며 언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교사

가 아에게 나타내는 반 인 태도와 행동이 교육의 질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임을 감안

할 때,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아교사는 자신이 돌보는 아와의 상호작용에서 하나님과의 

계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정의  측면은 표면행동에 유의하게 부 인 향을 주었고, 

내면행동에는 유의하게 정 인 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정의  측면이 높으면 표면행동이 어들고, 내면행동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김윤경(2011)은 정서노동으로 인한 부정  향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회복탄력성

을 제시하고 있는데,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스트 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

공 으로 응하는 정 인 힘으로 간주된다(Matzenberger, 2013).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회복탄

력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과 동일한 의미임을 

감안할 때(Tada & Estes, 1997), 본 연구결과는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힘든 환경에서도 능동

이고 탄력 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복탄력성이 스트 스 처에 정 인 용인으로 작용

한다는 선행연구(김재연, 2008; 유 우, 2008; 황병배, 안병덕, 2016)들과 부분 으로 연 된다. 

즉, 기독교인 아교사들의 신앙이 정서노동으로 인한 부정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정서노동은 장시간 유아들과 일 일 상호작용을 할 뿐 아니라 부모나 동료와도 긴 한 

계를 유지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흔히 발생되는데(이진화, 2007), 업무수행과정  긴장이 수반

됨으로써 심리  소진, 냉소, 스트 스,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 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주요 변

인으로서 설명되어져 왔다(권혜진, 2008; 황혜신, 2010). 특히, 더 어린 연령을 돌보아야 하는 

아교사의 경우 긴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 , 2005; 김혜 , 2008; 조성연, 2004). 이

6) 고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

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8) 잠 11:1 “속이는 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 약 2:1 “내 형제들아 의 주 곧 우리 주 수 그리스도에 한 믿음을 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하지 말라”

10)  9:46-47 “제자 에서 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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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스트 스는 아교사의 소진이나 이직의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의 민감기인 

아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김정희, 최미경, 2013; 변은경, 장경오, 2015), 

최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스가 유아학 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박진아, 이경숙, 2015; 서동미, 연선 , 2016). 따라서 보육교사의 심리  소진이나 스트 스를 

유발하는 주요 변인인 정서노동을 이기 해 보육교사가 자신의 내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요함을 측할 수 있다. 

신앙성숙이 내면행동을 증가시키는 본질 인 마음의 변화에 한 근거로서 성경은 마음과 행

동,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제시하고 있다(Lane & Tripp, 2006; Tripp, 1997; Welch, 1998). 특히, 

수님은 외식하는 서기 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

름답고 옳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 등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안과 겉을 깨끗

이 할 것을 말 하셨다(마 23:27-28).11)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

치를 강조하고 있다(약 2:17-18).12)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은 직업 가치 에도 정 인 향을 다(심은혜, 1996). 직업이

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수 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경제  수단만이 아니라 하

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고차원 인 직업윤리의식의 표 , 즉 소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Guinness, 2003). 따라서 기독교인 아교사에게 자신의 내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업윤리

의식 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의지  측면이 자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정

서조 , 정서지능 체에 각각 정  향력을 나타내었다. 그 외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에서

는 정서지능에 유의한 향력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  의

지  측면이 높으면 자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 , 정서지능 체가 증가

함을 시사한다.  

재 신앙성숙도와 정서지능 간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논의는 어려우나 

정서경험이 정신건강과 깊은 연 이 있음을 고려할 때(홍창희, 2003), 이는 신앙성숙이 자아존

감  심리  안녕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두만, 2010; 배은주, 2004; 교식, 

2002)들과 기독교인 교사의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정신 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이유리(2002)의 

연구와 부분 으로 연 된다. 특히 신앙성숙도  의지  측면이 정서지능을 높인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정서지능이 감정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능력(이진화, 

이혜원, 유진경, 2010)이라는 에서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기 와 실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을 스스로 조 하여 삶의 만족도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연진, 1993; 이유리, 

2002, 임이수, 1996; 교식, 2002; 지형기, 2000)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11) 마 23:27-28 “화 있을 진  외식하는 서기 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

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12) 약 2:17-18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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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앙성숙도의 하 변인  인지  측면은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그리고 정서지

능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재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경지식 습득에 이 맞추어져 있고 삶에서의 실천이 약하다

는 연구(윤 민, 2016; 최승진, 2014)들과 련하여, 앞으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습득 차원에 그치기보다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한 실천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애  신앙성숙이란 기독교인의 신앙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인지  측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교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와 련된다(신미애,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지  측면이 별다른 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는 기독교 신앙에 한 객 인 성경 지식이나 교리보다는 신앙의 상과 계를 맺

음으로써 갖게 되는 주 인 체험이 정서지능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무

조건 이며 정 인 종교  수용의 개인  경험이 한 사람의 부정 인 정신  요소를 극복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유리, 200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특정 종교의 핵심 내용이나 교리와 상 없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개인  체

험 혹은  경험이 인간의 정서와 련이 있음을 측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신앙성숙도가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그

리고 정서지능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앙성숙이란 총

체 이고 통합 인 것으로 인간의 지, 정,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신앙의 신

념과 신뢰와 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성숙함으로 보이는 것이다(김은실, 2005). 한 개인의 신앙은 

인생의 의미를 정 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역에서도 이를 극 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이정화, 1986; Myers, 2000).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기독교인 아교사의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그리고 정서지

능에 향을 주는 요인을 신앙성숙도로 한정한 , 연구 상을 경기도 지역의 기독교인 아교

사만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 그리고 조사방법이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이어서 교사 개인의 경험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다. 

이를 토 로 제언을 하면 첫째, 신앙은 매우 추상 인 개념으로 신앙성숙의 개념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신앙성숙을 측정하기 한 도구들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

며, 신앙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요인, 사회문화  요인, 심리  요인 등 다양한 요

인들에 한 포 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인 아교사만을 상으로 실시

되었는데 추후 비기독교인 아교사와의 비교연구와 교사의 신앙경력에 따른 신앙성숙도와 교

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정서지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신앙성

숙도는 지, 정, 의 반의 내면  성숙과 련되어 있고 교사- 아 상호작용, 정서노동, 그리고 

정서지능 한 심리  내면의 행동 결과라고 보았을 때, 연구방법 면에서 일회 인 질문지 조사

뿐만 아니라 심층면 , 참여 찰법 등의 질 인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 간의 

계성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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