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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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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바탕이 되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를 조사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23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높지 않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정반응 방식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반응은 
높았지만 문제보다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은 낮았고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
는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정서지능이 높을수
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여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향상시키는 자질 향상 교육
과 소진감을 감소시키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웨덴의 보육정책처
럼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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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의 취업증가와 양육을 지원할 인적자원의 부족, 영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욕구의 증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영유아 양육이 부모에게서 보육

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2008년 33,499개에서 2018년 39,171개로 

증가하였고, 보육교직원 수는 2008년 175,729명에서 2018년 333,420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018년 

영유아추계인구의 약 55%에 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보육시설의 종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해져서(보건복지부 2018), 부모는 

영유아를 더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

모도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맡긴 취

업모는 2017년에 51.5%였고, 비취업모도 34.1%였다(통계청 2017).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영유아

가 더 많은 시간을 보육교사와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에 대해 비덜프(Biddulph 2007)는 

영유아기는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때 애착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전두엽 미발달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자랄 경우 욕구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3세까지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인스워스 외(Ainsworth 

et al. 1978)도 3세까지는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양육자와 안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한 시의 경우 

영유아 10명 중 2∼3명 정도가 정신건강 상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012).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지나치게 

일찍 집단생활에 노출되는 것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레이디경향 13/05). 비덜프

(Biddulph 2007)에 따르면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약물문제,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의 문제는 보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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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반응, 또래와의 경쟁 등 열악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

는 것이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모성이 필요하

지만 기혼여성의 취업과 교육열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돌봄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뇌를 발달시키려면 애착이 필요하다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강조한다. 최성애 외(2012)도 영유아는 생후 초기에는 감정이 미분화 

상태이지만 어머니와의 감정교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감정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에게는 어

머니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

형 네 가지가 있다(최성애 외 2012; Gottamn et al. 2007).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정조절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발달시키려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모는 감정을 축소하고 관심

을 전환시키는 축소전환형, 감정을 바꾸거나 억제하는 억압형,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방관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부모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능력이

란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선미 2014). 공감능력의 개념은 감정반응 방식 중의 하나인 감정코칭형

과 유사하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정 지각 여부를 파악하

는 연구에는 유용하나 감정반응 방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반응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은 정서지능으로도 연구되고 있다(이윤주 2016; 나수지 2015; 

이민영 2015; 연보라 2014).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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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이 높으면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주 2016; 연보라 2014; 

이민영 2015).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정서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고(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혜

리 2015), 소진감은 상호작용활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나영 

외 2014). 이런 결과로 볼 때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 보육교사와 시간을 보내

는 영유아가 많아지고 있어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경미 

2012; 최미애 2000; Gottman et al. 1996; 김혜나 2011).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감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로부터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모성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무한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보육교사에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정 외

(2010)의 연구에서 영아반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촉진에 필요한 적극적 상호작

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을 편견이라고 보듯이 모성도 상황에 따라 변하

기는 하나(Hrdy 2010),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부모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시설보육보다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1/14; 권정윤 외 2005).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시설보

육보다는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이

라 볼 수 있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모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모는 

시설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업모의 영유아의 경우 통계

청(2017)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31.4%인데 비해 어린이집과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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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용률은 51.5%였다. 2019년에 직장인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는 63.5%나 되었다(연합뉴스 19/07/01).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비취업모의 경우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

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람직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외현적으로 표현

되는 상호작용활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모성에게 기대하듯이 긍정적인 상호작

용활동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

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환경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은 상호작용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상호작용활동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상호작용활동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영유아 간 의사소

통(최미애 2000) 또는 교수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영유아의 모든 접촉(안상

미 2002),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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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으로 정의된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한다(이경미 2016; 서유현 2002).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영유아는 교사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

고 인지적으로 유능하게 놀이에 참여하며 또래관계도 친숙하고 사회적 참여도 적

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보인다고 한다(Howes et al. 1995). 영유아

의 경험은 대부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보건복지부 외 2016).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 유형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재령 2014; 이정숙 2003).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으로도 분류된다(장

현주 2004). 정서적 상호작용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거나 개별적인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상호작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가르침을 제공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행동적 상호작용이란 스킨십 행동

과 보여주기, 눈높이 자세 등의 신체표현을 통해 영유아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표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허락, 칭찬, 격려, 미소 짓기, 긍정적 신체표현, 긍정적 반응, 

시범 또는 설명하기를 말하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비난이나 벌주기, 무반응, 일방적

인 지시, 명령 등을 말한다. 김은옥(2013) 연구에서 질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에게 

친절하고 반응적이며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질이 

낮은 교사는 규칙을 강조하고 영유아와의 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부정적 상호작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정다워 2007),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성 외 2013; 김남희 외 2016). 하용금(2018)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40세 이상의 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최연정

(2016)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교사의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영미 외

(2016)의 조사에서 상호작용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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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차이를 보였고 박경화(2018)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은 결혼유무, 근무시간, 

담당 영유아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은 기관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김수연(2015) 연구에서는 정서노동을 

실제적 정서를 억제하거나 외현적 정서를 가장하는 표면행동과 실제적 정서와 외

현적 정서를 동일시 하는 내면행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표면행동은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내면행동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황문희(2013)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

다. 정서노동이란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서를 직무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표현하는 

정서적 행위로(Hochshild 1983),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소진감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이나영 외 2014)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소진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유아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및 행위라 정의한다. 영유

아기는 아직 인지발달이 미숙한 시기로 애정을 추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기

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애착형성에 중요하므로 

상호작용 중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

한 상호작용활동에 대한 감정반응, 정서지능, 학급연령, 교사의 경력, 학력, 연령, 

월평균 급여, 결혼여부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 감정반응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감정에 대한 연구는 지노트(Ginott 1969)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상담하면서 감

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시작되었다. 지노트(Ginott 1969)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각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대처해

야 하는지를 돕는 코안 외(Coan et al. 2007)와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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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됨의 연구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최성애 외(2012)의 감정코칭 연구로 이어

졌다.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4가지 유형 즉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축소

전환형은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심을 돌리려 하거나 무시하는 

형이고, 억압형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보이면 자녀의 감정을 꾸짖거나 훈계해서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형이다. 방관형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내버려두고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형으로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반응 방식이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감정코치형으로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감정

도 표현하도록 수용하고 이해하고 위로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므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래관계와 학습능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최성애 외 2012).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반응을 나타내는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나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구되고 있다. 감정코

칭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백승선 외 2017; 박지은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최경화 외 2016; 최우미 2015), 교

사-유아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김희정 외 2018), 유아 문제행동 감소와 소통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성애 2012). 이처럼 감정코칭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연구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방식의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감정코칭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반응 방식을 의미하므로 유사

한 개념인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동정과 달리 자신에게로 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공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분리된 경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과 다르다(박성희 2004).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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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

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감능력은 로저스(Rogers 1957)가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데이비스

(Davis 1980)는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성지수(Interpersonal 

Preactivity Index: IRI)를 개발하였는데 공감능력을 인지와 정서가 상호관련된 

체제로 보고 타인의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를 인지적 공감으로, 관심과 고통 나누

기를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소로 보았다. 최근에는 인지와 정서뿐 아니라 표현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최지민 2015). 감정코칭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면서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므로 

표현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감정코칭형의 감정반응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해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이선미 2014).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고(조효진 2006),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이상은 2009). 감정코칭은 공감능력과 유사하므로 인간관계에 친밀감

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행복감, 인성,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진성(2010)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행복

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은아(2016)의 연구에서는 인지

적 공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능

력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을 함양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권정숙 외 2016). 

공감능력은 교사 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영

례 외(2013)의 조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행동이 공감적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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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고 유아에게 수용, 배려, 통찰의 과정을 거쳐 유아의 의견존중, 정서적 

애정행동, 유아와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나타났다.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와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감정코칭의 감정반응 방식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감정반응의 한 유형인 감정코칭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감능력은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지각하는지의 여

부만을 파악하므로 다른 감정반응 방식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감능력에

는 감정코칭형 반응 외에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관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감능력으로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실태를 알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응을 타인의 감정에 대해 축소전환적, 억압적, 방관

적, 감정코칭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라 정의하고,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어느 정도 바람직한지 반응 방식을 조사해보

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감정반응도 공감능력과 유사하

게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감정

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

서지능은 감정반응과 상호작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지능에 따라 감정반응

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살로비 외(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살로비 외

(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평가와 표현, 조절, 활용으로 

보았던 반면 골드만(Goleman 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

고 좌절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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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하위요인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 동기화,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인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정옥분 외 2007), 정서

와 관련되어 있으나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능의 한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조영옥 2015). 이런 관점에서 송미선 외

(2009)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함으로써 

직면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교사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수행과 교수행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병선 2015).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해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게 하므로 교사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최현

미 외 2009). 조혜진 외(201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는 신체접촉, 

눈 맞춤, 칭찬과 격려 등 애정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정서지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

여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 

연보라(2014)연구에서도 영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박은영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 자신의 감정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표면적 행동보다 자연적 행동과 내면

적 행동을 많이 하는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주희(2018)와 

임영미 외(2016)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으면 정서노동도 잘 수행하고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송미선 외(2009)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 김혜리(2015)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소진감과 스트레스를 높여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의도적인 감정반응

으로 인한 정서노동이 많아질 수 있고 높아진 소진감과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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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반응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 즉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감정

반응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남동부 지역 광양시의 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239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광양시는 전남의 가장 대표

적인 산업도시로 생산인구가 많은 소비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이 약 93%이상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화(2018) 조사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의 보육교사 비중이 

약 75%였고 보육교사양성과정수료자가 약 25%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환경

은 타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담당학급은 만 1∼2세 

(47.3%)가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2∼4년(31.8%)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9.6%)이 가장 적었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72.4%)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 이상(57.3%)이 가장 많았고 20대(12.6%)가 가장 적었다. 기혼

(81.2%)이 미혼(18.8%)보다 많았고, 급여는 180만 미만(58.2%)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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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담당학급

1세 미만 반 29 12.1

1∼2세 반 113 47.3

3세 반 43 18.0

4세∼5세 반 54 22.6

근무경력

0∼1년 23 9.6

2∼4년 76 31.8

5∼7년 61 25.5

8∼9년 33 13.8

10년 이상 46 19.2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16 6.7

전문대졸업 17 72.4

4년제 대학졸업 46 19.2

대학원 졸업 이상 4 1.7

연령

20대 30 12.6

30대 72 30.1

40대 이상 137 57.3

결혼여부
미혼 45 18.8

기혼 194 81.2

급여

180만 미만 138 58.2

180만∼200만 미만 73 30.5

200만∼240만 이상 27 11.3

<표 1>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018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3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ver. 23을 이용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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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1) 감정반응

최성애 외(2018)의 감정반응 유형에 대한 설문은 바네즈 외(Barnes et al. 

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에 기초하여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를 작성

한 김서영 외(2016)의 설문과 데이비스(Davis 1994)의 대인관계반응지수를 재구

성한 김명신(2017)의 공감능력에 대한 설문지 중에서 감정반응에 관한 것을 선택

하여 재구성하였다. 

감정코칭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 잘 위로해 준다’ 등의 

3문항, 축소전환형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 화를 내면 그의 감정을 무시한다’ 등의 

3문항, 억압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그의 기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등의 3문항, 방관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 폭언을 하면 무시하고 내버려둔다’ 등의 3문항 총 1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감정코칭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부터 1점

을 부여하였고,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역으로 1점부터 5점을 부여하였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는 .94

였고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감정반응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하우즈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정숙(2003)이 수정한 설문

지를 이용한 김명신(2017)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문지 중 영유아에게 외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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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활동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언어적 상호작용활동 6문항, 행동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총 16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우즈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다.

3) 정서지능

왕 외(Wong et al. 2002)가 개발하고 한지현 외(2005)가 번안한 WLEIS를 

이용한 권혜진(2018)의 연구 중에서 자신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타인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총 12문항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Cronbach’s α는 권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92였으나 본 조사에는 .89였다. 

Ⅳ.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정서지능, 상호작용활동 실태

보육교사의 타인에 대한 감정반응은 평균으로 볼 때 보통 수준(M=3.55±0.47)

으로 바람직한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

를 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이 평균 3.0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청소

년기와 달리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감정반응에 따라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반응의 하위영역을 보면 축소전환적 감정반응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78±0.72).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

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억압적 감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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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높아(M=3.51±0.73)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바꾸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코

칭적 반응은 평균보다 낮았다(M=3.50±0.59). 하위영역 중 평균이 가장 낮은 감정

반응은 방관형이었다(M=3.40±0.67).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보육교

사는 타인의 감정보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타인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감정반응 결과로 볼 때, 보육교사는 영유아 감정에 대해 무시하거나 경시하

지 않으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나, 영유아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할 경우 감정보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3.69±0.47로 권혜진(2018) 연구에서 정서지능

의 평균이 3.79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의 평균 3.51±0.52보다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 평균이 

3.86±0.49로 높았다. 권혜진(2018) 연구에서 자기정서 인식이 타인 정서인식보

다 높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4.02±0.44).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상호작용활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M=4.16±0.47), 다음은 정서적 상호작용활동(M=3.98±0.49)이 높았으며 언어

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낮았다(M=3.94±0.48). 김명신(2017) 연구에서 보육교

사의 상호작용 평균이 4.18이었고 김남희 외(2016) 연구에서 평균이 4.03, 조하경

(2017) 연구에서 3.91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김명신

(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연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행동적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김명신(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과 조하경(2017) 연구와 유사하게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부족하므로 감정

반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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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최소값 최대값

감정반응 3.55±0.47 2.00 4.83

     감정코칭적 3.50±0.59 2.00 5.00

     축소전환적* 3.78±0.72 1.00 5.00

     억압적* 3.51±0.73 1.00 5.00

     방관적* 3.40±0.67 1.00 5.00

정서지능 3.69±0.47 2.00 5.00

자기정서관련 지능 3.86±0.49 2.33 5.00

타인정서관련 지능 3.51±0.52 1.67 5.00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4.02±0.44 2.88 5.00

     정서적 3.98±0.49 3.00 5.00

     행동적 4.16±0.47 3.00 5.00

     언어적 3.94±0.48 2.33 5.00

<표 2>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상호작용활동, 정서지능 실태

*점수가 높을수록 비축소전환적, 비억압적, 비방관적 감정반응을 의미함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은 교사의 연령과 결혼여부, 월평균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3>. 교사의 연령이 많은 집단과 기혼인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더 많았으며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

용활동이 많았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 교사가 미만인 교사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 경험의 다양성, 반응적 태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

았던 것과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연

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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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범주 N M S.D F/t (p) Duncan

학급연령

1세미만반 29 3.95 .39

1.046

(.373)
-

1-2세반 113 4.04 .42

3세반 43 3.95 .44

4-5세반 54 4.08 .52

경력

0-1년 23 4.05 .40

.406

(.804)
-

2-4년 76 3.99 .48

5-7년 61 4.07 .44

8-9년 33 3.97 .38

10년 이상 46 4.03 .47

교사연령

20대(a) 30 3.90 .53
6.456

(.002)
a<b30대(a) 72 3.90 .42

40대이상(b) 137 4.11 .42

결혼여부
미혼 45 3.84 .54 -2.532

(.014)
-

기혼 194 4.06 .41

월평균급여

180미만(a) 139 4.04 .44
3.318

(.038)
a<b180-200만미만(a) 73 3.93 .45

200-240만이상(b) 27 4.18 .44

학력

고교졸 16 4.12 .44
1.872

(.156)
-전문대졸 173 4.04 .45

4년제대졸이상 50 3.92 .39

<표 3>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3.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

성을 나타내는 VIF값은 1.0∼2.2의 값을 보였고 Durbin-Watson 값도 2에 근접

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학급연령, 교사경력, 교사학력, 교사연령, 월평균급여를 통제하고 감정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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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정서지능(β

=.516, p=.000)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반응(β=.148, 

p=.006)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4>. 즉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감정

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았다. 독립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6.1%이었다.

이런 결과는 교사의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보라

(2014), 조혜진 외(2012),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

신 2017; 최연정 2016)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베타

학급연령 .042 .027 .092 1.584 .115 1.224

16.207

(.000)

교사경력 -.031 .021 -.087 -1.459 .146 1.289

교사학력 -.071 .044 -.087 -1.613 .108 1.057

교사연령 .064 .049 .102 1.320 .188 2.163

결혼여부 .074 .085 .065 .868 .386 2.005

월평균급여 -.012 .038 -.018 -.308 .758 1.250

감정반응 .140 .050 .148 2.782 .006 1.021

정서지능 .491 .052 .516 9.443 .000 1.247

R2 0.361

Durbin-Watson 1.810

<표 4>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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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감정반응을 바람직하게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정서노동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소진감도 증가할 것이므로 자기조절을 통해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지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면 

<표 5>와 같다.

감정반응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모형 1단계에서

는 설명력이 11.1%로 나타났다. 감정반응에 정서지능을 첨가한 모형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36.0%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에서 설명력은 

38.1%로 증가하였다.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β=-1.373, p=.009).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보다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많지만 감정반응이 증가할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많이 하지만 이에 따라 정서노

동과 소진감이 높아지므로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모형

단계
변수 β t p VIF R2 R2변화량 F(p)

1 감정반응 .193 3.090 .002 1.013 0.113 -
4.187

(.000)

2
감정반응 .148  2.782 .006 1.021

0.361 0.285
16.207

(.000)정서지능 .516 9.443 .000  1.073

3

감정반응(a) 1.133 2.992 .003 52.852

0.379 0.303
15.542

(.000)
정서지능(b) 1.391 4.120 .000 42.029

a*b -1.373 -2.626 .009 100.858

<표 5>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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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0+b1x+b2y+b3xy=1.133x+1.391y-1.373xy

x: 독립변수(감정반응),   y: 조절변수(정서지능)

[그림 1]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그래프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한편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

와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의 한계를 조사하여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보육정책에 개선 조건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육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에서는 축소전환형 감정반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

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아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 

감정반응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관련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애착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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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이고 감정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에 기초가 되는 애착을 형성하므로 보

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덜프(Biddulph 2007)는 보육교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므로 3살까지는 어머

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기희생적 모성은 편견이며 신화라고 보

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Hrdy, 2010), 전적으로 모성에 의한 양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사에게 모성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으로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자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교육이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외현적인 상호작용활동은 연령이 많은 집단, 기혼,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인 

보육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

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았던 결과나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

에서 정서표현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보육교사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미묘한 아기의 눈짓이나 옹알이와 같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주장한다. 본 조사결과로 볼 때 애착형성이 중요한 

3세 이전의 영유아는 기혼의 연령이 많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고 자녀양육 여부가 아닌 결혼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바

람직한 감정반응을 할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신 2017; 최연

정 2016)와 유사한 결과였다.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교사의 공감능력

이 강조되어 왔으나 감정의 지각 여부를 나타내는 공감능력뿐 아니라 감정반응 

방식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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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상호작용활동 수준은 높지

만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의 정서지능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서노

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심리적 소진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혜리 2015; 송미선 외 (2009), 심리적 

소진은 상호작용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이나영 외 2014)로 볼 때, 바람

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소진감 때문으로 해석

된다.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으로 표현되게 하려면 

소진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교사 

대비 아동수, 근무시간의 적절성, 업무의 과중성 등의 직업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하고 

이의 형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

아지면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모양

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도 확대되어

야 한다고 본다. 모성을 신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애착은 모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3세 

이전에 모성 또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웨덴처럼 수입을 

보전하며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전남 동부 지역의 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교사

를 임의표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감정반응에 대한 측정도구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

을 수정하여 보육교사와 모성의 감정반응의 차이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고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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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otional Response of Nursery Teacher and the 

Effect of it on Interaction Activity Limited b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Young Hee Kim**·Sunghe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response 
of nursery teacher affecting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the effect 
of it on interaction activity limited b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m. The data selected from 
239 nursery teachers were analyzed by SPSS 2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motional response was not high in desirable 
degree. In the subcategories, the response type that did not ignore 
emotion was high, but the tendency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emotion than problem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emotion was not high. Second, the level of interaction activities with 
children was different depending on age, marital status and level of 
income. Third,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positive interaction activities and the next was the 
emotional response. Forth,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significant, which showed the interactions decreased 
as the desirable emotional response increased. From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nursery teachers should be educated to improve 
the desirable emotional response, that the job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burnout, and that the policy to protect motherhood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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