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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래와의 계를 경험하는 시기

가 앞당겨지고 있다.이 연구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

호작용양상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특히 개인 내 변인인 아의

기질 특성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환경 변인인 아-교사

계가 매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과 경기도의 류층 거주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어린이

집 16곳을 이용하는 1세반 아 108명과 2세반 아 113명,총 221명과

이들의 담임교사 55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래상호작용 양상은

상 아가 보육실 자유놀이 시간에 보이는 행동을 5분씩 4회기 녹화한

자료를 찰자 2인이 평정한 수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상 아의

담임교사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에 한 설문에 응답하 다.

수집된 자료를 SPSS 로그램에서 평균,표 편차,분산분석,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 래상호작용에서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아의 발

달특성이 고려된 래상호작용 측정지표로 설정된 래상호작용 시도와

참여도,지속시간 요인 모두에서 월령차이가 나타났다.월령이 높은 아

는 월령이 낮은 아에 비해 래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며 상호

작용 참여도가 높았고 상호작용 지속시간이 길었다.

둘째,기질의 하 요인들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은 1세반과 2

세반에서 차이가 있었다.1세반 아들에게는 기질의 하 요인인 부정

정서성,외향성,의도 통제가 각각 래상호작용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세반 아들에게서는 의도 통제만이 래상호작용과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의 기질은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에 향을 미쳤다.

교사는 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와의 계는 부정 으로 지각하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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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제가 높은 아와의 계는 정 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쳤다.교사가 정 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한 아는 래와 보다

극 이고 높은 수 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는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아

기질의 향을 완 매개하 다.특히 기질의 하 요인 의도 통제

가 아-교사 계를 통해 래상호작용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가 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보육실 상황에서 래

상호작용을 찰했으며, 아기의 발달 특성이 반 된 지표로 래상

호작용을 측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아-교사 계가 아의 기

질과 래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아의 발달에 미치

는 교사의 향력을 밝혔다.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아의 발달에 정

향을 미치기 해서 아의 기질에 한 교사의 이해와 수용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나아가 보육 장에서 아의 개별 요구에 민감한 교

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론 ,정책 함의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 아 래상호작용,기질(외향성·부정 정서성·의도 통

제), 아-교사 계

학 번 : 2006-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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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2014년 기 우리나라 1세 아의 66%,2세 아의 8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통계연보,2014).이에 따라 무상보육정책과 함께

증한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재 OECD국가 3 를 차지할 정

도로 높다.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아는 일 이

래와의 계를 경험하게 되었다.어린이집에서의 래 계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양육자와의 계 못지않게 아의 일상에 있어서 요

한 부분이 되었다(Vaughn,Shin,Kim,Coppola,Krzysik,Santos,&

Korth,2009).

아동이 래 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아기로 당겨졌으나 아가 경험

하는 래상호작용의 의의에 해서는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Piaget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타인의 을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

며‚ 이는 자기 심 인 사고에서 탈피하는 구체 조작기에 이르려야 한

다고 보았다.이러한 Piaget의 에서 아들이 래 간에 흔히 보이

는 물다툼이나 공격 행동은 아의 자기 심 성향과 더불어 타인

의 조망 수용과 감정이입 능력의 부재로 인한 발달 한계를 드러내는

특성으로 이해되었다.Piaget의 은 아의 래상호작용 능력을 한

정 으로 인식하며 래상호작용의 발달 가치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

다.

Piaget와 달리 Vygotsky는 발달을 사회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

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 상호작용에 참여함에 따라

자신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확 해 나간다고 보았다. 아는 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해 상 방의 생각과 감정에 심을 갖고 상 방

의 요구를 고려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아의 탈 심화를 가져온다.

이를 반복하면서 아는 집단에서 수용되는 가치와 규범들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았다.Vygotsky의 에서 아기의 활발한 래상호작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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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이후 사회 능력의 토 가 되는 요한 발달 과정이자 맥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장을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 래상

호작용에 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Vygotsky의 을 지지하며‚ 아

래상호작용의 발달 의미를 강조해 왔다(Mendez‚ Mcdermott‚ &

Fantuzzo‚ 2002).하지만 아 래상호작용에 한 이해와 근방식은

래와 계를 맺고 유지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경험을 강조하는

Vygotsky의 과 치되는 부분이 있다.이 연구들은 아의 래상

호작용을 나 기‚ 수용하기‚ 도움주고받기‚ 사과하기 등이 포함된 정

행동과 거 하기‚ 놀이방해‚ 물리 공격 등이 포함된 부정 행동으로

평정하거나(김난실·이기숙‚ 2008;김민희‚ 2010;조 아·김수 ‚ 2009;하

지 2011)사회 으로 유능한 행동과 공격성‚ 축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분하여 평가하고 있다(김향·이소은‚ 2014;조해연·이기숙‚ 2014). 아

가 래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의 결과에 을 두는 이러한 근은

유아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유아가 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친사회 인 행동이 학령기의 사회 유능감을 측

하며(Howes& Phillipsen‚ 1998)‚ 유아의 공격 인 행동과 갈등 인 상

호작용이 이후의 사회 부 응을 측한다는(NICHD EarlyChildCare

ResearchNetwork‚ 2004;Parker& Asher‚ 1987)등의 연구결과를 아

기로 확 하기 해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평정기 을 아들에게 동일

하게 용하고 있다.

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찰된 정 행동과 부정 행동이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향은 유아의 경우와 다르다는 연구결과 역시 이분법

으로 아의 래상호작용을 근하고 해석하는 틀을 벗어나야 함을 시

사한다. 아기에 보이는 갈등 상호작용은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정

래상호작용과 동일한 발달 결과를 미쳤으며(Williams‚ Ontai‚ 

Mastergeorge‚ 2007)‚ 래와의 정 상호작용과 부정 상호작용이

모두 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는(NICHD‚ 2001) 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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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호작용 경험 자체가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Vygotsky의 을 상

기시킨다.

아기 래상호작용 과정과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은 개별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을 찰하며 행동의 의미를 악하고자 했다.김 주

(2011)는 아가 어린이집에서 래와 인사를 나 거나 혹은 도망가는

행 들이 보여주는 래 계 맺기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구수연(2005)

은 래에게 다가가기 한 아들의 시도와 실패경험의 의미를‚ 서경숙

(2011)은 놀잇감을 내주거나 박수를 치며 호응해주는 등 래와의 상호

작용을 유지하기 한 아의 노력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래와의 계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과정으로서

아 상호작용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 래상호작용의 과정과 경험을 양 으로 계량하고 그 양상을 드

러내려는 연구들 역시 아가 래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과 이를 유

지하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Waters와 Sroufe(1983)는 사회 능력의

개념을 래와 계를 시작하려는 사회 동기와 래와 계를 지속하

려는 사회 여의 개념으로 근하 다.Vaughn과 동료들(2009)은

래상호작용에서 아는 래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을 통해 래

와 계를 맺으려는 사회 동기를 드러낸다고 보았다.Howes(1998)는

만 2세경의 아이들의 사회 여를 놀이에서 드러나는 래상호작용의

빈도와 복합성의 측면에서 평정하 다.선행연구들은 아기 상호작용

시도 빈도는 학령기 래 선호와 련이 있으며(Vaughtetal.,2009),

아기에 래와 교류수 이 높은 놀이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이후의 사회

유능성과 상 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owesetal.,1998).이는

아 래상호작용을 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양상을 통해 평정하는 것이

발달 으로 유의미함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의 아 래상호작용 평정기 에 한 문제의식에서 시작

한 이 연구는 련연구와 장검토를 통해 아의 래상호작용 경험을

발달 으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 과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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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래상호작용 평가 기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어린이집 1∼

2세 학 의 18∼42개월 아들을 상으로 이를 용한 찰평정을 실시

하고자 한다. 찰 결과를 통해 18∼42개월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

발달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정 기 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가 일상 으로 경험하는 래상호작용의 양상과 발달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이를 해 아의 생활공간과 일과 내에서 이루

어지는 래상호작용을 자연 찰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자유놀이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찰은 생태학 타당성이 높

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는 ‘학 ’이라는 생태학 환경의

제약을 가진다.연구의 상인 18∼42개월 아는 연령에 따라 학 이

구분되는 행 보육제도의 특성상 18∼30개월 아들로 구성된 1세반과

31∼42개월 아들로 구성된 2세반으로 구분되어 찰된다. 아기는 월

령에 따른 발달차가 큰 시기이다.특히 2∼3세는 배변훈련이라는 발달과

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한 조 감을 획득하고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보다 잘 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율

성이 발달하게 된다.자율성의 발달과 함께 아들은 래와의 놀이에서

상호보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Eckerman& Stein,1990)등 이

아기와는 사회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이러한 사회

능력의 차이는 상 래의 반응과 역할에 직 인 향을 받는 래상

호작용에서 더 드러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19∼30개월과 31∼42개월

의 월령별로 분리된 학 환경에서 찰을 실시함을 고려할 때 1세반과 2

세반을 나 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의 래상호작용은 개인 내 요인과 환경 요인의 향을 받는

다.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독립 이기보다 상호

복합 인 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기질 특성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향력이 크게 달라지는 표 인 개

인 내 요인이다.Thomas와 Chess(1977)는 ‘조화 합성(goodnessof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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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한 기질의 향을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측

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 으며,Lerner(1991)역시 기질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질과 물리

환경,사회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 다. 아의 기

질과 더불어 아의 기질과 양육자의 조화 즉 아-교사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질이 아동의 래상호작용 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들은 기질의 요소별로 이루어져 왔다.부정 정서성은 사회 능력과

부 상 을 보이는 표 기질로(Murphy,Shepard,Eisenberg,&

Fabes,2004),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사회 유능감,리더쉽

결여(Zhou,2004), 래 괴롭힘(Jensen-Campbell& Malcom,2007)과

련이 있었다.특히 부정 정서성은 환경에 취약한 기질 요인으로 부

정 인 발달 결과를 이끌 뿐 아니라 외부 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게 만드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사

회성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더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Lengua,& Kovacs,2005).

의도 통제는 아기를 거쳐 발 하며 학령기에 이르러 안정 으로

자리 잡는 기질 특성(Kochanska& Knaack,2003)으로,아동이 주변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Spinard,Eisenberg,Gaertner,Popp,Smith,Kupferetal.2007).의도

통제는 사회 능력(Brody,Murray,Kim,& Brown,2002),문제행동

(Kochanska,Barry,Aksan& Bolder2008)과 련되어 있다.특히 의도

통제는 다른 기질의 향력 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

질의 조 차원인 의도 통제가 반응성 기질인 정서성,외향성 등을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의도 통제 능력의 발달에 따라 다른 기질

요소들이 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교사 계는 일 이 보육기 을 경험하며 교사와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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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아진 아의 사회화 과정에 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변인으로

기능했다.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호작용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 아의 래상호작용은 성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모델링하는

것에서 시작되며,효과 인 성인의 개입(scaffolding)을 통해 발 한다.

한 래상호작용에 있어서 성인은 교수자나 지원자의 역할 뿐 아니라

계에 한 애착 표상으로 작동하게 된다(강정원·김순자,2006).

아의 래 상호작용에 향을 끼치는 아-교사 계는 아의 기질

특성에 향을 받는다(Rudasill& Rimm-Kaufman,2009). 아의 기

질은 교사에 한 아의 행동과 정서 반응을 결정하며,반복되는

아와 교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가 형성된다.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 요소 응성, 근-회피 지속성이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정 인 련이 있으며(Paget,Nagle& Martin,1984), 근

성과 정 정서가 교사와의 친 한 계와 련이 있었다(박수윤,

2004). 아를 상으로 한 연구들은 제한 이며 상반 인 결과들을 보

여주고 있는데 아의 기질 근성만이 교사와의 갈등 계에 향을

미치거나(문정연 2014),기질과 아-교사 계에 유의미한 련이 나타

나지 않았다(윤아람,2014).이 연구들에서 아 기질의 평정은 부모가

아-교사 계의 평정은 교사가 실시하 다. 아-교사 계는 교사가

지각하는 아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Saft&

Pianta,2001;Stuhlman& Pianta,2002) 아-교사 계와 아 기질의

평정을 교사가 실시할 경우 아 기질과 아-교사 간의 련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아-교사 계에 한 최근의 심은 아의 발달에 미치는 아-교

사 계의 직 인 향력 뿐 아니라 아의 개인내 요인이 발달에 미

치는 향에 한 아-교사 계의 재효과에 있다. Myers와

Pianta(2008)은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기질과 같이 타고난 생물학

요인에 향을 받으나 부정 인 교사와의 계에 노출될 경우 악화된다

고 주장하 다.김선희(200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의도 통제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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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문제 간의 계를 유아-교사 계가 조 함을 확인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를 상으로 교사와의 계가 기질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를

상으로 아의 기질과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아-교사

간의 계가 어떠한 재효과를 가지는지에 한 연구는 제한 이다.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 기질이

아의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아-교사 계가 어떻게

재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 래상호작용의 발달 의미와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평정기 과 방법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아의 래상호작용에 아의

기질 특성과 더불어 아-교사 계의 향을 악함으로써 이후 사

회성 발달의 기 가 될 아의 성공 인 래상호작용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과 지원에 한 이해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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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1. 아의 래상호작용

1) 아 래상호작용의 개념

래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다양한 사회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사회 능력을 키우게 되는 주요경험이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Network‚ 2001).NICHD(2001)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로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기 에 보내지게 되고 일 이

래와의 계를 시작하게 된다.우리나라 역시 무상보육 정책과 더불어

최근 10여년 사이 아의 사회 상호작용 맥락이 가정에서 기 의 래

그룹으로 속히 변화하 다. 래는 이제 아의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환경요인이며, 아의 일상에서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래와의 상호작용은 부모나 교사와의 계와는 달리 자발 이고 수

평 이다. 한 래와의 상호작용은 성인과의 상호작용과 그 상황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Russell,Petit,& Mize,1998).성인의

경우 아의 주의를 끌어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아의 반응시간이나 선

호하는 반응의 강도 등을 고려하며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극 인 노

력을 한다(Hay,Pedersen& Nash,1982).반면 래와의 계는 상호작

용에 한 아의 자발 인 동기가 요구되고 아 상호 간에 가지고 있

는 사회 지식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 갈등 이며 도 이다(Howeset

al.,1998).

Piaget는 아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지식체계와 새로운 지식체계

와의 불일치를 조 하는 과정을 거듭하며 세상에 한 지식을 구성하고

기술을 습득해간다고 보았다.이 때,성인과의 상호작용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 와 인지 격차로 인해 아동이 성인의 을 그 로

수용하는 반면, 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인지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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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 상 방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등한 래와의

상호작용은 아의 사회 능력이 잘 드러나는 장인 동시에 주도 이고

극 인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된다(Vaghn,

Vollenweider,Bost,Azria-Evans,& Snider,2003).

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달하

는 언어 능력(김난실·이기숙,2008)과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반

하는 인지 능력(Piaget,1932)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기술이 요구된

다.하지만,감각운동기에 있는 아는 다양한 사회 기술들이 요구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제약을 가진다. 아의 래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차별 인 근이 필요하다.

래상호작용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래상호작용의 유형을 이분

법 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래 간 상호작용을 비

언어 ·언어 상호작용으로 분류한 연구(김정연·이순형,1997;박지선,

2000)에서는 언어 ·비언어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로 애정과 심을 드

러내는 정 정서표 ,부정 정서와 공격성을 드러내는 부정 정서

표 ,보여주기,나 기,도와주기,설명하기 등의 사회 행동이 제시되

었다. 아의 래상호작용에 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분 아의 행동

을 정 인 상호작용과 부정 인 상호작용으로 나 고 있다.조 아와

김수 (2009)의 경우 아의 래상호작용을 크게 우호 행동과

행동으로 분류하 다.우호 행동은 극 (능동 )행동인 도움주기/나

기,사과하기,모방,수용하기 등과 소극 (탐색 )행동에는 래 쳐다

보기, 래 근시도로 구성되었다. 행동에는 극 (능동 )행

동인 거 하기,놀이방해,물리 공격 등이 소극 행동에는 울음,토라

짐 등이 포함되었다.김민희(2010),하지 (2011),조해연·이기숙(2014)은

아의 래 상호작용을 정 행동과 부정 행동으로 분류하 으며,

정 상호작용에는 래와 화하기, 래 따라다니기,모방하기,도움

주고 받기,놀이하기기 등이 부정 상호작용에는 울기,놀이 방해하기,

놀잇감 빼앗기,거 하기,신체 ·언어 공격하기 등을 포함하여 평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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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이분법 인 근은 아에게 래 계가 갖는 발달 가치

가 아닌 아의 발달 제약 차이에 집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분법 인 래상호작용 평정은 이후 발달과의 유의미한 련성이

낮았다.일반 으로 2세를 후로 한 아기에 일시 으로 부정 정서

와 공격성이 높아지며, 정 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부정 인 상호작용

이 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이 때 찰된 부정 상호작용은 유

아기의 부정 상호작용과는 달리 발달경로상의 특성으로 이는 이후의

사회 능력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ownell& Hazen‚ 1999;

Deynoot-Schaub& Riksen-Walraven‚2006;NICHD‚2001). 한 아기

에는 공격 인 행동이나 래와의 갈등 상호작용도 정 인 상호작용

과 동일하게 일상 인 사회 행동으로 이후의 사회성과 련이 없었으

며(Williamsetal.‚ 2007) 래와의 정 상호작용과 부정 상호작용

구분 없이 아의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ICHD‚ 2001).이는 아기 래상호작용을 평정할 새로운 맥락과 분

석의 틀이 요구됨을 반증한다.

사회 상호작용을 발달의 주요 과정으로 보는 Vygotsky는 아가

반복 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 자체에 발달 인 의미를

부여하 다.Vygotsky의 에서 아의 래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

자들은 개별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을 찰하며 아가 보이는 행동,

경험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심을 갖는다.이는 아의 사회 동

기와 사회 여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 인 동기는 래와 계를 맺으려는 아의 의지로 아가

래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Vaughn etal.,

2009).어떤 아동은 좀 더 사회 이고, 래나 집단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다른 아동은 래보다는 사물에 좀 더 심을 느낄 수 있으

며, 다른 아동은 래에의 참여를 주 하고 사물이나 상 방과의

이 어려울 수 있다. 아가 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을 통

해 이러한 아의 사회 성향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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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의 래상호작용 자

체가 시도에서 끝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상호작용은 일정한 시간동

안 양방향 으로 주고받는 행동이지만(Hinde& Tajfel,1979), 아는 발

달 인 제약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빈번하

다(Howes,1988).돌 후의 아의 경우, 래에게 사회 인 심을

표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12%만이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Eckerman,

1979).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아동기의 래상호작용 빈도와 정

인 상 이 있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Fein‚ 

Gariboldi‚ & Boni‚ 1993).

사회 여는 래와의 계를 즐기며 이를 유지하는 과정이다.이

러한 과정이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 놀이 혹은 게임이다.

Howes(1998)는 아동들의 놀이와 게임은 어도 하나의 주고받는 상호작

용 구조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았다.이 에 기 하여 많은 연구들에

서 래상호작용을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의 사회 참여도를 통해 평가

하 다(Howes& Leslie,1998;Kontos,Burchinal,Howes,Galinsky,

2002).Fantuzzo와 동료들(1995)도 래상호작용을 아동이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행동특성이라고 보았으며,놀이를 지속시키기 한 사회 행동

에 주목하 다.

래상호작용이 유지되기 해서는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공통의 심을 갖는 것이 요하게 나타났다.Carpendale과 Muller의 연

구(1997)에 따르면 3번 이상의 사회 행동의 교류가 유지되는 경우의

75%는 아들이 특정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

이시간은 아들이 충분한 놀잇감을 가지고 아 모두가 놀이에 심을

집 한다.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놀이를 통해 래상호작용이 나타나고 드러난

다.따라서 아의 래상호작용은 래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고 유지되는 맥락인 놀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하다.

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해서는 서로를 의식하며,상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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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지속 인 행동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Bruner,1977). 아들의 경우에도 상호작용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놀이에 한 공통의 심을 인식하고,놀이주제에 맞는 역할을

이해하며,차례를 지키는 등 상 방의 페이스에 맞추어 상호보완 인 행

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Goldman& Ross,1978).이러한 기술을 가

진 아만이 래상호작용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만1세 아를 상으

로 한 연구1)에서 찰된 래 상호작용의 56%가 사회 행동을 1회

씩 주고받는데 그쳤으며,평균 23 정도가 소요되었다.이 때 상 방

아가 반응을 하기까지 16 가 걸렸다.Feise(1990)의 연구에 의하면 아

의 연령이 증가하고 놀이수 이 발달할수록 놀이지속시간이 증가했다.

아의 놀이지속시간은 래상호작용 기술이 반 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아의 래상호작용의 특성을 반 하여 본 연구는

아의 래상호작용을 어린이집 자유놀이시간동안 자연 찰을 통해 악

한다. 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자유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독이 가능한 행동을 상으로 삼기 하여 래상호작용 시도와 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상호작용 참여도,상호작용 지속시간에 주목하여 아

의 래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 래상호작용의 발달

래에 한 아의 선호와 심은 생후 기부터 나타난다. 아는

생후 2개월 정도가 되면 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더 활발하게 움직

고,순간 심박수 한 증가하 다(Field,1979).6개월 아를 함께 있게

한 후, 아들의 반응을 찰한 Kail(2007)의 연구에서 아들은 서로를

1)SeattleSocialDevelopmentProject(SSDP):1985년부터 시애틀의 808명의 아

를 상으로 사회성 발달과 련된 연구를 실시하 다.시애틀의 Universityof

Washington의 사회복지학과에서 2016년 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규모 종단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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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며 미소를 보내거나,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사회 인 시

도를 보 다. 아기 상호작용은 아가 상호작용 상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동능력이 생기고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언어습득과 더불어

18개월부터 유아기까지 격히 발달한다. 아는 12개월 무렵이 되면,상

방의 행동에 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좀 더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Muller& Lucas‚ 1975).하지만 이 시기 아들은

아직 래를 장난감처럼 취 하거나 웃고 미소짓고 행동을 하는 일방향

인 상으로 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기 아들의 행동과 반응이

진정한 계맺기인지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Brownell,1986).그러나

18개월경이 되면 래와 등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부터

상 방 아를 서로 연속 으로 모방하면서 사회 게임을 할 수 있다

(Eckerman& Didow,1996).

아의 래상호작용은 2세를 즈음하여 출 하는 자율성의 발달과

더불어 큰 변화를 보인다. 아는 0∼1세 동안 쌓아온 자기 조 능력과

신체 운동기술능력의 발달,환경에 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2∼3세

경이 되면 물리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시험하며 자아

에 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데,이러한 노력에서 자율성이 출 한다.자

율성은 24개월을 후로 이루어지는 성공 인 배변훈련을 통해 아는

스스로에 한 조 감을 경험하고,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다 효과 으로 달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 으로 발달하게 된

다.2∼3세 경 아는 래의 행동에 더 반응 이 되며, 래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따라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이 발 하게 되며(Eckerman &

Whitehead,1999;Muller& Lucas,1975)자신의 행동을 래에게 맞출

수 있는 상호보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Eckerman,Davis &

Didow,1989). 한 잡기놀이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Brownell& Carriger,1990).2∼3세

경 아의 래상호작용의 양상은 복잡하고 정교해지며, 래와의 상호

작용 빈도와 지속시간은 길어지는 것은(문무경,2005;Ecke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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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1990;Ross& Conant,1992)이 시기가 아의 자율감과 련된

발달 이가 이루어지는 것과 련을 지어볼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자율성 발달의 기 이 되는 2∼3세 시기의 아들을 상으로

래 상호작용에 발달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래상호작용의 발달에는 자율성과 같은 발달 과업의 성취와 더불

어 사회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다. 아의 사회 경험은 아의 일

상 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진다.기 에 다니는 아들은 일 이 학

단 로 일상 인 생활을 한다.어린이집의 학 은 아들에게 곧 하

나의 소우주가 된다.어떤 교사,어떤 래들과 같은 학 에 편성되느냐

는 아의 생활 나아가 발달에 있어서 큰 향을 끼치게 된다.상호작용

은 양방향 인 사회 행동교환(Eckerman& Stein,1982)으로 상 방의

행동에 많은 향을 받는다.유아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래상호작용에서 상 방 래의 연령은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

에 향을 주는 변인이다(Winsler,Coverly,Weilson-Quayle,Carlton,

Howe& Long,2002).

아반의 경우 월령에 따라 커다란 발달 격차를 보인다.어린이집

에서의 학 편성은 생년월일을 기 으로 법 인 기 에 맞추어 이루어지

지만, 아반의 경우 혼합반 편성이 많아 자신의 월령보다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Vygotsky는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 맥락의 요성을 강조하며,조 더 능력

있는 래의 역할에 주목하 다.아동의 발달은 근 발달 역내에서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이 때 조 더 능력있는 래가

아의 능력을 가용범 내에서 신장시키는데 효과 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아의 상호작용 발달을 살펴볼 때 월령별 발달 차이 뿐

아니라 월령별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단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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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래상호작용 련 변인

아의 래 계는 기질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교사, 래 등의 환

경 · 계 요인에 의해 복합 인 향을 받는다.특히,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의 경우 부분의 시간을 교사, 래와 함께 보낸다. 아

가 맺고 있는 교사와의 계는 아의 일상과 래 계에도 향을

수 있다.이 장에서는 래상호작용과 아의 개인변인인 기질,환경변인

인 아-교사 계와의 련성에 한 연구를 살펴본다.

1) 아 래상호작용과 기질

기질은 사회성 발달을 좌우하는 표 개인 변인으로 개인이 사회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행동하며 계를 맺는데 기 인 향을 주게 된

다(Rothbart,2011).Rothbart(2001)는 생물학 인 요인을 바탕으로 기질

을 정서,행동,주의와 련된 반응성과 이 반응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

는 자기 조 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으며,유 ,성숙,경험에 의

해 향을 받는다고 보았다.자기조 은 아동이 원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화된 행동을 하기 해 필요한 핵심 인 요소로(Eisenberg,Smith,

Sadovsky,& Spinrad,2004),아동의 사회 능력과의 련성이 매우 높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질의 조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Rothbart

의 분류에 따라 기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Rothbart는 반응성과 자기조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15개의 하

항목의 기질 척도를 제안하 고(Rothbart,Derryberry& Posner,1994),

기질을 구성하는 15개 항목을 외향성,부정 정서,의도 통제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Rothbartetal.,2001).기질의 구성요소와 상호작

용능력의 련성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외향성은 래지 ,래 유능

감과 정 인 련이 있으며 부정 정서성은 래유능감에 부정 인

향을,의도 통제능력은 래 수용이나 사회 으로 유능한 행동,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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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먼 외향성이 높은 경우 래 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고 정 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향성에 한 연구는 근성,활동수 ,수 음 등에 한 내용으

로 이루어졌다.사교 인 아이가 래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Skarpness

& Carson,1986)보다 정 인 상호작용에 많이 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Eisenberg,Cameron,Tryon,& Dodez,1981).외향성과 사회성의

계에 한 연구에서는 남아들 사이에서는 높은 활동성 수 을 가진 아

동이 인기가 있는 반면 여아들 사이에서는 낮은 활동성을 가진 아동이

선호되었다는 성차를 보고하거나(Glesonetal.,2005),활동성이 높은 유

아가 래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은 반면 갈등이 많고,공격 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Billman& McDevitt,1988;Mendezetal.,2002)다소 상

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부정 인 정서성은 교사가 보고한 래상호작용의 질과 련이 있었

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Mruphy, Shepard, Eisenberg, &

Fabes(2004)의 연구에서 부정 정서성과 사회 능력 간에는 부 인 상

이 있었으며, 국 아동을 상으로 한 Zhou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

서는 화/좌 과 낮은 사회 유능감,리더쉽 결여와 련이 있다고 보고

하 다.Jensen-Campbell과 Malcom(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부정 정서성은 래를 괴롭히는 행동과 부 인 상 이 있었다.부정

인 정서성은 찰된 래상호작용과도 련이 있었다.Fabes와 동료들

(1990)은 래상호작용에서 부정 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친

사회 인 행동을 하는 횟수가 었다고 보고하 으며,Fabes,Hanish,

Martin과 Eisenberg(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보고한 부정 인 정서성

은 지속 으로 혼자놀이와 상 이 높았다.Ladd와 Profilet(1996)의 연구

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유아들이 래들과의 정 ,공격 상호

작용이 찰되지 않았고,비사회 놀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도 통제는 래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과 상 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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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여러 연구들이 자기조 능력과 사회 능력 사이의 상

을 보고하 으며(Brody,Murray,Kim,& Brown,2002;Eisenberg,

Fabes,Guthrie & Reiser,2000;Spinrad,Eisenberg,Cumberland,

Fabes,Valentinoetal.,2006),높은 자기조 능력은 래상호작용에서

높은 수 의 놀이 참여,낮은 놀이 방해행동,낮은 놀이 단과 련이

있었다(Fantuzzo,Sekino,& Cohn,2004; Fabes,Martin,Hanish,

Anders,& Madden-Derdich,2003;Izardetal.,2008).아동의 의도 통

제는 아의 정 인 사회정서행동에도 향을 수 있는데,아동이

주의와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정서조 이 가능하고 행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타인과 함께 지낼 때 필요한 사회 기술을 잘 습득해서 사회

으로 보다 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Eisenberg,Hofer&

Vaughn,2007).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부분 유아들을 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유아

의 사회 기술,문제행동, 래인기도와의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하

지만 기질은 생물학 특성에 기인하는 변인으로, 아기에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개인특성이다.기질의 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경험

을 통해 사회 규칙을 학습함에 따라 차 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ell& Hazen,1999).김난실·이기숙(2008)은 연령이 높은 유

아들은 래상호작용에 있어서 환경을 비롯한 다른 결정요인들 간의 복

잡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만, 아의 경우 기질이 보다 직 인 향을

다고 보았다.따라서 기질의 발달 향력을 알아보기 해서는 아

기가 보다 하며, 한 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질 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질은 유 으로 물려받은 특질이며 반 으로 안정 임에도 불구

하고,최근 기질 요소에 따라 안정성에 차이가 있으며 기질이 환경과 상

호작용하며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 된다는 주장(Shiner, Buss,

McClowry,,Putnam,Saudino& Zentner,2012)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조 기질요소인 의도 통제의 경우 유아기 반에 걸쳐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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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달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의도 통제는 1세경 나타나기 시작하

여 2세에 격히 발달한다.의도 통제의 하 요인들은 시기별 발달과

향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억제통제의 경우 6-12개월 경에 처

음 나타나(Putnam & Stifter,2002),18개월경이 되면 성숙한 의도 통

제가 나타나며 만 2세 후의 아는 주의조 을 통해 자신의 부정 정서

를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아름·방희정 2011).이후 22∼36개월

경까지 의도 통제는 좀 더 안정 으로 발 한다(Kochanska,Murray,

& Harlan,2000;Mezzacappa,2004).정서나 행동을 조 하여 사회 능

력에 향을 키치는 주요 기질 요인인 의도 통제가 만2세를 후로 질

,양 으로 변화한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의 기질과 래상호작

용과의 계를 이해하기 해서 월령에 따른 아의 기질 변화를 고려

해야 하며 월령에 따라 특정기질이 발달에 미치는 향이 변화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2) 아 래상호작용과 아-교사 계

보육환경에서 아동과 계를 형성하고 물리 ·정서 지원을 담당하

는 교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 인 향을 미친다.유아기 아동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가 정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은 래 계에서의 유능감이 높았으며 래들과 보다 복합 인 형태

의 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s& Hamilton,1993;

Rimm-Kaufman,Early,Cox,Saluja,Pianta,Bradley& Payne,2002).

한 교사와의 친 한 계는 아동의 낮은 공격성과 정 행동과 상

이 있는 반면(Howes,Hamilton& Matheson,1994),교사와의 갈등

계는 문제행동(Pianta,Steinberg,& Rollins,1995),학교 부 응문제

(Birch& Ladd,1998)와 련이 있었다.국내 연구들은 교사와의 정

인 계가 정 래상호작용(김 지 & 경아,2010), 래유능성

자기조 (이선애 & 은자,2010),자기통제능력(O’Connor,D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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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s,2011;박 내 & 이경님,2011)과 련됨을 보여주었다.

Vygotsky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성인의 향력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커진다. 아기의 래 상호작용은 성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학습한 사회 기술의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성인

과 정 인 교류의 경험이 많을수록 래와도 더 정 인 방식으로 상

호작용하게 된다. 래상호작용은 아의 주요한 사회화 과정인데,이 때

교사가 히 비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의 사회 기술 능력 발달

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아의 발달에 요한 교사 여의 질과 양은

아-교사와의 계와 련성을 보인다.선행연구들은 교사와 정 인

계를 맺은 아동이 보다 많이 교사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보다 자주

래 상호작용에 참여하며(Howes& Smith,1995),보다 정 인 래

계를 맺는다(Howes& Tonyan,2000)고 보고한다.

교사- 아 계의 발달 의의는 단순히 아가 정 인 사회 기

술을 경험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습의 기회 증 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기에 경험하는 의미 있는 성인과의 계는 성장과정에서 마주할 여러

험요소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Gambone,,Klem & Connell,

2002).이 때 의미 있는 성인은 부모에 국한되지 않으며,실제로 많은 경

우 교사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성인과 아동의 계가 발달에

미치는 향은 부모와 아동간의 애착이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과 실증 인 연구들에 기 하고 있는데(Ainsworth,Blehar,Waters&

Wall,1978;Sroufe,1983),특히 애착의 질과 련된 요소들은 교사와 아

동간의 계에 있어서도 핵심 요소와 기제로 인정되고 있다(Pianta,

Hamre& Stuhlama,2003).

애착형성이 주요 발달과업인 아기에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

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교사와의

계는 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더욱 이다.Cassiba,Van

IJzendoorn과 D’Odorico(2000)는 기 생활을 하는 14-36개월 아의 인

지·사회 놀이행동에 있어서 교사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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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Howes,Hamilton과 Matheson(1994)은 장

기종단연구를 통해 아기 교사와의 계가 어머니와의 계보다 이후의

사회성에 더 큰 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이 연구에 따르면 아기에

보육교사와 형성한 애착은 유아기 래 계에서의 유능성과 련이 있으

나, 아기 어머니와의 애착은 유아기의 래 계를 측하지 못하

다.이후에 이루어진 Howes,Hamilton과 Philpsen(1998)은 아기부터

9세까지의 유아를 상으로 장기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아기에 맺은 교

사와의 애착안정성이 학령기의 래 계에까지 지속 으로 향을 주고

있는 반면,유아기 교사와의 계의 향력은 상 으로 어들고 있음

을 밝혔다.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기 교사와의 계는 비

단 아의 극 인 탐색과 안정된 일상을 지원하는 안 기지의 역할

(DeMuller,Denham,Schmidt,& Mitchell,2000)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

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지속 인 향을 끼치는 내 작동모델

(internalworkingmodel)2)형성에 직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교사와의 계가 래와 련된 사회 행동에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연구의 상과 공간이 모두 유아에

게 맞추어져 있다. 아기 교사와의 계가 갖는 발달 요성을 고려

할 때, 부분의 아가 기 생활을 경험하며 교사와, 래와 함께 생활

하는 실에서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기질,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과의 계

일반 으로 아동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질,연령,성별 등

의 개인 특성과 양육자,양육의 질과 같은 환경 특성으로 나 어 볼

2)아동은 양육자와의 정서 상호작용의 경험인 애착 계를 바탕으로 자신과 양육

자에 한 정신 표상을 구성하며,타인에 한 계나 환경에 한 근방식,

문제해결 방식 등을 결정한다(Bowlby,196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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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 이기보다 향을 주고받

으며 아동의 발달에 상호복합 인 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

다.기질 특성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향력이 크

게 달라지는 표 인 개인 내 요인이다.Thomas와 Chess(1977)은 ‘조

화 합성(goodnessoffit)개념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한 기질의 향

을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 으

며,Lerner(1991)역시 기질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이

해하기 해서는 기질과 물리 환경,사회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하 다.이 연구에서는 아의 기질과 더불어 아의 기

질과 양육자의 조화 즉 아-교사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

갓 태어난 아가 주변 환경에 신체·정서 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기

질에 따라 다르다. 아의 기질 특성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며 이는 곧 양육자와의 경험과 계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

(Coplan,Bowker& Cooper,2003;Kostelnik,Whiren,Soderman &

Gregory,2009).

기질이 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하여 기질과 양육자와의 상호

작용 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아와 어머니를 주로 살펴보았다.

Milliones(1978)은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온순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에

게 반응 인 태도를 보이며,최 희(1993)는 어머니가 자녀 기질의 특성

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애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 다.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순하고 응 인 기질의 아에게 부모는 더 반응 이고

애정 인 태도를 보이며 그에 따라 정 인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아동의 기질이 교사와의 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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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요소 가운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계에 향을 주는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Paget,Nagle과 Martin(1984)은 유아의 기질차

원 응성, 근-회피 지속성이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한 계

가 있다고 하 다.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보육환경에 응 이며 새로

운 자극에 정 이고 극 으로 근할 때,교사의 개입과 상호작용이

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수윤(2004)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차원

정 정서, 근성 수 이 높을 때 교사와 보다 친 한 계를 맺

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 다수의 연구들은 인 계형성에 요

한 변수로 주목받는 자기통제가 교사-유아 계에서 형성되는 상호작용

에 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윤수정,2012;천향숙·조은진,

2011;Rudasill& Rimm-Kaufman,2009)

아를 상으로 아의 기질과 교사 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최근 이

루어지기 시작하 으나 그 결과는 다소 제한 이다. 아의 기질을 규칙

성, 근성, 응성,반응강도,정서성으로 나 어 교사와의 계에 끼치

는 향을 살펴본 문정연(2014)의 연구에서는 아의 기질 규칙성만

이 아-교사 갈등 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아람(2014)의

연구에서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를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행동이나 계에 기질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기질에 한 일반 이해와 상충하고 있다.

기질의 요소는 여러 이론가들이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는 사회정서 인 반응과 조

과 련된 기질 요소에 집 할 필요가 있다.부정 정서성은 어머니

의 통제,갈등 상호작용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odge,Petit

& Bates,1994),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욕구나 충동을 외부의 규

범이나 기 에 한 반응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인 의도 통제

(Baumeister,Vohs,& Tice,2007)는 교사-유아의 갈등 계와 련된

요인(권연희,2012;윤수정,2012)으로 나타났다.

성인과의 계형성은 아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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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도 지속 인 향을 끼친다.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에

한 이해는 아의 기질에 따른 교사의 한 반응과 교육 지원에

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토 로 아-교사 계에 향을 주는 아의 기질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2)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아 래상호작용

아의 기질 특성이 발달에 미치는 향을 재하는 환경 요인을

밝히는 것은 양육과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향을 다. 아가 타

고난 개인 내 특성이 아의 행동에 주는 향력을 정 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양육과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아동의 기질과 발달을

재하는 변인들에 한 심과 연구는 다양한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지만,특히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이는 사회성 발

달이 환경 요인의 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기질의 특정요인이 아동의 사회 행동이나 래 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며 재변인으로 부모나 교사 등의 양육자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아동의 부정 정서성이 래행동,문제행동,학교 응

등에 미치는 향을 부모와의 계나 부모의 정서표 이 재하는 가를

살펴보거나(Mesman,Stoel,Bakermans-Kranenburg,2009;Stright&

Gallagher,2008)아동의 의도 통제,조 능력이 래유능성, 래상호

작용,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유아-교사 계가 조 (이선애· 은자,

2010)를 알아보거나 부모의 정서표 (김정민·김지 ,2014),부모의 정서

가용성(문 경,2014)이 매개하는가에 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육환경에서 교사와 기 이 차지하는 비 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

사-아동 계가 아동이 학교 환경과 래 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재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Masten,

2001;Rutt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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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최근 국내에서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아의 사회 유능성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윤아람 2014).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

정한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 뿐 아니라 아의 사회 능력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기질이 집단환경에

서의 사회 응력과의 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Sroufe,1983;

McFall,1990;Jewsuwan,Luster& Kostelink,1993)에 비추어볼 때,기

질의 평정 상자를 교사로 바꾸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Belsky(1997)는 차별 민감성 모델(DifferentialSusceptibilityModel)

을 제시하며 아동들은 기질 특성에 따라 양육환경에 반응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양육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

다고 보고하 다.2세에서 5세까지 래 공격성에 한 발달궤 을 추

한 Mesman과 동료들의 연구(2009)에 따르면 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

동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측했으

며,아동의 두려움 수 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온정 인 양육태도가 아

동의 자기조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1993).이처럼 아동이 사회에 응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성향은 양육환

경과 상호작용하여 발달 잇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어려움을 야기

할 수도 있다(Hamre& Pianta,2005,Henricsson& Rydell,2004). 아

의 발달과 련된 기질 특성 교사 련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것은 발달기제에 한 이해와 더불어 교

사와 보육환경이 아의 발달에 보다 효과 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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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아의 기질, 아-교사 계 아의 래상호작용에 해 고찰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용어를 정

의한다.

1.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을 상호작용 시도,참여도,지속시

간의 측면에서 월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으로서 발달양

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개인변인인 아의 기질과 환경변인인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시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고 우선 두 변인의 발달 경향성을 월령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이후 아의 기질이 아의 래상호작용

에 직 으로 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교사 계를 매개로 간

인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의 래상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시간)은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아 래상호작용 시도는 아의 월령(19∼24개월, 25∼30

개월, 31∼36개월, 37∼42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1-2. 아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아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은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6-

【연구문제 2】 아의 기질, 아-교사 계는 아의 월령(19∼24개월,

25∼30개월,31∼36개월,37∼42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2-1. 아의 기질은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아-교사 계는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참여도·지속시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1.1세반에서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

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1-1. 아의 기질은 아의 래상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

시간)에 향을 미치는가?

3-1-2. 아의 기질은 아-교사 계에 향을 미치는가?

3-1-3. 아의 기질 통제 시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

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시간)에 향을 미치는가?

3-2.2세반에서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

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2-1. 아의 기질은 아의 래상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

시간)에 향을 미치는가?

3-2-2. 아의 기질은 아-교사 계에 향을 미치는가?

3-2-3. 아의 기질 통제 시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

호작용(시도·참여도·지속시간)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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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어의 정의

1) 래상호작용

래상호작용은 래와 사회 의도가 담긴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의

미한다(Fabes,Martin& Hanish2009). 아의 경우 래 간 사회 행

동의 교환 뿐 아니라 래에 한 심을 사회 행동으로 표 하는 것

한 래상호작용 발달에 있어서 요한 이정표라는 (Water &

Sroufe,1983)을 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래상호작용을 상 방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는 상호작용 시도와 래와의 놀이맥락에서 놀이형태

교류수 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참여도, 래와의 교류가 시작되고 종결

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상호작용 지속으로 구성한다.

(1) 래상호작용 시도

래상호작용 시도는 상 래에 한 심을 드러내며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아의 사회 행동을 의미한다(Santos,Vaughn & Daniel,

2014).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자유놀이 상황에서 10 간 이루어지는

총 60회의 찰에서 찰 상 아가 상 래에 한 시각 주시

(Mueller& Brenner1977)를 유지하며 상 래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

는 흥미로운 행동(Barbu,2003)을 행한 빈도(0∼60회)를 의미한다.

(2) 래상호작용 참여도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아가 놀이맥락에서 래와의 상호작용에 개

입하고 여하는 사회 행동의 질 인 차이를 의미한다(Howes &

Matheson,1992).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자유놀이 상황에서 10 간 이

루어지는 총 60회의 찰 동안 찰 상 아가 보이는 사회 놀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형태와 상 래와 주고받는 행동의 교류수 에 따

라 부여한 평 의 총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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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은 아가 상 래와 사회 행동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길이(duration)를 의미한다(Fabes,Martin& Hanish2009).

이 연구에서는 20분의 찰시간 동안 찰 상 아가 래와 사회 행

동을 시작한 시 부터 사회 행동을 통한 반응이 종료된 시 까지의 시

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2)기질

기질은 유 으로 타고난 개별 특성으로,반응성과 자기조 에서 나

타나는 개인차(Rothbart,2011)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Rothbart와

동료들(2001)의 정의를 참고하여 유아의 기질을 외향성,부정 정서,의

도 통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외향성은 외부 자극에 한 유

아의 근,선호 정서 반응과 활동 수 을 의미한다.부정 정서는

불안,공포,분노와 좌 ,슬픔 등 유아의 부정 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

며,의도 통제는 유아가 자극에 반응하고 주의 집 통제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3) 아-교사 계

아-교사 계는 교사와 개별 아가 서로 연결되어 향을 주고 받

는 것을 의미한다(Pianta,2001).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과 찰 상

아와의 계를 친 감,갈등,의존성의 차원에서 평정하며, 아-교사

계는 교사가 지각한 아와의 높은 친 감과 낮은 갈등 낮은 의존

성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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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평균 월령) 상의 수

1세반

19∼24개월

남 (21.72) 30

여 (22.18) 18

계 (21.95) 48

25∼30개월

남 (27.37) 31

여 (27.83) 29

계 (27.60) 60

2세반

31∼36개월

남 (33.33) 17

여 (33.36) 25

계 (33.35) 42

37∼42개월

남 (39.93) 44

여 (40.04) 27

계 (39.98) 71

합계

남 (30.59) 122

여 (30.85) 99

계 (31.41) 221

〈표 Ⅳ-1〉 연구 상 아의 수

Ⅴ.연구방법

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 차로 이루어졌다.먼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 상을 선정하고 연

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 인 연구 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

하 으며,수집된 자료를 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다(IRBNo.1511/001-010).

1.연구 상

아의 래상호작용과 이와 련된 변인에 해 알아보기 해 서울

과 경기의 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 16곳3)에 다니는 맞벌이 가

3)어린이집 지역,어린이집별 연구 참여 아 교사의 수는 <부록 1>연구 상

어린이집 참여 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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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1세반(n=108) 2세반(n=113) 합계(n=221)

재원기간

6개월∼1년 미만 88(81%) 21(16%) 109(49%)

1년 이상∼2년 미만 10(9%) 58(51%) 68(31%)

2년 이상∼3년 미만 10(9%) 34(30%) 44(20%)

타기 경험
유 20(19%) 45(40%) 65(29%)

무 88(81%) 68(60%) 156(71%)

보육시간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0(9%) 2(2%) 12(5%)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43(40%) 31(27%) 74(34%)

8시간 이상 55(51%) 80(71%) 135(61%)

출생순

외동 53(49%) 38(34%) 91(41%)

맏이 14(13%) 24(21%) 38(17%)

둘째4) 38(35%) 48(42%) 86(39%)

셋째 이상 3(3%) 3(3%) 6(3%)

〈표 Ⅳ-2〉 연구 상 아의 일반 특성

정의 19∼42개월 아 22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찰 당시 해

당 연령의 아들은 어린이집 1세반(19∼30개월)과 2세반(31개월∼42개

월)에 편성되어 어린이집 아반 보육실에서 찰되는 래상호작용의

발달 특성을 보려는 이 연구의 목 에 부합한다.연구 상 아의 월

령 성별 분포는〈표 Ⅳ-1〉에 제시하 다.

연구 상 아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Ⅳ-2〉와 같이 연구

상 아 모두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 어린이집과 래,

교사와의 응이 안정 으로 이루어진 상태 다.어린이집 재원기간은 1

세반 아들의 경우 6개월∼1년 미만이 88명(81%)으로 가장 많았으며,1

년 이상 2년 미만 10명(9%),2년 이상 3년 미만이 10명(9%) 다.본 연

4) 생아는 모두 출생순 둘째아에 포함시킴.1세반의 경우 8명(7%),2세반의 경

우 10명(8%),총 18명(8%)의 생아가 연구에 참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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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1세반 조사 상 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0세반을 운 하지 않고 있

어 1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 20명(19%)은 모두 타 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2년 이상 3년 미만이 34명(30%),6개월∼1년 미만은 21

명(16%)순이었다.

연구 상 아의 보육시간은 모두 4시간 이상이었으며, 반 이상의

아가 8시간 이상 장시간 보육을 받고 있었다.학 별로 살펴보면 1세

반의 경우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43명(40%),8

시간 이상의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55명(51%) 다.2세반의 경우 어린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 으로 증가하 는데,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동안만 보육을 받는 아이들은 2명(2%)에 불과하 고,80명(71%)의 아이

들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을 받고 있었다.연구 상 아의 출생순

를 살펴보면 외동이 91명(41%),맏이가 38명(17%),둘째가 86명(39%),

셋째 이상이 6명(3%)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16개 어린이집 총 55명(부록 1.참조)으로 55명

교사는 모두 4년제 학을 졸업하 으며,교사경력은 6개월부터 11년 3

개월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자유놀이 상황에서 개별 아를 찰하여

래상호작용 시도와 참여도,지속시간을 측정한다. 한 교사 설문지를 통

하여 아의 기질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에 한 정보를 수

집한다.구체 인 찰도구와 설문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아의 래상호작용

이 연구에서 아의 래상호작용은 어린이집 자유놀이 상황에서 찰

상 아가 래에게 보이는 사회 행동을 시도와 참여도,지속시간을



-32-

통해 살펴보았다. 아의 행동은 5분 단 로 4회기에 걸쳐 총 20분 찰

되었으며,1일 방문 시 5분 단 찰을 2회 실시하여 총 찰은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래상호작용 하 요소별 구체 인 측정 기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래상호작용 시도

이 연구에서 래상호작용 시도는 찰 상 아가 상 래에게

심을 보이며 상 의 반응을 끌어내는 사회 행동을 보이는 빈도를 의미

한다. 아 당 총 찰시간인 20분 동안 20 간격(10 찰-10 코

딩)의 시간표집법으로 총 60회의 찰을 실시하 다. 래상호작용 시도

행동이 찰된 횟수를 분석 수로 사용하 다.

래상호작용 시도는 찰 상 아가 상 래에게 (1)Vaughn과 동

료들(2009)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에 따른 상 아에 한 ‘시각

주의’를 유지하면서 (2)Blurton과 동료들의 사회 행동 목록(general

catalog),Barbu(2003)의 유아의 사회지향행동(sociallydirectedbehavior)

을 바탕으로 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표Ⅳ-3>의 사회 행동유형에

해당하는 ‘사회 행동’을 보인 경우를 의미한다.‘사회 행동’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웃거나 찡그리는 등의 얼굴표정의 경우에는 비조사

결과 찰자간 독이 일치하지 않고 상 방 아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 사회 행동 범주에서 제외하 다.최종 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 래에 한 시각 주의와 함께 아의 근과 정 ·부정

, 정 ·부정 물지향 행동,행동모방, 언어 행동,소리내기,말

하기의 아홉 가지 사회 행동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이 찰될 경우

래상호작용 시도가 찰되는 것으로 평정하 다.이상의 평정기 은

아동학 박사 5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래상호작용 시도는 찰 상 아가 상 래의 심과 반응을 유

도하기 한 목 을 가진 행동이다. 찰단 는 찰 상 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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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행동실제

근
래를 향해서 몸을 숙인다, 래 곁에 앉는다,

으로 다가간다

정
래의 팔을 잡는다,안는다,손을 얹는다,간지럽힌

다,어깨동무를 한다

부정
래의 몸을 친다,옷을 잡아당긴다, 래의 팔을

흔든다,머리카락을 당긴다

물지향

행동

정

물지향행동

래에게 놀잇감을 보여 다,건네 다,찾아 다,

놀이를 도와 다( :블록을 찾아와 같이 쌓아 다).

부정

물지향행동

래의 놀잇감을 가져간다,놀이를 방해한다,놀잇

감을 던진다.

모방 행동모방 래의 행동을 수 내에 따라한다

언어행동

언어행동
손가락으로 놀잇감이나 장소를 가리킨다,박수를 친

다,고개를 젓거나 끄덕인다.

소리내기
동물소리를 흉내낸다,감탄사를 내뱉는다(와∼!),소

리를 지른다,

말하기 말을 건다.

〈표 Ⅳ-3〉 래상호작용 시도의 사회 행동 유형

단독행동이다. 찰 상인 A 아를 10 간 찰하는 동안 A 아가 B

아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이 가지고 놀던 공을 내 었고 B 아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상황이 찰된 경우, 래상호작용 시도는

찰 상 A 아의 최 행동만을 평정한다.즉,A 아는 정해진 시간동안

(1)시각 주의와 (2)<표Ⅳ-3>의 사회 행동 정 물지향행동

을 통해 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 으므로 1회의 래상호작용 시도

의 찰빈도를 갖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찰 상 아 당 10 간 이루어지는 총 60회의 찰이

이루어지며, 아별로 0∼60회 사이의 빈도를 기록하게 된다.일정시간

동안 동일한 횟수를 찰하는 시간표집법의 경우 특정 목표행동의 출

빈도를 수로 사용하여도 무 하다는 찰연구방법론(Bakeman &

Gottman,1997)을 용하여 상호작용 시도의 빈도를 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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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래상호작용 참여도

이 연구에서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찰 상 아가 상 래와의 놀

이에서 보이는 놀이형태 교류수 에 따라 평정한 수를 의미한다.

아 당 총 찰시간인 20분 동안 20 간격(10 찰-10 코딩)의 시

간표집법으로 총 60회의 찰이 이루어졌으며,매 찰시간마다 아의

행동은 〈표 Ⅳ-4>의 기 에 따라 평정되어 0∼4 을 부여하 다. 래

상호작용 참여도는 60회의 찰 동안 부여받은 평 총합을 수로 사용

하 다.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Howes(1988)의 PeerPlayScale(PPS)을 참조

하여 연구자가 찰범주를 〈표 Ⅳ-4>와 같이 찰 상 아가 래와

의 놀이에서 보이는 놀이형태와 사회 교류의 복잡성에 따라 재구성하

여 측정하 다.이를 해 Howes의 PPS척도에 따라 어린이집 1,2세반

아의 놀이행동을 찰하 고, 찰결과를 토 로 아의 놀이형태와

사회 교류의 특성에 따른 찰범주를 설정하 다.

래상호작용 참여도 수는 Howes(1988)가 타당화한 놀이형태별 가

산 부여 방식5)을 차용하 다. 아반에서 찰되는 놀이형태를 단독놀

이,유사놀이,공동놀이의 계로 분류하고,유사놀이의 경우 래와의

교류수 이 다양한 계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 이를 무교류,소극

교류, 극 교류 수 으로 나 어 수를 부여하 다. 래와의 놀이에

서 공통의 심도 드러나지 않고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 단독놀이-무

심에 0 을 부여하고 유사놀이 내에서는 교류수 에 따라 무교류 1 ,

소극 교류 2 , 극 교류 3 을 부여하 으며 공동놀이-상호보완교

5)Howes(1988)의 PeerPlayScale의 경우,놀잇감·놀이형태·사회 교환의 복잡성

에 따라 놀이를 혼자놀이,병행놀이,상호의식 병행놀이,단순사회놀이,,상호보완

놀이,,상호보완 사회놀이의 계로 구분하고 있다.Howes는 혼자놀이에 1

을 부여하고 마지막 상호보완 사회놀이에 6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놀이

계별 가산 을 부여하고 이의 총 을 사회성 수로 사용하 다.이 연구에서는

래와의 상호작용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 혼자놀이는 0 을 부여하 다.선

행연구들은 가산 부여방식으로 측정된 놀이총 과 보육의 질,정서능력과의

계를 밝히고 있다(Dunn,1993;Howes& Matheson1992;Le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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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태 교류수 내용 수

Ⅰ
단독

놀이
1 무 심

자기가 흥미있는 놀이감으로 혼자 놀이하거나

놀이에 집 하지 못하고 배회함 0

) 아가 혼자 앉아서 자동차 놀이를 한다.

Ⅱ
유사

놀이

1 무교류

곁에 있는 아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맞춤이나 사회 행동이 없음.

1) 래와 가까이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으

나 개별 인 자기만의 놀이에 빠져있다. 맞

춤이나 사회 교류는 없다.

2
소극

교류

곁에 있는 아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

으며 맞춤 등 상 방을 의식하는 행동을 보

임. 2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던 아를 쳐다보고

상 방의 구성물에 심을 갖는다.

3
극

교류

각자의 놀이를 하는 가운데 곁에 있는 아와

직 인 사회 시도가 일어남. 형 인 행

동은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웃거나 만지고 놀

잇감을 빌려주거나 가져감.
3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상 방의 구조물에

해 이야기한다.(“멋지다.”)

Ⅲ
공동

놀이
1

상호보완

교류

래에게 심을 보이며 서로 상호 호혜 이고

보완 인 역할을 하는 공동의 놀이를 제안하거

나 참여함

4
)공을 주고 받거나 달리고 잡기,상 가 올

라오는 것을 보면 내려가기 등의 상호보완

역할을 취하거나 함께 가상놀이를 한다.

〈표 Ⅳ-4〉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찰범주

류에는 4 을 부여하 다.평정기 은 내용과 비조사 결과를 토 로

아동학 박사 5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찰 상 아와 래간의 놀이 교류의 복

잡성을 찰하나, 찰평정은 찰 상 아 1인만을 상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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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어, 찰 상인 A 아를 10 간의 찰하는 동안 A 아가 B,

C 아들이 블록을 쌓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블록을 건네주기를 반복하

는 상황이 찰된 경우,A 아의 해당회기 상호작용 참여도는 유사놀이

- 극 교류로 3 으로 평정된다.이러한 찰을 60회 동안 반복하게 되

며 얻은 평 의 총 을 상호작용 참여도의 수로 사용하게 된다.상호

작용 참여도의 총 은 아별로 0∼240 의 분포를 갖는다.

(3)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은 아가 래와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래,

연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가 래와 상호

작용 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의 측정

은 사건표집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별로 총 찰시간인 20분 동안

찰 목표인 상호작용 행동이 출 한 경우 아 간 사회 행동이 처음

발생한 시 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연속 인 시간을 측정하 다.다수의

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보육실 자유놀이 상황의 특성상 찰 상 아

A는 1회의 래상호작용 내에서 다수의 래와 사회 행동을 주고 받

는 경우가 발생하 다.이러한 경우 아A가 상호작용하는 상 래가

바뀔지라도 동일한 놀이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이 연속 으로 이루어졌다

면,상호작용 지속시간을 연속 으로 측정했다. 를 들어, 찰 상

아 A가 래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는 놀이를 하며 B 아와 고 당기다

C 아를 소리쳐 부르고 B,C와 함께 웃으며 달리는 상황은 찰 상

아 A의 1회 연속 인 상호작용으로 간주하 다.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의 평정기 방법은 아동학 박사 5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상호작용 지속시간은 찰된 시간의 총합을 찰된 횟수로 나 평균

수를 사용하 다. 를 들어, 찰 상 A 아의 체 찰시간 20분

상호작용 행동이 총 5회 찰되고,5회 동안 상호작용 시간이 각각

20 ,14 ,33 ,10 ,36 로 측정 되었다면,A 아의 상호작용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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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의미 문항 수범

부정

정서

아가 수 어하고 쉽게 차분해지지 않는 정도

공포,좌 감,슬픔,불편함,분노를 포함
12 12∼60

의도

통제

주의를 집 할 수 있고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 정도

주의집 ,억제 통제,지각 민감성,쾌락의 낮은

역치를 포함

12 12∼60

외향성
행복하고 활동 이고 자극추구를 즐기는 정도

정 기 ,충동성,활동수 ,자극추구를 포함
12 12∼60

〈표 Ⅳ-5〉 기질검사의 구성

간은 20+14+33+10+36/5로 계산되어 A 아의 상호작용 지속시간 수는

22.6 으로 사용되었다.

2) 아의 기질

아의 기질은 Putnam과 동료들의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veryshortform(2006)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이

도구는 기질은 ‘반응성과 자기조 에 있어서의 타고난 차이’라는 개념

근거를 바탕으로 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의 연속성 속에서 기

질의 개념과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ECBQ-veryshortform은 ECBQ의

축약형으로 외향성(12문항),부정 정서(12문항),의도 통제(12문항)의

3가지 요인(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

(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평정하며,해당 사항이 없는 행동에

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문항은 그 문항이 포함된 하 역의 총 평균을 산출하여 수를 부

여한다.기질의 각 역별 평균 수가 높을수록 아의 부정 정서,의

도 통제,외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각 하 역의 Cronbach’sα값

은 .72,.75,.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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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교사 계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는 Pianta(2001)의 아-교사 계 척도

(Student-TeacherRelationship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한다.이 도구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 에서 아와 경험하는 정서 이고 사

회 인 경험에 해 평정하도록 하 으며,교사와의 계가 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계발되었다(Pianta,

2001;Sabol,& Pianta,2012).Pianta의 아-교사 계척도는 특정 학생

과의 계에 한 교사의 지각을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아부터

등 3학년까지 아동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척도는 갈등(12문항),친 감(11문항),의존(5문항)의 3가지 요인(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6).각 문항은 5 Likert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구체 으로 갈등정도를 나타내는 문

항은 ‘이 아이를 다루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한다.’,‘이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속 화를 내거나 항한다.’,‘이 아이와 나는 서로 힘들게 지

낸다.’등 교사와 아가 일상에서 갈등을 느끼고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친 계는 ‘화가 나면 이 아이는 나에게 로

받기를 원한다.’,‘이 아이는 나의 신체 인 애정표 을 좋아한다.’,‘이 아

이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등 아와 교사가 정 인 정서

를 나 고 아가 교사에게서 편안함과 안을 얻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

항으로 구성된다.의존성은 ‘이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다.’.‘이 아이는 내가 다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질투하거나 상처를 받

는다.’등 아가 교사에게 의지하여 아의 놀이나 생활에 제약이 있거나

교사가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 인 보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Pianta는 각 하 역의 수를 합하여 아-교사 계의 총 을 구하

는 것을 제안하 는데,총 은 (60-갈등 수)+친 감 수+(25-의존성

수)식으로 평정한다.이 연구에서는 방식에 따라 아-교사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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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문항 수범

아-교사

계 총
(60-갈등 수)+친 감 수 +(25-의존성 수) 28 11∼123

하

요

인

갈등
교사가 지각한 아와의 부정 ·갈등 계의

정도
12 12∼60

친 감
교사가 지각한 아와의 온정 계와 원활한

소통의 정도
11 11∼55

의존성 교사가 지각한 아가 교사에게 의존하는 정도 5 5∼25

〈표 Ⅳ-6〉 아-교사 계검사의 구성

총 을 사용하 다. 아-교사 계 총 산출방식에 따른 수의 가능

범 는 11 ∼123 이었다.본 연구에서 높은 아-교사 계 수는 높

은 친 감과 낮은 갈등,의존성을 나타내며,낮은 아-교사 계 수

는 낮은 친 감과 높은 갈등 의존성을 의미한다.

3.연구 차

아의 래상호작용 련 변수들과 이를 측정하는데 합한 연구도구

연구설계를 구성하기 해 비조사를 실시한 후 비조사 결과에 따

라 연구도구 연구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본 조

사는 총 7명의 찰자가 실시하 으며, 찰자 훈련 과정을 계획하여 실

행한 후 조사를 진행하 다.

1) 비조사

아의 래상호작용을 찰하고 평정하기 한 연구도구의 합성을

검증하여 연구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어린이집 두 곳에서 1세반

과 2세반 각 두 학 (1세 아 14명,2세 아 12명)에서 비조사를 실

시하 다. 비조사에는 연구자와 찰내용에 해 사 에 훈련을 받은

1인의 학원생이 동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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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놀이시간 동안 찰 상 아를 촬 하여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찰 범주 내용을 수정하 다. 비조사에서는 상호작용 참여도의

찰범주로 놀이형태(혼자놀이,병행놀이,사회 놀이,상호보완놀이,상호

보완사회놀이)를 사용하 다.그러나 자유놀이 시간에 아가 보이는 집

단놀이 행동이 매우 제한 이었고 사회 놀이 수 이상은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이를 보완하기 하여 보육실에서 찰되는 놀이를 단독놀

이-유사놀이-공동놀이를 간략화 하 다.놀이맥락을 단순하게 조정한

신 놀이시간 래상호작용의 부분이 찰되는 유사놀이 상황에서 교류

의 복잡성에 따라 수 을 나 었다.

비조사에서는 놀이상황을 녹화하고 녹화자료에 으로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그런데 녹화자료를 이용하여 래상호작용을 평정할

때 장상황이나 놀이맥락에 한 정보가 있어야 아의 행동을 보다 명

확히 평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어 본조사에서는 찰자 1인이 장

에서 찰 상 아의 주변 상황을 기록하도록 찰설계를 보완하 다.

2) 찰자 훈련

본 조사시 연구자를 포함,총 7명의 찰자가 래상호작용을 평정하

다. 찰자 7명은 모두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아반을 보육한 경험

이 있으며 찰 당시 모두 학원에 재학 이었다. 찰자 훈련은 총 2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1회차에는 연구에 한 기본 인 안내와 함께

찰 장소,시간,내용,유의 ,촬 방법 등에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찰내용 교육에는 찰 상 아의 선정순서, 찰규 과 해당행동에

한 이해,코딩지 사용법 등이 포함되었다.2회차 훈련에는 7명의 찰자

가 모두 함께 연구자가 비조사 당시 녹화한 자유놀이시간 상을 보며

목표 아의 행동을 10 동안 찰하고 코딩하는 훈련을 반복하 다.7

명 찰자 모두의 평정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 으며,훈련

당시 찰자간 신뢰도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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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조사

본조사는 16개 어린이집에서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어린이집별 방문

은 평균 2회 이루어졌으며,재방문 간격은 일주일 이내 다.1차 방문시

아의 기질 아-교사 계에 한 설문을 교사들에게 배포하 으

며,2차 방문시 이를 수거하 다. 아의 상호작용행동은 5분 단 로 4회

기 찰되었으며,1회 방문 시 5분 단 찰을 2회 실시하여 체 찰

은 총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찰이 어린이집 일과 에 이루어지므로

보육실에는 한 명의 찰자만 입장하 다. 찰자는 보육실 체공간이

조망되는 치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 으며 오 자유놀이 시간을

녹화하 다.1회 방문시 보육실별 평균 녹화시간은 53분으로,오 자유

놀이 시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포함되었다. 찰자는 녹화가 이루

어지는 동안 보육실에 머물면서 학 의 분 기나 찰 상 아의 컨디

션,특이사항,특이행동 등 평정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했다.

래상호작용 평정은 녹화 자료를 두 명의 찰자가 평정하여 일치도

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부록 2. 찰기록 시 참고). 아의 상

호작용 시도와 상호작용 참여도는 20 간격(10 간 찰,10 간 기록)

을 두고 평정되었으며 시간은 녹화된 화면의 타이머를 통해 확인하 다.

20 찰 간격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 다(Holloway &

Reichhart-Erickson,1988;Rosenthal,1994).상호작용 시도와 참여도에

한 평정에 있어서 찰자간 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불일치한 평정에

해서는 동 상 자료를 근거로 합의과정을 거쳤다.상호작용 지속시간

은 찰목표 행동인 소극 교류 이상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시작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녹화된 화면의 타이머를 통해 확인하 다.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코딩지에 기록한 후 시간의 차를 계산하여 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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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통계방법으로는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회귀분석을 이용하 다.먼 ,연구 상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기질,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시도·참

여도·지속시간)의 경향성을 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고 기

질과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으로 나 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성별에 따라 래상호작용 시도 참여에 미치는 기질과 아-교사

계의 향을 살펴보기 해 변수간의 상 계를 제시한 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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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해석

선정된 연구문제를 토 로 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실시한 월령‚ 성

별‚ 기질‚ 아-교사 계에 따른 아의 래상호작용에 한 연구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차이

1)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

(1) 아 래상호작용 시도의 반 경향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의 반 인 경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Ⅴ-1>,〈그림 Ⅴ-1>과 같다.자유놀이 상황에서 아

의 래상호작용은 래에게 놀잇감을 보여주거나 놀이감을 통한 놀이를

도와주는 등의 정 물지향행동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18∼

24개월 아가 보이는 상호작용 시도의 39.7%가 정 물지향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이는 25∼30개월 41.1%,31∼36개월 28.7%,37∼42

개월 29.9%로 높은 월령에서 더 낮은 출 빈도를 나타냈다.부정 물

지향행동의 경우,18∼24개월 아의 경우에는 체 래상호작용 시도

의 9.6%를 차지하 으나,월령이 증가하면 그 빈도가 감소하여 37∼42개

월에는 3.1%의 수 으로 낮아졌다.월령 차이에 따른 감소폭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서 남아의 경우 래상호작용 시도에서

부정 물지향행동이 일어나는 빈도가 18∼24개월 9.8%에서 37∼42개

월 4%로 어든 데 반해,여아의 경우 18∼24개월 9.4%에서 37∼42개월

1.7%로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 다.이는 아가 놀이의 목 이나 놀잇

감 혹은 사물에 한 소유의 목 으로 사회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는 선

행연구(Patterson,DeBaryshe& Ramsey,1989)와 일치하며, 아의 사

회 놀이에서 상호작용행동의 70%이상이 소유 련 형태로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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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근 정 부정 정
물지향행동

부정
물지향행동

행동모방 언어
행동

소리내기 말하기 합계

1세반

19∼24

개월

남(n=30)
1.63 .24 .21 6.5 1.52 1.54 .83 .71 2.35 15.53
(10.5%) (1.5%) (1.4%) (41.9%) (9.8%) (9.9%) (5.3%) (4.6%) (15.1%) (100%)

여(n=18)
1.57 .47 .04 6.32 1.63 2.07 1.55 .95 2.73 17.33
(9%) (2.7%) (0.2%) (36.5%) (9.4%) (11.9%) (8.9%) (5.5%) (15.8%) (100%)

계(n=48)
1.61 .33 .15 6.43 1.56 1.74 1.1 .8 2.49 16.21
(9.9%) (2%) (0.9%) (39.7%) (9.6%) (10.7%) (6.8%) (4.9%) (15.4%) (100%)

25∼30

개월

남(n=31)
1.49 .19 .23 6.96 1.01 1.44 .97 .60 3.53 16.42
(9.1%) (1.2%) (1.4%) (42.4%) (6.2%) (8.8%) (5.9%) (3.7%) (21.5%) (100%)

여(n-29)
1.74 .54 .08 7.25 .47 1.58 .83 .87 4.85 18.21
(9.6%) (3.0%) (0.4%) (39.8%) (2.6%) (8.7%) (4.6%) (4.8%) (26.6%) (100%)

계(n=60)
1.61 .36 .16 7.1 .75 1.51 .9 .73 4.17 17.29
(9.3%) (2.1%) (0.9%) (41.1%) (4.3%) (8.7%) (5.2%) (4.2%) (24.1%) (100%)

2세반

31∼36

개월

남(n=17)
1.51 .47 .11 6.58 .71 2.15 .79 .47 5.33 18.12
(8.3%) (2.6%) (0.6%) (36.3%) (3.9%) (11.9%) (4.4%) (2.6%) (29.4%) (100%)

여(n=25)
1.62 .96 .06 4.74 .47. 1.97 .65 .70 8.59 19.76
(8.2%) (4.9%) (0.3%) (24%) (2.4%) (10%) (3.3%) (3.5%) (43.5%) (100%)

계(n=42)
1.58 .76 0.08 5.48 0.57 2.04 0.71 0.61 7.27 19.10
(8.3%) (4%) (0.4%) (28.7%) (3%) (10.7%) (3.7%) (3.2%) (38.1%) (100%)

37∼42

개월

남(n=44)
1.45 .36 .14 6.29 .75 1.46 .73 .41 7.02 18.61
(7.8%) (1.9%) (0.8%) (33.8%) (4%) (7.9%) (3.9%) (2.2%) (37.7%) (100%)

여(n=27)
1.57 1.24 .09 4.38 .31 .90 .48 .21 9.41 18.59
(8.5%) (6.7%) (0.5%) (23.6%) (1.7%) (4.8%) (2.6%) (1.1%) (50.6%) (100%)

계(n=71)
1.50 .69 .12 5.56 .58 1.25 .63 .33 7.93 18.61
(8%) (3.7%) (0.7%) (29.9%) (3.1%) (6.7%) (3.4%) (1.8%) (42.6%) (100%)

합계

남(n=122)
1.51 .3 .18 6.55 1 1.57 .82 .54 4.75 17.23
(8.8%) (1.8%) (1%) (38%) (5.8%) (9.1%) (4.8%) (3.1%) (27.6%) (100%)

여(n=99)
1.62 .83 .07 5.64 .7 1.51 .86 .63 6.49 18.35
(8.8%) (4.5%) (0.4%) (30.7%) (3.8%) (8.2%) (4.7%) (3.4%) (35.4%) (100%)

계(n=221)
1.56 .53 .13 6.16 .86 1.55 .83 .59 5.54 17.75
(8.8%) (3%) (0.7%) (34.7%) (4.9%) (8.7%) (4.7%) (3.3%) (31.2%) (100%)

〈표 Ⅴ-1〉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별 양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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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래상호작용 시도 유형별 분포

연구결과(이주옥·장 주,2004)와도 부분 으로 일치한다.

아 래상호작용 시도 가운데 부정 상호작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은 부정 과 부정 물지향행동이다.이 부정 의

경우 19∼30개월 남아의 경우에만 체 시도행동의 1.4%를 차지할 뿐,

아의 상호작용 시도행동에서 1%미만의 가장 은 빈도로 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의 부정 상호작용행동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

물지향행동의 경우 사회 기술의 미성숙으로 인해 특정 행동의 결

과보다 행동의 의도에 을 맞추어야 하는 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

려할 때(Rubintetal.,1998), 정 물지향행동과 같은 의미를 갖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Williams,Ontai& Mastergeorge,2010).

말하기를 통한 래 상호작용 시도는 월령의 증가에 따라 가장 큰 차

이를 보 다.18∼24개월 아의 경우 체 상호작용 시도 가운데 15.4%

정도를 언어를 통해 시도한 반면,37∼42개월 아는 42.6%를 언어를 통

해 시도하 다.이는 연구 상이 18개월을 기 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폭

발(Benedict,1979)시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언어능력의 발달이 사회

상호작용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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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M(SD)

1세반

19∼24개월

남(n=30) 15.53(3.99)

여(n=18) 17.33(3.66)

계(n=48) 16.21(3.94)

25∼30개월

남(n=31) 16.42(5.69)

여(n-29) 18.21(4.14)

계(n=60) 17.28(5.04)

2세반

31∼36개월

남(n=17) 18.12(3.24)

여(n=25) 19.76(3.41)

계(n=42) 19.10(3.40)

37∼42개월

남(n=44) 18.61(4.26)

여(n=27) 18.59(3.86)

계(n=71) 18.61(4.08)

합계

남(n=122) 17.23(4.62)

여(n=99) 18.35(3.83)

계(n=221) 17.75(4.33)

〈표 Ⅴ-2〉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 수

(2)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의 차이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아

가 자유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9가지 시도행동의 합계 빈도를 래상호작

용시도 수로 사용하 다(표 Ⅴ-2). 래상호작용 시도 수는 체

으로 월령이 높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래상호작용 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월령(18∼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37∼42개월)과 성

별로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월령(F=3.659‚ df=3,213,p⟨.05)과 성별(F=4.898‚ 

df=1,213,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월령의 아의 래상호작용시도 수가 더 높았다. 한 남아보다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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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é

상호작용

시도

월령 193.525 3 64.508 3.659*

19∼24개월 a

25∼30개월 ab

31∼36개월 b

37∼42개월 b

성 86.348 1 86.348 4.898*

월령*성 36.146 3 12.049 .683

오차 3755.049 213 17.629

합계 4120.760 220

〈표 Ⅴ-3〉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분산분석

*p<.05

의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단,37개월 이상 아의 수는 낮아져서

여아와 남아의 수가 수렴하 다.

월령 차에 한 사후분석 결과 아의 상호작용 시도는 18∼24개월

아가 31∼42개월 아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25∼30개월 아

들은 1세반 학 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18∼24개월 아들과 2세반 학

인 31∼42개월 아들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래상호작용에 있어서 만 2세를 지나며 진 으로 발달 변화가 나타

남을 시사한다.

2.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

(1) 아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반 경향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4>,〈그림 Ⅴ-2>와 같다.자유놀이 상황에서 아가

래와 교류하는 수 의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본 래상호작용 참여도는

월령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래에게 심을 보이지 않는 무 심의 경우 18∼24개월 남아의

경우 체 상호작용 찰 횟수의 반(49.5%)에 이르 으며,높은 월령

일수록 감소하여 37∼42개월 아에게는 37.5%의 비율로 찰되었다.여

아의 경우, 월령에 걸쳐 남아보다 무 심의 수 을 보이는 횟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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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무 심 무교류
소극
교류

극
교류

상호보완
교류

체

1세반

19∼24

개월

남(n=30)
28.58 16.39 7.39 4.90 0.48 57.74

(49.5%) (28.4%) (12.8%) (8.5%) (0.8%) (100%)

여(n=18)
21.00 18.47 11.24 6.57 0.12 57.40

(36.6%) (32.2%) (19.6%) (11.4%) (0.2%) (100%)

계(n=48)
25.90 17.13 8.75 5.49 0.35 57.62

(44.9%) (29.7%) (15.2%) (9.5%) (0.6%) (100%)

25∼30

개월

남(n=31)
24.87 14.57 9.13 5.17 0.98 54.72

(45.4%) (26.6%) (16.7%) (9.4%) (1.8%) (100%)

여(n-29)
20.60 15.33 10.40 7.52 0.80 54.65

(37.7%) (28.1%) (19%) (13.8%) (1.5%) (100%)

계(n=60)
22.73 14.95 9.77 6.34 0.87 54.66

(41.6%) (27.4%) (17.9%) (11.6%) (1.6%) (100%)

2세반

31∼36

개월

남(n=17)
19.06 13.72 8.44 9.83 4.22 55.27

(34.5%) (24.8%) (15.3%) (17.8%) (7.6%) (100%)

여(n=25)
21.55 8.27 9.27 13.27 3.77 56.13

(38.4%) (14.7%) (16.5%) (23.6%) (6.7%) (100%)

계(n=42)
20.43 10.73 8.90 11.73 3.98 55.77

(36.6%) (19.2%) (16.0%) (21.0%) (7.1%) (100%)

37∼42

개월

남(n=44)
21.02 10.70 9.90 12.44 2.02 56.08

(37.5%) (19.1%) (17.7%) (22.2%) (3.6%) (100%)

여(n=27)
14.86 12.43 9.68 13.55 7.04 57.56

(25.8%) (21.6%) (16.8%) (23.5%) (12.2%) (100%)

계(n=71)
18.59 11.38 9.82 12.88 4.00 56.67

(32.8%) (20.1%) (17.3%) (22.7%) (7.1%) (100%)

합계

남(n=122)
23.41 13.50 8.88 8.37 1.68 55.86

(37.1%) (21.4%) (14.1%) (13.3%) (2.7%) (100%)

여(n=99)
19.35 13.33 10.07 10.44 3.13 56.32

(25%) (17.2%) (13.0%) (13.5%) (4%) (100%)

계(n=221)
21.65 13.47 9.40 9.28 2.35 56.16

(31.1%) (19.4%) (13.5%) (13.3%) (3.4%) (100%)

〈표 Ⅴ-4〉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 양상

빈도(%)

았으며 남아와 동일하게 높은 월령일수록 감소하 다. 래 곁에서 유사

한 놀이를 하고 있으나 사회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무교류 수 의

경우 체 상호작용 찰 횟수에서 18∼24개월 29.7%,25∼30개월

27.4%,31∼36개월 16%,37∼42개월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 심 수 과 유사하게 높을 월령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래와 보다 직 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도를 달하는 극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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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분포

수 의 경우 체 상호작용 찰에서 18∼24개월 5.49%,25∼30개월

11.6%,31∼36개월 21%,37∼42개월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와 상호작용에서 서로 간에 호혜 이고 보완 인 역할을 하는 상호

보완 교류 수 의 경우 체 상호작용 찰에서 18∼24개월 아들에게

서는 0.6%의 비율로 매우 미비하게 찰되었으나 높은 월령일수록 찰

빈도가 높아져 37∼42개월 아들의 경우 7.1%의 비율까지 찰빈도가

증가하 다.이상에서와 같이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있어서 높은 월령

의 아일수록 더 높은 수 의 사회 교류를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연구는 아의 래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목 으로 하고 있어서

아가 래와 교류하는 상황을 수 별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찰,

분석하고 있다.하지만,조사 상 월령에 걸쳐 자유놀이 시간동안 가

장 높은 비율로 찰되는 아의 모습은 래에게 무 심한 상태로 혼자

놀이를 하는 상황이었다.특히 남아의 경우, 월령에서 래와 사회

행동의 교환이 없는 무 심,무교류 상황으로 평정된 것이 체 찰 시

간의 50%이상이었다.이는 집단 인 상황에서 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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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M(SD)

1세반

19∼24개월

남(n=30) 47.79(9.18)

여(n=18) 61.14(9.06)

계(n=48) 52.5(9.38)

25∼30개월

남(n=31) 52.26(14.28)

여(n-29) 61.89(11.58)

계(n=60) 56.99(13.23)

2세반

31∼36개월

남(n=17) 76.97(25.27)

여(n=25) 81.7(25.24)

계(n=42) 79.64(25.78)

37∼42개월

남(n=44) 75.9(25.59)

여(n=27) 100.6(25.93)

계(n=71) 85.66(25.86)

합계

남(n=122) 63.13(22.29)

여(n=99) 77.31(22.81)

계(n=221) 69.53(22.81)

〈표 Ⅴ-5〉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 수

(2)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차이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자

유놀이 상황에서 찰되는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행동에 수 별로 가

산 을 부여한 후,총합을 구하여 참여도 수로 사용하 다(표 Ⅴ-5).

래상호작용 참여도 수는 체 으로 월령이 높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래상호작용 참여도 수는 월령이 높을 때 남아와 여아 모

두 더 높게 나타났다.여아와 남아 모두 학 이 구분되는 31개월을 기

으로 참여도 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월

령(18∼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37∼42개월)과 성별로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참여도는 월령(F=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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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213,p⟨.001)과 성별(F=8.25‚ df=1,213,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도 수는 월령이 증가하면 더 높았으

며,남아보다 여아가 일 되게 더 높았다.

범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é

참여도

월령 24934.953 3 8311.651 20.865***

18∼24개월 a

25∼30개월 a

31∼36개월 b

37∼42개월 b

성 3296.200 1 3296.200 8.275**

월령*성 447.625 3 149.208 .375

오차 84848.509 213 398.350

합계 114441.722 220

〈표 Ⅴ-6〉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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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검정을 통해 살펴본 월령집단 간의 차이는 1세 학 에 함께 편성

되어 있는 18∼24개월과 25∼31개월 아 간과 2세 학 에 함께 편성되

어 있는 31∼36개월과 37∼42개월 아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반면

다른 학 에 편성되어 있는 25∼30개월과 31∼36개월 아의 차이는 유

의하게 나타났다.만 2세인 25∼30개월과 31∼36개월 월령집단 간 나타

나는 차이는 이들이 각각 1세반과 2세반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던 학 구

성의 맥락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들의 래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보육환경은 생년월일을 기 으로 1년 단 로 아들의 학 이 배정

된다.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 에 만 2세아인 25∼36개월의 아들은 1

세반(25∼30개월)과 2세반(31∼36개월)에 나 어 배정되어 있었다.이로

인해 25∼36개월 2세아들은 18∼24개월 아들과,31∼36개월 2세아들은

37∼42개월 아들과 래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상호작용 시도의

경우 찰 상의 아가 래에게 다가가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해 보

이는 단발 이고 일방향 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 상 방 래의 반응

은 아의 시도행동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았다.반면 상호작용 참여

의 경우 아가 래와 함께 하는 놀이의 사회 여 정도가 수에

향을 미치므로 상 방 래의 상호작용 능력에 향을 받는 모습을 보



-52-

다.1세반에서는 “우리 엄마 놀이할까?”라는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래들이 쳐다 만 보다 본인의 놀이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거나,소꿉

역에 들어가기는 하나 당한 반응을 취하지 못해 놀이가 쉽게 종결되는

모습이 찰되었다.반면 2세반에서는 “우리 엄마 놀이할까?”라는 같

은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상 방 래가 극 인 반응을 보이며 본인

이 요구받은 역할을 수행(음식을 먹는 흉내내기,함께 요리하기 등)하고,

이를 보고 다가온 래들이 더해져 상호작용이 확장되고 지속시간이 길

어졌다.즉, 아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수 은 함께 놀이하는 래그룹

의 향을 많이 받으며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래의 발달수 이 아가

참여하는 래상호작용의 수 에 향을 주고 있었다.이는 유아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래상호작용에서 상 방 래의 연령이 상호

작용 과정과 결과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권혜진·이순

형,2005;Winsler,Coverly,Weilson-Quayle,Carlton,Howell& Long,

2002)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지속시간의 반 경향을 살펴

보면 〈표 Ⅴ-7〉과 같다.상호작용 지속시간은 월령이 높을 경우 남아

와 여아 모두 더 길게 나타났다.남아의 지속시간은 18∼24개월에 21.30

(SD=11.20),25∼30개월에 26.02 (SD=20.70),31∼36개월에 44.71

(SD=21.55),37∼42개월에 54.66 (SD=21.15)이었으며,여아의 수는 18

∼24개월에 32.87(SD=22.84),25∼30개월에 39.62 (SD=31.75),31∼36개

월에 58.60 (SD=26.02),37∼42개월에 67.67 (SD=20.19)이었다.남아와

여아는 높은 월령 집단에서 상호작용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월령(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37∼42개월)과 성

별로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놀이지속

시간은 월령(F=20.856‚ df=3,213,p⟨.001)과 성별(F=8.25‚ df=1,2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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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지속시간( )

M(SD)

1세반

19∼24개월

남(n=30) 21.30(11.20)

여(n=18) 32.87(22.84)

계(n=48) 25.64(17.27)

25∼30개월

남(n=31) 26.02(20.70)

여(n-29) 39.62(31.75)

계(n=60) 32.59(27.27)

2세반

31∼36개월

남(n=17) 44.71(21.55)

여(n=25) 58.60(26.02)

계(n=42) 52.65(24.92)

37∼42개월

남(n=44) 54.56(21.15)

여(n=27) 67.67(20.19)

계(n=71) 59.88(21.62)

합계

남(n=122) 37.39(23.75)

여(n=99) 50.93(29.02)

계(n=221) 43.51(27.06)

〈표 Ⅴ-7〉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범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é

놀이지속

월령 39802.027 3 13267.342 25.308***

19∼24개월 a

25∼30개월 a

31∼36개월 b

37∼42개월 b

성 9603.287 1 9603.287 18.319**

월령*성 114.555 3 38.185 .073

오차 111660.842 213 524.229

합계 163340.569 220

〈표 Ⅴ-8〉 월령과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한 분산분석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호작용 지속

시간은 월령이 높을 때 더 높았고,남아보다 여아가 일 되게 더 높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살펴본 월령집단 간의 차이는 1세반 학 에서 함께 생

활하는 19∼24개월과 25∼30개월간과 2세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31∼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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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과 37∼42개월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반면 만 2세아면서 1세반

에서 생활하는 25∼30개월과 2세반에서 생활하는 31∼36개월 아 간에

는 집단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이는 앞서 살펴본 상호작용 참여도에서

나타난 월령집단 간 차이와 동일한 결과이다.상호작용 참여도에서와 동

일하게 월령 간의 차이가 학 구분을 기 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를 월령

에 따른 발달 차이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학 편성에 따른 래

의 향력을 반 할 필요가 있다.

2.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기질과 아-교사 계

1)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의 기질 차이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 기질에 한 반 인 경향을 살펴보

면 <표 Ⅴ-9>와 같다.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아의 기질은 요인별로 월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

났다. 아의 외향성 수는 19∼24개월 39.71 (SD=7.81)‚ 25∼30개월

40.70 (SD=9.20)‚ 31∼36개월 35.26 (SD=7.45)‚ 37∼42개월 37.59

(SD=8.32) 으로 월령에 따른 차이가 일 되지 않다.외향성 수를 성

별로 나 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는 19∼24개월(M=39.55‚ SD=8.96)부

터 37∼42개월(M=39.31‚ SD=7.90)에 이르기까지 월령구분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반면‚ 여아는 19∼24개월 40.24 (SD=6.01)‚ 25∼30

개월 41.73 (SD=8.64)‚ 31∼36개월 33.95 (SD=7.45)‚ 37∼42개월 34.56

(SD=7.90)으로 1세반과 2세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2세반의 수

가 더 낮은 경향을 보 다.교사가 평정한 2세반 여아의 외향성이 낮은

것은 2∼3세경부터 성별에 따른 놀이의 선호나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Hughes,2009).특히 이 시기 남아는 거친 신체놀이

와 같이 신체를 극 으로 움직이는 동 인 활동을 즐기는 반면 여아는

놀이에서도 업어주거나 안아주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여훈·엄정애,

2010;이숙재,2004).이 연구를 한 찰 상황에서도 1세반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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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

M(SD) M(SD) M(SD)

1세반

19∼24개월

남(n=30) 39.60(8.81) 33.74(9.37) 42.15(4.86)

여(n=18) 39.89(6.01) 33.54(8.47) 43.42(4.52)

계(n=48) 39.71(7.81) 33.66(8.96) 42.63(4.72)

25∼30개월

남(n=31) 39.73(9.73) 30.99(7.61) 44.33(7.46)

여(n=29) 41.73(8.64) 29.79(5.11) 45.86(6.26)

계(n=60) 40.70(9.20) 30.41(6.49) 45.07(6.89)

2세반

31∼36개월

남(n=17) 38.54(7.18) 36.15(7.02) 38.84(6.08)

여(n=25) 34.72(7.37) 35.00(8.08) 45.75(5.21)

계(n=42) 35.26(7.45) 35.47(7.60) 42.95(6.49)

37∼42개월

남(n=44) 39.45(8.10) 33.98(7.52) 40.96(7.34)

여(n=27) 34.56(7.90) 34.62(8.75) 47.12(4.95)

계(n=71) 37.59(8.32) 34.22(7.95) 43.31(7.16)

합계

남(n=122) 39.43(8.51) 33.46(8.04) 41.82(6.83)

여(n=99) 37.67(8.25) 33.10(7.81) 45.73(5.42)

계(n=221) 38.64(8.42) 33.30(7.93) 43.57(6.52)

〈표 Ⅴ-9〉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의 기질

놀잇감을 가지고 개별 인 탐색 주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반면 2세반의

경우 여아는 소꿉놀이를 남아는 신체놀이,블록놀이 등을 선호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따라서 2세반 교사가 여아의 외향성을 남아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것은 놀이에서 보이는 성차가 반 된 결과에 기인하는 부분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의 부정 정서성은 체 으로 19∼24개월 33.66 (SD=8.96)‚ 25

∼30개월 30.41 (SD=6.49)‚ 31∼36개월 35.47 (SD=7.60)‚ 37∼42개월

34.22 (SD=7.95)으로 높은 월령에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와 여아 모두 25∼30개월(남아=30.99,여아=29.79)과 31∼36개

월(남아=36.15,여아=35.00)사이에 부정 정서성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는 만 2세경에 부정 행동이 증함을 보고하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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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외향성

월령 657.862 3 219.287 3.250*

성별 131.347 1 131.347 1.947

월령*성별 465.204 3 155.068 2.298

오차 14371.795 213 64.473

합계 15604.058 220

부정

정서성

월령 789.763 3 263.254 4.309**

성별 11.514 1 11.514 .188

월령*성별 33.837 3 11.279 .185

오차 13013 213 61.094

합계 13820.898 220

의도 통제

월령 241.885 3 80.628 2.148

성별 801.756 1 801.756 21.359***

월령*성별 339.308 3 113.103 3.013*

오차 7995.371 213 37.537

합계 9366.090 220

〈표 Ⅴ-10〉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의 기질에 한 분산분석

(Bell& Quin,2004)를 뒷받침했다.부정 정서성의 변화 추세는 남아와

여아가 유사하지만‚ 월령에 걸쳐 여아보다 남아의 부정 정서성이

높은 수를 보 다.

의도 통제는 19∼24개월 42.63 (SD=4.72)‚ 25∼30개월 45.07

(SD=6.89)‚ 31∼36개월 42.95 (SD=6.49)‚ 37∼42개월 43.31 (SD=7.16)

으로 월령에 따른 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여아의 경우

19∼24개월 43.42 (SD=4.52)‚ 25∼30개월 45.86 (SD=6.26)‚ 31∼36개월

45.75 (SD=5.21)‚ 37∼42개월 47.12 (SD=4.95)로 높은 월령의 수가

일 되게 높았다.이는 만2세부터 의도 통제능력이 발달한다는 선행연

구(Rothbart& Bates‚ 2006)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기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0〉과 같다.외향성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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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3>월령과 성별에 따른 의도 통제 수

은 아의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50‚ 

df=3,213,p⟨.05).외향성 수는 여아의 경우,1세반 아가 2세반

아의 수가 낮게 나타났다.부정 정서성의 경우 아의 월령에 따른

차이(F=4.309‚ df=3,213,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부정 정서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 2세반에서의 수가 높았다.의도 통제는 아의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F=21.359df=1,213,p⟨.001)‚ 월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013‚ df=3,213,p⟨.05).의도 통제는

월령에 걸쳐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한 여아만이 월령이 증가하

면 의도 통제의 수가 높아졌다(그림 Ⅴ-3).이는 남아의 의도 통

제 수가 2세반에서 1세반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의도 통제가 22∼

36개월경에 안정 으로 발 한다는 선행연구(Kochanska,Murray,&

Harlan,2000;Mezzacappa,2004;Ruedaetal.,2004)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의도 인 통제는 아동이 원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화된 행동을 하

기 한 자기조 기제(Eisenberg,Smith,Sadovsky,& Spinrad,2004)인

데,이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응과 련이 있다.연구자는 이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남아가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활동 인 움직임

으로 인해 교사에게 제지를 받는 경우를 종종 찰할 수 있었다. 한

이동운동능력이 보다 안정 으로 갖추어진 2세반 남아가 1세반 남아보다

동 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교사의 주의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남아와

여아,1세반과 2세반 남아가 놀이와 일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로 인

해 교사는 여아를 남아보다,1세반 남아가 2세반 남아보다 더 교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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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월령 성별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 총

M(SD) M(SD) M(SD) M(SD)

1세반

19∼24개월

남(n=30) 40.97(5.99) 22.95(5.86) 11.55(3.10) 108.25(9.35)

여(n=18) 43.05(6.73) 22.55(4.46) 13.00(4.42) 108.88(9.07)

계(n=48) 41.73(5.59) 22.80(5.33) 12.09(3.66) 108.49(9.15)

25∼30개월

남(n=31) 41.64(6.73) 23.35(6.46) 11.93(3.27) 108.59(10.01)

여(n-29) 44.10(5.56) 21.74(5.51) 12.14(3.70) 112.22(9.05)

계(n=60) 42.85(6.26) 22.56(6.01) 12.03(3.46) 110.35(9.66)

2세반

31∼36개월

남(n=17) 42.85(4.75) 27.68(7.75) 11.17(5.24) 105.33(13.71)

여(n=25) 44.89(4.50) 22.36(6.54) 12.45(3.57) 111.47(12.41)

계(n=42) 44.03(4.66) 24.60(7.47) 11.88(4.39) 110.08(13.15)

37∼42개월

남(n=44) 43.18(5.32) 22.58(7.08) 10.60(3.30) 107.99(13.15)

여(n=27) 44.86(4.23) 22.38(6.45) 10.61(3.87) 112.15(10.58)

계(n=71) 43.83(4.97) 22.50(6.80) 10.61(3.51) 109.57(12.32)

합계

남(n=122) 42.20(5.81) 23.56(6.86) 11.25(3.59) 107.83(11.54)

여(n=99) 44.31(4.79) 22.21(5.80) 11.92(3.90) 111.40(10.33)

계(n=221) 43.14(5.47) 22.96(6.43) 11.55(3.74) 109.43(11.13)

〈표 Ⅴ-11〉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교사 계

도나 어린이집 규칙에 응 이라고 인식하고 따라서 의도 통제를 보

다 높게 평정할 가능성이 있다.

2)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교사 계 차이

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11〉과 같다. 아가 교사에게 나타내는 친

감,갈등,의존성에 해 교사가 평정한 결과를 종합한 수인 아-

교사 계 수는 월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먼 아

-교사 계의 범주별 수를 살펴보면,친 계 수는 19∼24개월

41.73 (SD=5.59)‚ 25∼30개월 42.85 (SD=6.26)‚ 31∼36개월 44.03

(SD=4.66)‚ 37∼42개월 43.83 (SD=4.97)으로 높은 월령의 수가 높았

다. 한 월령에 걸쳐서 남아보다 여아가 높았으며 월령이 높아지면

교사와의 친 계 수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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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월령 159.574 3 53.191 .431

성별 674.847 1 674.847 5.469**

월령*성별 169.805 3 56.602 .459

오차 26284.888 213 123.403

합계 27261.417 220

〈표 Ⅴ-12〉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교사 계에 한 분산분석

아와 교사의 갈등 계 수를 살펴보면 19∼24개월 22.80

(SD=5.33)‚ 25∼30개월 22.56 (SD=6.01)‚ 31∼36개월 24.60 (SD=.7.47)‚ 

37∼42개월에 22.50 (SD=6.80)이었다.갈등 계 수는 25∼30개월과 31

∼36개월 사이에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성별로 나 어 살펴본 경우에도

동일했다.의존 계를 살펴보면 19∼24개월 12.09 (SD=3.66)‚ 25∼30개

월 12.03 (SD=3.46)‚ 31∼36개월 11.88 (SD=4.39)‚ 37∼42개월 10.61

(SD=3.51)로 월령이 높아지면 의존 계 수는 낮아진다.성별에 따른

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19∼24개월에는 여아(M=13.00‚ SD=4.42)가

남아(M=11.55‚ SD=3.10)보다 높았으나 월령이 증가하면서 차 낮게 나

타나 37∼42개월에는 남아(M=10.60‚ SD=3.30)와 여아(M=10.61‚ 

SD=3.87)의 수가 비슷하 다.

Pianta(2001)의 교사 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에서 제시하는 방법(STRSTotalscoreformula)에 따라 계산된

아-교사 계 총 은 19∼24개월 108.49(SD=9.15)‚ 25∼30개월 110.35

(SD=9.66)‚ 31∼36개월 110.08 (SD=13.15)‚ 37∼42개월 109.57

(SD=12.32)으로 월령변화와 수의 차이가 일 되지 않았다.성별에 따

라 살펴보면‚ 월령에 걸쳐서 남아의 수는 여아의 수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남아들이 높은 부정 정서성과 자아 심성을 보

이는 반면 조 과 통제 능력은 아직 미숙해서 양육자와 갈등 인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며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권연희,

2011)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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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아-교사 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

여 아-교사 계 총 을 종속변수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아-교사의 계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F=5.469,df=1,

213,p<.01)만 나타났다.이는 일반 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와 정

인 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Harmer& Pianta,

2001)와 일치했다.

3. 아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앞서 살펴본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에서 래상호작용 시도와 참여

도,지속시간의 월령에 따른 차이는 19∼30개월과 31∼42개월로 구분되

었다. 한 래상호작용의 찰이 어린이집 학 별 보육실에서 이루어

지게 되어 아가 상호작용하는 래 그룹 한 1세반인 19∼30개월과 2

세반인 31∼42개월로 구분되었다.앞에서 밝 진 19∼30개월과 31∼42개

월로 구분되는 래상호작용에서의 발달 차이와 찰 환경 차이를 고려

하여 학 별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하 다.

1)1세반 래상호작용에 아 기질 아-교사 계가 미치는 향

이 연구에서 1세반은 찰당시 19∼30개월의 아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래상호작용 역시 해당 개월의 아들과 이루

어졌다.즉,1세반은 19∼30개월 아의 래상호작용 수라는 의미 외

에 해당 개월 아들과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결과의 제시는 아 기질과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 하 요인간의

상 계를 먼 살펴보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을 아-교사 계가 매개하는 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 과정에 따라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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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아

기질

1.외향성 1

2.부정 정서성 -.252** 1

3.의도 통제 .087 -.049 1

4. 아-교사 계 .171 -.232* .492** 1

래

상호

작용

5.시도 .669** -.209* .282** .439** 1

6.참여도 .610** -.173 .319** .333** .875** 1

7.지속시간 .168 -.100 .358** .262** .395** .597**

〈표Ⅴ-13〉1세반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과의 상 계

(1)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3>과 같다. 아-교사 계 수

는 아의 부정 정서성과 유의한 부 계가 있는 것으로(r=-.232,

p<.05), 아의 의도 통제와는 유의한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492,p<.01). 아의 기질 특성인 외향성(r=.669,p<.01),부정

정서성(r=-.09,p<.05),의도 통제(r=.282,p<.01)는 모두 아의 래상

호작용 시도와 유의한 계가 있었으며, 아-교사 계성 역시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와 정 인 상 을 보 다(r=.439,p<.05).상호작용 참

여도와 기질특성인 외향성(r=.610,p<.01)과 의도 통제(r=.319,p<.01)

는 정 련이 있었으며 아-교사 계 역시 유의한 정 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333,p<.01). 아의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은 기

질 특성 의도 통제(r=.358,p<.01)와 정 련이 있었으며, 아-

교사 계와도 유의한 정 련이 나타났다(r=.26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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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상호작용의 구성요소별 상 을 살펴보면, 아의 래상호작용 시

도는 참여도,지속시간과 정 인 상 이 있었다.특히 참여도와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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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시도

B β R2 F

외향성 .351 .657*** .471 46.679***

부정 정서성 -.115 -.195* .080 4.561**

의도 통제 .194 .259** .108 6.329**

〈표 Ⅴ-14〉 아의 기질이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

(r=.875,p<.01)을 보 다.참여도와 지속시간 역시 유의한 상 이 나

타났다(r=.597,p<.01). 래상호작용 하 요인인 시도,참여도,지속시간

이 상호간에 유의한 상 을 보이는 것은 각 요인들이 아의 래상호작

용이라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2)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

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한 아의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

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4>와 같

았다. 아의 외향성(β=.647,p<.001)과 의도 통제(β=.259,p<.01)는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 아의 부정 정서

성은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195,p<.01).이는 기질 에서 높은 활동수 과 근성을 보이는

유아들이 래와 보다 잘 어울리며(Billman & McDevitt, 1980;

Parker-Cohen& Bell,1988),집 하고 정서를 조 하는 능력이 높을수

록 정 래행동을 많이 보이며(한희정,2005;Paget,Nagle &

Matin,1984),부정 인 정서성은 래와의 상호작용 시 공격 이고

인 행동과 정 상 을 보인다(최인숙 & 이강이,2010;Rubin,Hymel,

Mills& Rose-Krasnor,1991)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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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사 계

B β R2 F

외향성 .178 .161 .044 2.392

부정 정서성 -.270 -.223* .067 3.787*

의도 통제 .745 .483** .247 17.193***

〈표 Ⅴ-15〉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

②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

아-교사 계에 한 아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

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Ⅴ-15>와 같았다. 아

의 부정 정서성은 아-교사 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223,p<.05). 아의 의도 통제는 아-교사 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83,p<.001). 아의 외

향성은 아-교사 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의 부정 정서성은 아-교사 계를 6.7%, 아의 의도 통

제는 아-교사 계를 2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아의 부

정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교사 계 수는 낮았으며 아의 의도

통제가 높을수록 아-교사 계 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공

격성이나 축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교사는 높은 갈등과 낮은 친 계

를 보이며(Ladd,Birch& Buhs,1999)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학 의

규칙을 잘 지키는 아동을 그 지 않은 아동보다 교사가 정 으로 지각

(Saft& Pianta,2001)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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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에서 아의 부정 정서성과 의도 통제는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첫 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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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

아의 기질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

하는 부정 정서성과 의도 통제가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각각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먼 부정 정서성과 아-교사 계가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력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

하 다.그 결과,분산팽창계수(VIF)는 1.072 으로 10보다 하게 작

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Durbin-Watson계수도

1.974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

본 가정을 만족했다.

회귀분석 결과인 <표 Ⅴ-16>를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아의 부정 정서성의 향력이 나타났으나

(β=-.195,p<.05),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아의 부정 정서성의 향력이 사라진 것으

로 나타났다. 아의 부정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95,p<.001). 아의 상호작용 시도

에 한 설명력은 부정 정서성만 투입된 경우 8%에서 아-교사 계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22.5%로 향상되었다.이는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에서 완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며,종속변인에 한 독

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

과이다.즉 아-교사 계가 아의 부정 정서성과 아의 래상호

작용 시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크기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아의 부정 정서성과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간의 계에서

유희미한 완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Z=-2.09,p<.05).

다음으로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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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호작용 시도

Step1 Step2

B β B β

부정 정서성 -.115 -.195* -.063 -.107

교사 계 .192 .395***

R2 .080 .225

F 4.561** 10.081***

의도 통제 .194 .259** .055 .073

교사 계 .187 .384***

R2 .108 .218

F 6.329** 9.691***

〈표 Ⅴ-16〉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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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매개효과를 검정하 다.이를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계수(VIF)는 1.327

으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rbin-Watson계수도 1.987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

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인 <표 Ⅴ-14>를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나타났으나(β

=.259,p<.01),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

상호작용 시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

타났다. 아의 의도 통제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84,p<.001). 아의 상호작용 시도에

한 설명력은 의도 통제만 투입된 경우 10.8%에서 아-교사 계 변

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21.8%로 향상되었다.이는 Baron& Kenny의 매

개효과 검정에서 완 매개효과 검증을 충족하는 결과이다.즉 아-교

사 계가 아의 의도 통제와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 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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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크기

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아의 부정

정서성과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완 매개변

인임이 검증되었다(Z=3.779,p<.001).

(2)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한 아의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17>과 같다.상호작용 참여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기질요소는 외

향성(β=.595,p<.001)과 의도 통제(β=.290,p<.001)이며 아의 외향성

과 의도 통제는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상호작용 참여도

B β R2 F

외향성 .818 .595*** .410 36.540***

부정 정서성 -.236 -.157 .083 4.779

의도 통제 .560 .290*** .142 8.678***

〈표 Ⅴ-17〉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p<.001

②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계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Baron& Kenny

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해서는 독립변인인 기질특성이 종속변수

인 참여도에 향을 미쳐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표 Ⅴ

-17>에서와 같이 외향성과 의도 통제가 이에 해당한다.매개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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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Step1 Step2

B β B β

의도 통제 .560 .290** .358 .186

교사 계 .271 .217*

R2 .142 .177

F 8.678*** 7.473**

〈표 Ⅴ-18〉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증을 한 두 번째 조건은 독립변인인 기질특성(외향성,의도 통제)이

매개변인인 아-교사 계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이는 앞서

〈표 Ⅴ-15〉에서 아의 부정 정서성이 아-교사 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β=-.223,p<.05), 아의 의도 통제는 아-

교사 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83,

p<.001).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한 Baron& Kenny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변인은 의도 통제이다.의도 통제가 래상호작용 참

여도에 향을 때 아-교사 계가 이를 매개하는지에 한 검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아의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도

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 다.

그 결과,분산팽창계수(VIF)는 1.328 으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rbin-Watsom계수도

1.638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

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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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8>을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

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나타났으나(β=.290,p<.01),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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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의도 통제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17,p<.05). 아의 상호작용 참여도에 한 설명력

은 의도 통제만 투입된 경우 14.2%에서 아-교사 계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7.7%로 향상되었다.이는 완 매개효과 검증을 충족하는

결과이다.즉 아-교사 계가 아의 의도 통제와 아의 래상호

작용 참여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크기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의 부정 정서성과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완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Z=2.15,p<.05).

(3)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아의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한 아의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19>와 같다.상호작용 지속시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기질요소는

의도 통제(β=.305,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래상호작용 지속시간

B β R2 F

외향성 .047 .174 .127 7.430

부정 정서성 -.024 -.078 .103 5.856

의도 통제 .115 .305*** .188 11.813***

〈표 Ⅴ-19〉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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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지속시간

Step1 Step2

B β B β

의도 통제 .115 .305*** .099 .262*

교사 계 .022 .088

R2 .188 .194

F 11.813*** 8.094***

〈표Ⅴ-20〉 아의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지속시간에미치는 향

② 아의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지속시간에미치는 향

아의 기질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

하는 의도 통제가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검증을 한 두 번째 조건은 독립변인인 기질특성

(의도 통제)이 매개변인인 아-교사 계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

다.이는 앞서 〈표 Ⅴ-15〉에서 아의 부정 정서성이 아-교사

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β=-.223,p<.05), 아의 의도

통제는 아-교사 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83,p<.001).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변인은 참여도와 동일하게 의도 통제이다.의도 통제가 놀이지

속시간에 향을 때 아-교사 계가 이를 매개하는지에 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의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349 으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rbin-Watsom계수도 1.547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

한다고 볼 수 있다.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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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을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나타났다(β=.305p<.001).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도 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은 여 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β=.262p<.05).하지만,

아의 의도 통제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따라서 지속시간의 경우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1세반 래상호작용에서 아 기질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래상호작용의 하 요소

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의 경우

아의 부정 정서성과 의도 통제가 미치는 향을 아-교사 계가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경우

아의 의도 통제가 미치는 향을 아-교사 계가 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의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의 경우 아의 의도 통

제가 유의한 향변인이나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1세반 아들의 래상호작용에서 의도 통제의 효과가 일 되게 나

타나는 것은 의도 통제가 19∼30개월 아의 행동에 향을 끼치는 주

요한 개인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의도 통제는 6∼12

개월 사이에 억제통제의 발달이 나타나고(Putnam etal.,2006),19개월

무렵에 부분 으로 조 더 성숙해지다 22∼36개월까지 훨씬 더 발 하

는 양상을 보인다(Kochanska& Murray& Harlan,2000).1세반 19∼30

개월 아들이 의도 통제 능력이 아직 다소 불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미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서 래상호작용 시도,참여도와 달리 아-

교사 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1세반의 경우 래와의 사

회 행동의 교환 즉 래 상호작용이 원활이 이루어져 지속시간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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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6).상호작용 지속

시간의 경우 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

에 반복 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므로 지속시간을 측정한 횟수가

많을수록 상호작용 지속에 향을 수 있는 주변 요인들이 통제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상호작용 지속시간이 측정된 횟수가 1∼2회에

머무르는 경우,상호작용 상 래나 상황 특수성이 지속시간 수에

그 로 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세반 아들의 경우 찰시간 동안

상호작용 지속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횟수가 었고 이로 인해 연구에서

사용한 지속시간이 아의 래상호작용 특성을 충분히 반 하는데 한계

가 있었음을 상해볼 수 있다.

2)2세반 래상호작용에 아 기질 아-교사 계가 미치는 향

이 연구에서 2세반은 찰당시 31∼42개월의 아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래상호작용 역시 해당 개월의 아 간에만

이루어졌다.즉,2세반은 31∼42개월 아의 래상호작용 수라는 의미

외에 해당 개월 아들과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결과의 제시는 아 기질과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 하 요인간의

상 계를 먼 살펴보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을 아-교사 계가 매개하는 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 과정에 따라 이

루어졌다.

1)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21>과 같다. 아-교사 계는

아의 부정 정서(r=-.521,p<.01),의도 통제(r=.506,p<.01)와는 유

의한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에서

6)1세반 남아의 경우 상호작용 지속시간이 측정될 수 있는 소극 교류이상의

참여도를 보인 빈도는 체의 30%에 미치지 못하 다<표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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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아

기질

1.외향성 1

2.부정 정서성 .059 1

3.의도 통제 -.152 .069 1

4. 아-교사 계 .067 -.521** .506** 1

래

상호

작용

5.시도 .179 .053 .042 .079 1

6.참여도 .103 -.157 .340** .338** .527** 1

7.지속시간 .192* -.184* .356** .361** .419** .624**

〈표 Ⅴ-21〉 2세반 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과의 상 계

참여도는 기질 특성 의도 통제(r=.340,p<.01)와 정 련이 있었

으며 지속시간은 기질 특성인 외향성(r=.192,p<.05),부정 정서

(r=-.184,p<.05),의도 통제(r=.356p<.01)모두와 유의한 상 을 보

다. 아-교사 계는 참여도(r=.338,p<.01)과 지속시간(r=.361p<.01)

모두와 정 인 련이 나타났다. 래상호작용의 구성요소별 상 을 살

펴보면,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래상호작용 참여와 정 인 상

이 있었다.참여의 하 요인인 참여도(r=.338,p<.01),놀이지속시간

(r=.361,p<.01)과 계가 있었으며,참여의 하 요인인 참여도와 놀이지

속시간 간에도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r=.624,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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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1세반과 달리 2세반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아의 기질과 유의미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상호작용 시도

가 어린 연령의 아들에게는 타인에 한 심이나 근성에서의 차이

를 나타내는 사회 능력에 한 지표가 되지만,연령이 증가할수록 일

방 인 시도가 발달 으로 갖는 의미기 축소된다는 선행연구(Honig&

Tompson,1993)에 비추어볼 때,평균월령이 36개월인 만 2세반 아이들

의 래상호작용 능력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반면,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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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B β R2 F

외향성 .531 .164 .053 3.072

부정 정서성 -.527 -.159 .053 3.108

의도 통제 1.320 .352*** .116 7.235***

〈표 Ⅴ-22〉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시간의 경우 1세반의 경우 기질요소 의도 통제와의 련성만 유의

하게 나타났지만 2세반은 외향성,부정 정서성,의도 통제 모두와 정

인 상 이 나타났다.이는 만2세 이후 아 래상호작용의 수 이 높

아지는데 비례하여 상호작용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Feise,1990)와 일치하는 부분으로,2세반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고려

할 때 지속시간은 시도보다 상호작용 수 을 가늠하게 하는 의미 있는

지표라 해석할 수 있다.

2세반을 상으로 찰한 결과에서는 아의 래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주요 변수인 래상호작용 시도가 아 기질과 련성이 낮고 아 기질

의 향력 한 유의미하지 않았다.따라서 아 기질과 아-교사 계

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이후의 분석에서 래

상호작용 시도는 제외되었다.

2)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① 아의 기질이 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아의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한 아의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22>와 같다. 래상호작용 참여의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참여도에는

기질 특성 의도 통제(β=.352,p<.001)만이 향을 끼쳤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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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사 계

B β R2 F

외향성 .204 .129 .049 2.808

부정 정서성 -.705 -.523*** .292 22.687***

의도 통제 .966 .529*** .258 19.132***

〈표 Ⅴ-23〉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

②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

아-교사 계에 한 아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

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Ⅴ-23>과 같이 아의

부정 정서성은 아-교사 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β=-.523,p<.001), 아의 의도 통제는 아-교사 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29,p<.001). 아의 외향성은 아-

교사 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부

정 정서성은 아-교사 계를 29.2%, 아의 의도 통제는 아-교

사 계를 2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아의 부정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교사 계 수는 낮았으며 아의 의도 통제가 높을수

록 아-교사 계 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에서 아

의 부정 정서성과 의도 통제는 Baron&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는 조건을 충족한다.

***p<.001

③ 아의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참여도에미치는 향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계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Baron& Kenny

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해서는 독립변인인 기질특성이 종속변수

에 향을 미쳐아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표 Ⅴ-23>에서와

같이 의도 통제가 이에 해당한다.의도 통제는 매개효과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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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Step1 Step2

B β B β

의도 통제 1.242 .375** .795 .212

교사 계 .462 .225*

R2 .116 .154

F 7.235*** 6.606***

〈표Ⅴ-24〉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미치는 향

한 두 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는

조건 역시 충족한다.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

는 독립변인은 의도 통제이다.의도 통제가 래상호작용 참여도에

향을 때 아-교사 계가 이를 매개하는지에 한 검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아의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아의 참여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

산팽창계수(VIF)는 1.348 으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rbin-Watsom계수도 1.294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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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4>를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참여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나타났으나(β=.375p<.01),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는 아의 참여도에 한 아의 의도 통

제의 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의도 통제변인을 통제

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225,p<.05). 아의 상호작용 참여도에 한 설명력은 의도

통제만 투입된 경우 11.6%에서 아-교사 계 변인이 추가 투입된



-76-

경우 15.4%로 향상되었다.이는 Baron&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에서

완 매개효과 검증을 충족하는 결과이다.즉 아-교사 계가 아의

의도 통제와 아의 참여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크기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아의 부정 정서성과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완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Z=2.06,

p<.05).

(3)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①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아의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한 아의 기질의 향을 알아보기

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Ⅴ-25>

와 같다.상호작용 지속시간에 향을 주는 기질은 의도 통제(β=.287

p<.001)로 아의 의도 통제가 높을수록 아는 래상호작용을 오랫

동안 지속했다.

상호작용 지속시간

B β R2 F

외향성 .090 .027 .101 6.579

부정 정서성 -.052 -.168 .109 6.695

의도 통제 .100 .287** .146 9.428***

〈표 Ⅴ-25〉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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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아의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지속시간에미치는 향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계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검증

을 실시하기 해서는 독립변인인 기질특성이 종속변수에 향을 미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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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지속시간

Step1 Step2

B β B β

의도 통제 .100 .287** .066 .190

교사 계 .062 .273**

R2 .146 .212

F 9.428*** 9.773***

〈표 Ⅴ-26〉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표 Ⅴ-25>에서와 같이 의도 통제

가 이에 해당한다.의도 통제는 매개효과 검증을 한 두 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는 조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변인은 의도

통제이다.

아의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가 상호작용 지속시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386 으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rbin-Watsom계수도 1.316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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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6>을 살펴보면,1단계 분석에서는 지속시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이 나타났으나(β=.287p<.01), 아-교사 계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는 지속시간에 한 아의 의도 통제의 향력

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의도 통제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교사 계의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3,p<.01).지속시

간에 한 설명력은 의도 통제만 투입된 경우 14.6%에서 아-교사

계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21.2%로 향상되었다.이는 Ba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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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의 매개효과 검정에서 완 매개효과 검증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즉 아-교사 계가 아의 의도 통제와 아의 놀이지속시간 간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매개효

과 크기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아의

의도 통제와 지속시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완 매개변인임이 검증되

었다(Z=2.81,p<.01).

2세반 래상호작용에서 아 기질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래상호작용의 하 요소

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의 경우

아의 기질의 향이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아

의 래상호작용 참여도의 경우 아의 의도 통제가 미치는 향을

아-교사 계가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래상호작용 지

속시간의 경우에도 아의 의도 통제가 미치는 향을 아-교사

계가 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반 아들의 의도 통제는 래상호작용 참여도,지속시간에 향

을 미치는 기질요소로 나타났다.이는 의도 통제가 31∼42개월 아의

행동에 향을 끼치는 주요한 개인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선행연구에서 의도 통제는 만 2세 시기부터 격하게 발달하며 만

4세경에 안정 인 기질 특성을 자리 잡는다고 밝혔으나(Kochanska&

Murray& Harlan,2000),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도 통제가 아의

행동에 미치는 향은 만 2세 후부터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의도

통제의 향력은 아-교사 계에서도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기

질이 아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아-교사 계가 매개하는

가를 살펴본 결과 기질 요소 의도 통제만이 아-교사 계와

련하여 아- 래상호작용에 향을 주었다.이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향을 유아-교사 계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선희,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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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

하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제시한다.

1.결론 논의

아들의 생활공간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확장되며 래와의 계

를 경험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아가 경험하

는 래상호작용의 양상 발달 경향성, 련 변인들이 래상호작용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심을 가졌다.최근 아의 래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기존의 연구들은 아의 발달

특성을 반 하지 못한 채 아의 행동을 유아들을 상으로 이루어졌

던 정 부정 혹은 바람직한 행동 문제행동의 이분법 인 입

장으로 근하고 있다.기존 연구들과 차별 으로 이 연구는 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찰되는 개별 아의 사회 동기와 여의 정도에 주목

하 다.사회 동기는 아가 래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의 빈도로,

여의 정도는 아가 놀이를 하며 래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정도

와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시간으로 측정하 다. 한 이 연구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을 밝히

는데서 나아가 개인내 요인인 기질이 아의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환경 요인인 아-교사 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16개 직장어린이집 1세반과

2세반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 19∼42개월 아 221명과 이들의 담임교사

55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은 어린이집

1세반과 2세반 아들을 상으로,어린이집 오 일과 내 자유놀이 시간

동안 찰되는 래상호작용 행동을 아별로 5분씩 4회 총 2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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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 다. 래상호작용 련 변인인 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는 찰 아의 담임교사가 설문지에 응답하 다.수집된 자

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시도와 참여도,지속시간으로 살펴본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

을 통해 아기 래상호작용의 내용 특성이 드러난다. 아는 래

에 한 심을 다가가거나 만지는 등의 신체 , 래가 하는 놀이

에 한 흥미 드러내기,소리나 언어로 주의 끌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 한다. 아가 시도하는 방식 가운데 래의 놀잇감을 가져가는 등의

행동은 래의 놀이를 방해 혹은 단시키거나 래를 잡아끄는 등의 행

동은 래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여 래와의 갈등상황이 유발되는 경

우도 종종 찰되었다. 아가 래에게 보인 사회 심이 표 방식

에 따라 성공 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

었으나 이제 막 래 집단 속에서 사회화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있어

시도와 경험 자체에 발달 인 의미와 가치를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Vaughnetal.2003).이 연구에서는 아의 특정 행동을 정 혹은 부

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래에 한 심

즉 사회 동기를 나타내는 공통 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 다.

이에 따라 아의 사회 행동을 그 방식이나 결과에 따라 구분하지 않

고 평정한 상호작용 시도는 상호작용 참여도,지속시간 등 아의 상호

작용 능력과 련된 다른 변수와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한 월령이

높아지면서 상호작용 방식에서 말하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갈등

을 유발하는 행동들은 이에 반비례하여 감소하 는데 이 역시 아의 특

정행동을 발달 제약으로 인한 사회 기술의 미성숙(Williamsetal.,

2010)으로 이해해야 함을 반증한다.

이 연구는 아가 실제 경험하는 래상호작용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의 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7) 재 아의

7)2014년 기 우리나라 1세 아의 66%,2세 아의 85%가 어린이집을

이용(보건복지통계연보,2014)



-81-

래상호작용은 특정 래가 아닌 다수의 래집단 내에서 자발 이고

선택 으로 이루어진다. 래 을 구성하고 특정 놀잇감 혹은 놀이상황

을 제시하여 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실험연구와 달리 아가 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실제인 보육실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자연 찰은

아의 생활에 있어서 래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제시한다.보육실에서

찰된 아의 래상호작용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해진 시

간 동안의 찰에서 래상호작용 빈도와 지속시간은 아가 래와 함

께 하지 않는 상황이나 시간에 비해 상 으로 게 나타나며 상호작용

수 에서도 극 인 교류가 소극 교류에 비해 상 으로 게 나타

난다.이러한 결과는 비록 아가 래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기

는 앞당겨졌으나, 아기는 반복 인 탐색을 통해 자신(self)과 주변 환

경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이며 혼자놀이와 병행

놀이는 아의 이러한 발달 특성이 반 된 표 인 놀이형태임을

(Howes& Tonyan,2000)환기시킨다.

둘째, 아의 래상호작용 양상은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높은 월

령의 아는 래와의 상호작용을 더 자주 시도하며 더 높은 교류수 의

상호작용을 더 오래 유지한다.이는 월령에 따른 발달이 래상호작용에

반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 연구에서 월령의 증가에 따라 아의

상호작용 시도방식에서 언어 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과 갈등 상호작용을 발할 수 있는 놀잇감 가져가기 등의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의 인지·언어 발달이 사회 기

술,사회 유능감 같은 사회성 발달을 견인하고 있음을 지지한다(Berk,

2006).

아 래상호작용에서 월령에 따른 차이는 상호작용을 찰한 맥락

이었던 1세반(19∼30개월)과 2세반(31∼42개월)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나

타났다.반면,이 연구에서 아의 래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기질요인인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경우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래상호작용에서 나타난 25∼

30개월 아와 31∼36개월 아간의 차이가 30개월을 기 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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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편성의 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이는 유아를 상으로 래 혹

은 래집단의 연령구성을 다양화하여 상호작용 차이를 찰한 선행연구

에서 발달수 이 높은 래와 함께 있을 때 유아가 보다 유능해진다는

연구결과(권혜진·이순형,2005;Winsleretal.,2002)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아가 래집단의 월령에 따라 래상호작용에

서 보이는 행동이 달라지는가에 한 후속연구를 통해 래상호작용에

있어서 조 더 역량 있는 래가 부모나 성인양육자처럼 아의 사회

기술을 증진시키고 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의 래상호작용에는 개인 요인인 아의 기질과 환경

요인인 아-교사 계가 모두 향을 미친다.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아의 기질요소는 월령에 따라 차이를 보 다.어린 월령(19∼30개월)

아는 기질의 모든 측면이 래상호작용과 련이 있는 반면 31개월 이

후 아는 의도 통제만이 래상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기질

변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생애 기에 아가 타고난 기질 특성이 행동

에 그 로 반 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Rothbart,2011). 아는 월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기질 특성을 환경에 보다 응 인 방식으로 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상의 변화가 반 되어 행동에 한 기질의 향

력이 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특히 래상호작용 행동에 있어

서 월령 증가와 함께 외향성과 부정 정서성의 향력은 사라지고 의도

통제 능력이 미치는 향이 커지는 것은 조 기제로서의 특성을

기질 요소인 의도 통제 능력이 발달하며 반응 기제인 외향성이나 부

정 정서성이 아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율하고 있음(Rothbartet

al.1994)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환경 요인인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는 아의 래상호작용

에 향을 다. 아-교사 계와 아의 행동은 상호간에 향을 주며

발 하며 정 인 발달 결과와 연결되는 순환의 에서 이해할 수

있다.교사와의 정 인 계 속에서 아는 교실 내에서 정서 인 안

정감을 느끼고,이는 극 인 탐색과 참여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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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정 인 모델링, 정 강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 아의 정

인 행동은 다시 교사의 주의를 끌고 지원과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O’Connoretal.,2011;Piantaetal.,2002).

넷째‚ 래상호작용에 한 아 기질의 향을 아-교사 계가 완

히 매개한다.이는 개인내 요인인 아의 기질이 환경 요인인 교

사가 지각하는 아-교사 계를 통해서 래상호작용에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에 해 교

사가 아-교사 계를 보다 부정 으로 지각하고 이는 곧 아의 래

상호작용에 향을 끼쳤다.부정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공격 인 행동

을 하는 빈도가 높아 래와의 계에서 거부되거나 문제시되며,이는

다시 교사와의 계에 향을 주게 된다(Dodgeetal,1994).반면 의도

통제능력은 아동이 주의집 을 잘 하고 충동 인 행동과 부정 인 정

서를 조 하는 것과 련되어 사회 유능감과 련된 표 인 요소이

자,집단 보육환경에서 요구되는 응 인 행동과 련이 있다.의도

통제능력이 좋은 아동은 교사에게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받고 친 한

계를 맺는다(권연희,22012;Baumeisteretal.2007.)

아-교사 계가 아의 기질이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완

히 매개한다는 결과는 아의 발달에 있어서 아의 기질 약 을 환경

요인인 아-교사 계가 보완하는 것이 요함을 의미한다.즉,

아의 기질과 부정 정서성이 높거나 의도 통제가 잘 발달하지 못한

아일지라도 교사와 정 인 계를 맺는다면 바람직한 래상호작용

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잘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곧 아의

기질이 아-교사 계에 미치는 향을 변화시키거나 조 할 수 있는

변인에 한 심을 환기시킨다. 아-교사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교사의 개인 인 특성과 아와의 상호작용 실제, 아와 교사를 둘

러싼 외부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8).먼 아-교사 계의

8)Myers와 Pianta(2008)은 발달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아와 교사의 계

는 a) 계를 둘러싼 체계들의 외부 인 향을 받으며 b) 계에 포함된 개인들

의 개인내 요인에 향을 받으며 c) 계에 포함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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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교사의 개인 인 특성과 능력에 상당부분 좌우된다(Sabol&

Piante,2012). 아와의 계의 질을 높이고 아의 정 인 발달을 도

모하도록 변할 수 있는 교사의 특성에 심을 가져야 한다.선행연구는

유아의 감정표 과 심리 요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통찰하여 수용

이고 일 인 반응을 하는 교사의 문 능력인 민감성(Easterbrooks

& Biringen,2000;2005;Gerber,Whitebook&Weinstein,2007)을 부모

애착과 교사 계를 조 하는 변인(Buyse,Verschueren & Doumen,

2011)으로 보고하고 있다.부모와의 애착이 안정 이지 못하더라도 민감

성이 높은 교사를 만나면 교사와의 친 한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

구결과는 기질 인 약 을 가진 아라 하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교사를

만났을 경우 교사와 보다 정 인 계형성이 가능하리란 추론을 가능

한다.향후 어떠한 교사의 특성이 아 교사 계에 향을 끼치는

아의 기질 인 약 을 보완해 수 있는지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요

구된다.

한, 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실제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이

는 교사가 장에 직 용할 수 있도록 일반 인 지식을 달하기보다

상호작용 실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별 인 맥락과 경험에 맞는 기술제

공 지원에 을 맞추어야 한다(Sheridan,Edwards,MarvinKnoche,

2009).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교사와의 계가 아동의 응과 발달에

미치는 결정 인 향들을 고려하여,교사와 아동이 일 일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교육 로그램을 구성(Driscoll& Pianta,2010)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학 로그램(Lyon & Gershenson,

Farahmand,Thaxter,Behling& Budd,2009), 비교사를 한 계

심 상호작용 로그램(Rimm-Kaufman,Voorhees,Snell& LaParo,

2003)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교사의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은 웹을 기반으로 한 코칭 로그램으로 발 하고 있으며,다양한

상황에서 직 은 교사-아동 상호작용 자료를 교사와 컨설턴트가 함

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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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평가하면서 이에 한 피드백을 받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9).

아-교사 계는 이들을 둘러싼 외부 체계의 향을 받는다.이기

(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도,직무스트 스,보육

신념이 아-교사 계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교사

에 한 사회 인식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직업 인 소명

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 인 한계가 있다.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지

를 가지고 직무에 만족을 느끼도록 돕는 것은 아-교사 계를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교사 계의 질은 아와 교사의 개별 인 상호작용의 질과 양

에 비례한다.이와 련한 요한 환경요인은 교사 아동비율이다.

아보육에서 강조하는 개별 이고 민감한 양육은 교사에게 물리 ,정서

여유가 허락될 때 가능하다.한 명의 교사가 5∼7명 아를 돌보는

실에서 교사에게 개별 아의 기질 특성을 수용하는 온정 인 양육

과 개별 아와 상호작용을 한 충분한 시간을 갖길 요구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이런 상황에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탄력 보육’10)제도는 보육

의 질을 개선하려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아-교사 계의 아의 발

달에 미치는 향을 강조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해 주의하고 환기하는 실증 자료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9) 표 인 웹기반 교사 문성 발달 시스템으로 MyTeachingPartner가 있다.미국

버지니아 학에서 운 하며,개별화된 코칭과정

(http://cury.virginiia.edu/research/centers/castl.mtp)을 운 하고 있다.

10)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담당지역의 보육환

경,어린이집 운 여건 등을 고려해 총 정원의 범 내에서 지방보육정책회의

심의를 받아 아동수를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이에 따르면 행

교사 1명당 원아 비율이 만 1세는 5명,만 2세는 7명,만 3세는 15명,만 4세 이

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만 1세는 6명,만 2세는 9명,만 3세는 18명,

만 4세는 23명까지 교사 1명당 원아 숫자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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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의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의의와 방법론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보육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의 래상호작용을 자연

찰함으로서 아의 일상 래상호작용 경험에 한 심을 환기하

다.

둘째 이 연구는 아가 래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을 정 ‚ 부

정 으로 평정하지 않고, 아의 발달 맥락을 고려한 찰규 으로

아 래상호작용의 양상을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이 연구는 아-교사 계가 아의 기질과 아의 래상호작

용능력을 매개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규명함으로서 보육 장에 시사 을

주고 있다. 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타고난 생물학 요인과 외부경험으

로 주어지는 환경 요인이 모두 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특히 어린 시기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교사의

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아기 양육자의 역할에

한 요성을 새삼 확인해주는 결과이다.이 연구가 보육 장에서 아의

기질 특성에 한 이해,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등에 한 교사교육

과 련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기에 보 던 래와의 상호작용의 양상들이 유아기의 래

유능성이나 사회 유능감과 련이 있는지 종단 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연령별 학 에 따른 래상호작용 양상의 발달 차이는 확

인하 으나,연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하여 동일월령의 아가 1세반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2세반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없어서 통계 인

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 에

2세반에서 30개월 아를 찰하고 연 후반 1세반에서 30개월 아를

찰하는 방식으로 집단에 따른 동일월령 아의 행동특성 차이를 밝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질에 따른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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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규명하면서, 아-교사 계에 한 평가가 교사에 의해 일방 으

로 이루어졌다. 계는 양방향 이며, 한 정서 인 요소가 강하다.교

사의 일방 인 평가가 아니라 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의 행동의

실제를 통해 보다 객 인 측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한,교사가

지각하는 아-교사 계와 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보이

는 보육의 실제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특정 아와 갈등 이

고 의존 인 계라고 지각하고 있지만,그래서 더욱 수용 이고 온정

인 상호작용 태도를 보이는 문성을 발휘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교사 계 역시 아 래상호작용과 동일한 보육환경 맥

락에서 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이 연구에서 래상호작용과 아-교사 계에 주요한 향요인

으로 나타난 아의 의도 통제능력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

유아기까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도 통제의

발달 양상과 더불어 의도 통제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발

달에 미치는 향력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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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연구참여 어린이집 상

<부록 2> 래상호작용 찰 기록 시

<부록 3> 아 기질 질문지

<부록 4> 아-교사 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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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역 참여 아(명) 참여교사(명)

1 A어린이집 서울시 서 구 11 4

2 B어린이집 경기도 성남시 10 2

3 C어린이집 서울시 등포구 18 5

4 D어린이집 서울시 구 12 2

5 E어린이집 서울시 등포구 12 4

6 F어린이집 서울시 구 9 2

7 G어린이집 서울시 종로구 8 3

8 H어린이집 경기도 성남시 12 3

9 I어린이집 서울시 등포구 6 3

10 J어린이집 서울시 등포구 10 3

11 K어린이집 서울시 종로구 32 6

12 L어린이집 서울시 구 15 4

13 M어린이집 서울시 구 12 2

14 N어린이집 경기도 성남시 25 6

15 O어린이집 서울시 서 구 17 4

16 P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12 2

합계 221 55

<부록 1>연구참여 어린이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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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찰시간
(10시 15분∼20분)

15′
10″ 30″ 50″

16′
10″ 30″ 50″

17′
10″ 30″ 50″

18′
10″ 30″ 50″

19′
10″ 30″ 50″

시도

근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부정 · · · · · · · · · · · · · · ·

정 물지향 · · · · · · · · · · · · · · ·

부정 물지향 · · · · · · · · · · · · · · ·

행동모방 · · · · · · · · · · · · · · ·

언어행동 · · · · · · · · · · · · · · ·

소리내기 · · · · · · · · · · · · · · ·

말하기 · · · · · · · · · · · · · · ·

참여도

지속시간

무 심 · · · · · · · · · ∕ ∕ ∕ ∕ · ·

무교류 · · · ∕ ∕ · · · · · · · · ∕ ∕

소극 교류
∕ ∕ ∕ · · · · ∕ ∕ · · · · · ·

(15′14″∼15′52″) (17′29″∼17′51″)

극 교류
· · · · · ∕ ∕ · · · · · · · ·

(16′55″∼17′16″)

상호보완교류
· · · · · · · · · · · · · · ·

특이사항

<부록 2> 래상호작용 찰 기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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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표시 횟수 =2

참여도 무교류 4회*1 +소극 교류 5회*2 + 극 교류 2회*3

지속시간 39 (15′14″∼15′52″)+22 (16′55″∼17′16″)+23(17′29″∼17′51″)

상호작용 수 산정의 :4회기 1회기

*** 의 방법으로 찰 4회기의 수를 산정

***상호작용 시도와 상호작용 참여도는 회기별 수의 총합을 사용

***상 작용 지속시간은 체지속시간의 합/지속시간 측정횟수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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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해당
사항
없음

1.산책 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교사를 찾거나 불안해한다. ➀ ➁ ➂ ➃ ➄ ✪

2.
과제수행(블록 쌓기,그림 그리기,옷입기)을 할 때,쉽게 짜
증을 낸다.

➀ ➁ ➂ ➃ ➄ ✪

3.
친구가 등원이나 하원을 할 때,함께 온 성인에게 심을 보인
다.

➀ ➁ ➂ ➃ ➄ ✪

4.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때,무엇을 할지 매우 빠르
게 결정하고 곧 시작한다.

➀ ➁ ➂ ➃ ➄ ✪

5.조용히 있을 때,나지막이 노래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

6.바깥놀이에서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를 선택한다. ➀ ➁ ➂ ➃ ➄ ✪

7.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10분 이상 논다. ➀ ➁ ➂ ➃ ➄ ✪

8.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말을 시키거나 질문을 하면
답하면서 놀이를 계속한다.

➀ ➁ ➂ ➃ ➄ ✪

9.
엄마나 아빠 등 하원 시 좋아하는 성인이 오면 매우 신나한
다.

➀ ➁ ➂ ➃ ➄ ✪

10.책읽기등조용한놀이를하면,머리카락이나옷을만지작거린다.➀ ➁ ➂ ➃ ➄ ✪

11.실내에서 놀 때 거칠고 시끌벅 한 놀이를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

12.부드럽게 품에 안거나 흔들어주면,벗어나려고 한다. ➀ ➁ ➂ ➃ ➄ ✪

13.새로운 놀이나 활동을 하면 곧장 참여한다. ➀ ➁ ➂ ➃ ➄ ✪

14.
블록으로 집짓기 등 집 이 필요한 놀이에 상 으로 빨리
싫증을 낸다.

➀ ➁ ➂ ➃ ➄ ✪

15.이름을 부르면 바로 쳐다본다. ➀ ➁ ➂ ➃ ➄ ✪

16.옷에 있는 상표 때문에 짜증을 낸다. ➀ ➁ ➂ ➃ ➄ ✪

17.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에 신경을 쓴다. ➀ ➁ ➂ ➃ ➄ ✪

18.휴식·낮잠 시간에도 에 지가 넘친다. ➀ ➁ ➂ ➃ ➄ ✪

19.
산책 시 오토바이처럼 시끄럽거나 트럭처럼 큰 교통수단을
보면 무서워한다.

➀ ➁ ➂ ➃ ➄ ✪

20.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가장 활발한 편에 속한다. ➀ ➁ ➂ ➃ ➄ ✪

<부록 3> 아 기질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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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안 돼!”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그만둔다. ➀ ➁ ➂ ➃ ➄ ✪

22.“안 돼!”라고 얘기하면 슬퍼하며 물을 썽인다. ➀ ➁ ➂ ➃ ➄ ✪

23.
신나고흥분되는활동을한후,곧기분이가라앉거나우울해보인
다.

➀ ➁ ➂ ➃ ➄ ✪

24.실내에서 놀 때,교실 여기 기를 달린다. ➀ ➁ ➂ ➃ ➄ ✪

25.생일 티와 같은 신나는 일이 있을 때,매우 흥분한다. ➀ ➁ ➂ ➃ ➄ ✪

26.
아이가 무언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돼”라는 말을 들으
면 성질을 부린다.

➀ ➁ ➂ ➃ ➄ ✪

27.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잇감을 앞에 두고 기다리라고 하면,
참고 기다린다.

➀ ➁ ➂ ➃ ➄ ✪

28.품에 안고 살살 흔들어주면 미소 짓는다. ➀ ➁ ➂ ➃ ➄ ✪

29.무릎에 앉히면 품에 고든다. ➀ ➁ ➂ ➃ ➄ ✪

30.
다른 반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부모처럼 잘 아는 성인이 방문
하면,잘 따른다.

➀ ➁ ➂ ➃ ➄ ✪

31.조심하라고 얘기한 놀이기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용한다.➀ ➁ ➂ ➃ ➄ ✪

32.새로운 곳에 방문하면 들어가기 싫어한다. ➀ ➁ ➂ ➃ ➄ ✪

33.화나 나면 로받아도 3분 이상 운다. ➀ ➁ ➂ ➃ ➄ ✪

34.화가 나도 쉽게 진정된다. ➀ ➁ ➂ ➃ ➄ ✪

35.
교사가 바쁘니 다른 놀이를 하고 있으라 하면,새로운 놀이를
찾아서 한다.

➀ ➁ ➂ ➃ ➄ ✪

36.
다른 반 아이들과 교사들이 섞여있을 때,다양한 사람들과 어
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

외향성 4,13,18,20,24,6,11,9,25,3,30,36

부정 정서 16,17,19,32,2,26,10,22,23,1,22,34R

의도 통제 21,27,31,8,15,35,7,14,12R,2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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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이 아이와 애정 이고 따뜻한 계를 맺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2.화가 나면,이 아이는 나에게 로 받기를 원한다. ➀ ➁ ➂ ➃ ➄

3.이 아이는 나의 신체 인 애정표 을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4.이 아이는 나와의 계를 요하게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5.이 아이와 나는 서로 힘들게 지내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6.
이 아이는 내가 잘못을 지 하면 상처를 받거나 당혹스러

워한다.
➀ ➁ ➂ ➃ ➄

7.이 아이를 칭찬해주면,매우 자랑스러워한다. ➀ ➁ ➂ ➃ ➄

8.이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9.
이 아이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발 으로 하는 편이

다.
➀ ➁ ➂ ➃ ➄

10.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의존 이다. ➀ ➁ ➂ ➃ ➄

11.이 아이는 나에게 화를 잘 낸다. ➀ ➁ ➂ ➃ ➄

12.이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➀ ➁ ➂ ➃ ➄

13.이 아이는 내가 부당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14.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 내 도움을 구한다. ➀ ➁ ➂ ➃ ➄

15.나는 이 아이의 감정에 잘 공감된다. ➀ ➁ ➂ ➃ ➄

16.이 아이는 나를 벌주거나 비난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➀ ➁ ➂ ➃ ➄

17.
이 아이는 내가 다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질투를 하거나

상처를 받는다.
➀ ➁ ➂ ➃ ➄

18.이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속 화를 내거나 항한다.➀ ➁ ➂ ➃ ➄

19.
이 아이는 잘못했을 때,내 목소리나 표정을 살펴 반응한

다.
➀ ➁ ➂ ➃ ➄

20.이 아이를 다루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한다. ➀ ➁ ➂ ➃ ➄

21.이 아이는 나의 행동을 잘 따라하는 편이다. ➀ ➁ ➂ ➃ ➄

<부록 4> 아-교사 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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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집에 오면,힘든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23.
나에 한 이 아이의 감정은 수시로 바 거나 측할 수

없다.
➀ ➁ ➂ ➃ ➄

24.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이 아이와 내가 잘 지내기가 어

렵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5.
이 아이는 나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면 울거나 투정을 부린

다.
➀ ➁ ➂ ➃ ➄

26.이 아이는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한다. ➀ ➁ ➂ ➃ ➄

27.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와 함께 공유한다. ➀ ➁ ➂ ➃ ➄

28.
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은 나 자신을 능력 있고 자신감 있게

해 다.
➀ ➁ ➂ ➃ ➄

갈등 2,11,13,16,18,19R,20,22,23,24,25,26

친 1,3,4R,5,7,9,12,15,21,27,28

의존 6,8,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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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Toddlers’Temperament

andToddler-TeacherRelationships

onPeerInteractions

Yoo,Joo-yun

Dep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ofHumanEcology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oddlers’

temperament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s have an effecton

toddlers’ peer interaction. This study was mainly focused on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toddlers’temperamentandtoddlers’peerinteraction.

A totalof221subjects(108toddlersof1-year-oldclasses(18∼30

month olds)and 113 toddlersof2-year-old classes(31∼42 month

olds))and 55teachersofclassesfrom 16day-carecenterswere

recruited.Eachtoddlerwasobservedduringafree-playperiodinthe

classroom over4sessionsof5minutes,soatotalof20minuteswas

measured.Twoobserversscored recorded observation sceneswith

three peer interaction criteria, including interaction initiation,

interactionparticipationlevelandinteractionduration.Theteachers

wereaskedtocompleteaquestionnaireontoddlers’temperamentand

theirperceived toddler-child relationships.The statistical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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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forthisstudyweremeanstandarddeviationscorrelationand

regressionanalysisusingSPSSprogram.

Themainfindingswereasfollows.

1.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toddler’speerinteraction

according todifferentagegroups.Toddlersover31monthswere

showedmorefrequentpeerinteractioninitiations,ahigherlevelof

peerinteraction participationandalongerpeerinteraction duration

than18∼30montholds.

2.The effectoftoddlers’temperamenton peerinteractions in

1-year-oldclasseswasdifferent2-yearoldclasses.For1-year-old

classes,peerinteractionswereaffectedbyallthreeoftemperament

subscales: surgency,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for

1-year-oldclasses,for2-year-oldclasses,peerinteractionwasonly

affectedbyeffortfulcontrol.

3.Toddlers’temperamenthadaninfluenceonteacher’sperception

ontoddler-teacherrelationships.Teacherperceivedtherelationshipas

negativewithtoddlerswhohadahighlevelofnegativeemotionality

butas positive with toddlers who had a high levelofeffortful

control.

4.Teachers’perceptionofthetoddler-teacherrelationshipaffects

toddler’s peer interaction. Toddlers whom teachers perceived

toddler-teacherrelationshipsaspositiveshowedmorefrequentanda

highlevelofpeerinteraction.

5.Teachers’perceived teacher-child relationships mediated the

effect of toddlers’ temperament on peer interaction. Especially,

effortfulcontrolwasatemperamentsubscalehavingonthemediation

resultsover1and2yearoldclasses.

Thisstudycontributestothetoddler’ssocialdevelopmentresearch

using a naturalsetting observation method aswellas try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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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criteriatoevaluatetoddler’s

peer interaction. This study reveals the important role of

toddler-teacherrelationshipsonthedevelopmentofpeerinteraction,

especially in association with toddlers’temperament.This study

suggests teacher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oddlers’

temperament traits as a practice of individual and sensitive

care-giving.

keywords:toddler’speerinteraction,toddlers’stemperament

(surgency,negativeemotionality,effortfulcontrol),

toddler-teacher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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