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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3, 5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

이집 적응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령별

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

과 사회적 특성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능력을 통제하였으며,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

린이집 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언어능력 통제 후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언어능력 통제 후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유아의 연령,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3세(60명)와 5세(60명)유아 120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23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 대상의 검사를 통해 실행기능과 언어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상

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Pearson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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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실행기능의 경우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의 과제수행능력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더 뛰어났

다.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경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행

동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에게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긍정적 행

동인 놀이상호작용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수용

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더 뛰어났다. 마지

막으로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어린이집에서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행기능과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3세

유아의 억제, 작업기억과 5세 유아의 작업기억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언어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3, 5세 유아

의 수용언어능력이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실행기능

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3세 유아의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이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5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하위영역 모두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유

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놀이상호작용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놀이

방해, 놀이단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

작용과의 관계에서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억제가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인 놀이방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3세 유아의 실행기능 중 인지

적 유연성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세 유

아의 경우, 실행기능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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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

쳤다.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3세와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

절은 어린이집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놀이상

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와 실행기능의 인

지적 유연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3, 5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도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어린이집 적응,

실행기능(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

또래놀이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언어능력(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학 번 : 2006-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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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이 많아

지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1)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

유아의 7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의

해 보육비가 지원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수는 더욱 증가하

고 있으며 그 시작 연령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많은

수의 유아들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은 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최초

의 사회 환경이다. 유아들은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가

족이 아닌 교사나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을 학습하며 집단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적응이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맞추어 나가는

과정으로(Morris, 1986),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나간다는 것은 집단의 규

율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또래나 교사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

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윤세, 2011). 사회생활에서 잘 적응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낯선 환경

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기까지의 적응과정은 성인에게도 쉬

운 일이 아니며, 특히 기관에서의 경험이 처음인 유아들에게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편안하지 않은 환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유

아들은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해왔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또래

와 놀이감을 나누어 사용해야하며, 놀이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

화시킬 전략을 세우고(전가일․이순형, 2013), 자유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1) 2013년 277만명의 영유아 중 209만명의 영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어린이집 148만명, 유치원 61만명), 2008년 278만명 중 167만명, 2010년

272만명 중 181만명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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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지키고, 어린이집 일과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요구 받는

다. 유아의 삶에 있어 어린이집 적응은 사회화의 첫 시작이자 새로운 도

전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는 유아는 심리

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또래나 교사와 관계를 잘 형

성하며, 이후의 사회 집단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린

이집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아는 어린이집 생활이 즐겁지 않고, 대

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집

단생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게 하며, 내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김순환․조해연․김민정, 2013) 어린이집에서

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유희정, 2006; Ladd &

Troop-Gordon, 2003). 이와 같이 유아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은 단

지 유아기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

달에까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

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한 내적 변인으로 실행기능을 상정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심리적 과

정으로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다(Baddeley, 1996; Carlson, 2005; Zelazo,

Muller, Frye, & Malcovitch, 2003).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

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충동이나 자

극을 억제하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행 과정에

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능력을 지칭하는 실행기능은 다차원적 구성체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며 (Huges, 1998; Zelazo & Muller, 2002), 공통적으로 억

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이 기능하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이명주․홍창희, 2006; Hughes, 1998). 유아의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유아의 뇌발달과 더불어 3-5세 사이에 눈에

띄는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l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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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 Taylor, 1996; Lieberman, Giesbrecht, & Muller, 2007). 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실행기능의 특성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유지하

거나 변화시켜야 하는 적응의 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행기능이 발달한 유아들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여 적응적인

사회행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의 성숙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되어 추후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숙․임지영, 2012; Denckla, 1996; Roebers & Schneider, 2005). 반

면 실행기능이 낮은 유아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충동적 사고와

행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어 자주 싸우고,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 행

동을 자주 나타낸다(Giancola, 1995; Seguin & Zelazo, 2005; Hughes,

Dunn, & White, 1998; Hughes & Ensor, 2008). 이러한 행동 문제들은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송현주, 2011).

이와 같이 실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특성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적응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거나(송현주, 2011; Caron, Sandra, Tiffany, & Kimberly, 2013), 일반

집단 아동과 임상집단 아동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신윤희․

이상복․윤주연․이승현․강원석․안진웅, 2010) 실행기능이 유아의 적

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상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

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노민정․박혜원, 2011)에서

는 실행기능을 교사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고, 주의문제 유아와 일반 유

아 집단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반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

응 관계가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의 실행기능을 검사를 통해 실제로 측정하고,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의 발달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행기능은 유아의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김정민․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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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Muller, Zelazo, & Imrisek, 2005; Roebers & Schneider, 2005)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언어능력과 실행기능의 관계는 실행기능의 하위영역

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의 관계를 분

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행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언어

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나(이은중, 2008)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언어능

력을 통제했을 때 실행기능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노민

정과 박혜원(2011)의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을 통제하지 않아 어린이집 적

응에 미치는 실행기능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이 3세～5세 사이에서

의미 있는 발달을 보인다(공영숙․임지영, 2012; Carlson, 2005)는 선행연

구를 토대로 3세 유아와 5세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실행기능의 발달

차이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실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 이외에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는 유아가 어린이

집에서 함께 놀이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유아의 어

린이집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박유영․홍지명, 2010). 유아는 발달 수

준이 비슷한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성인과의 수직적 관계와는 다른 수

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유아는 또래들과 함께 지내며 다양한 상호

작용 방식들을 경험하고 사회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가 또래

와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이후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유아

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Asher & Rose, 1997). 이와 같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은

전생애 발달과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아기

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Fantuzzo와 동료들(1995)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행동특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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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행동과 부정

적 행동으로 나누어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래와 긍정적으로 놀이상호작용을 하는 유아일수록 또래

집단에 쉽게 수용되고(Fantuzzo, et al.,1995) 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며(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정서조절을 잘 하고(Cohen &

Mendez, 2009) 어린이집 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박유

영․홍지명, 2010)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방해

와 놀이단절과 같이 부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또래를 괴롭히

는 공격 행동을 빈번하게 하고(Bulotsky-Shearer, Bell, Romero, &

Carter, 2012)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놀이집단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적게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Rubin et al., 2006). 이러한 또래놀이상

호작용의 양상은 유아기의 어린이집 적응 뿐 아니라 아동기의 학교생활

에서의 적응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송진숙, 2004;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유아의 적응에 또래놀이상호작

용이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취나 학교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

고 있어(정대현․지성애, 2006), 학령기 전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2세를 전후로 언어발달과 함께 촉진되며,

4～5세가 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증가하며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

진다(Brownell & Hazen, 1999).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또래놀이상

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은 또래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또래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차이를 유발한

다(김기예․이소은, 2006; Ellis & Gauvain, 1992). 그러나 또래놀이상호

작용과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규수․조윤영․조진희, 2012;

김선희, 2013)는 주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단일연령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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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적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에 따라 또

래놀이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

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능력과 또래놀이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 관계

가 유의하다면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이 어

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3, 5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의 발달 양상을 밝히고,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령에 따라 실행기능, 또래

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고, 각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어린이집 적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과 사회적 특성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것이다. 이를 규명함에 있어 실행기능, 또래놀

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

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주는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을 고찰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유아에 대한 교

육적 지원 및 실증적인 중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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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어린이집 적응에 대

해 살펴본 후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또

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언어능

력과 실행기능 및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1.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인간은 타인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자신이 속한 집

단과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 발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이 성숙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응의 정의는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

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Bowlby(1973)는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애착이 필요하며, 애착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기

제로 설명하였다. Piaget(1975)는 적응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

력으로 동화, 조절을 통해 환경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

키는 적극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과 환경

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교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적응을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들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적응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가

정을 벗어나 어린이집에서 유아는 또래 및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

게 형성하고, 놀이감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전가일․이순형, 2013; Pianta, Stein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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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s, 1995).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잘 조절하여 어린이집 환경 내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으

로 또래․교사와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맺고, 어린이집 일과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어린이집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황윤세, 2011; Jewsuwan, Luster, & Kostelnik, 1993).

Jewsuwan와 동료들(1993)은 유치원 유아들의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유치원에서의 행동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친사회적 행동, 유치원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 또래 간의 적응, 자아강

도, 유치원 일과 적응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유치원 적응 질문지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개발하였다. 친사회적 행

동은 친구를 잘 돕고, 협동하며, 놀이감을 나누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

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란 유치원

에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그 외 또래간의

적응은 함께 놀이할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

고, 자아강도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친구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일과적응은 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

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교사에게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고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5가지 하위 요인들을 모두 포함

한 것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집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잘 적응한 유아는 자신의 주변

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은 타인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이후 학교나 또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수월하

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송진숙, 2004; 이현숙․조혜진, 2009; Ladd

et al., 1996). 반면 유아기의 부정적 적응의 경험은 비단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송진숙, 2004; L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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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op-Gordon, 2003). 따라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아의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의 적응경험이 이후 인지․사회․정서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유아의 적응 상태

를 평가하고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2.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

1) 실행기능의 개념과 발달

실행기능은 인간이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심리

적 과정으로 (Baddeley, 1996; Carlson, 2005; Zelazo et al., 2003) 뇌의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위인지능력으로 정의된다(Coolidge, Thede,

& Young, 2000).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실행기능이라고 한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실행기능은 인지, 정서, 행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ioia, Isquith, Guy & Kenworthy,

2000).

실행기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된다. 하나는 실행기능

의 하위 인지요인들의 측정을 강조하는 단일성을 주장하는 관점이고

(Duncan, 1995; Kimberg, D'Esposito, & Farrah, 1997), 다른 하나는 실

행기능을 여러 하위 인지기능의 결합된 총체로서 다차원적인 구성체로

보는 관점이다(Anderson, 2002; Hughes, 1998; Miyake, Friedman,

Emerson, Witzki, Howerter, & Wager, 2000). 최근 연구들은 실행기능

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차원적인 개

념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Anderson, 2002; Hughes, 1998; Miy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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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들을 살펴보

면 Barkley(1997)는 실행기능을 억제, 작업기억, 자기조절의 3가지 요인

으로, Anderson(2002)은 실행기능을 주의 통제, 정보처리, 인지적 유연

성, 목표설정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개념화 하였다. Miyake와 동료들

(2000)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으로 억제, 전환, 작업기억 등을 제시하였

고 Hughes(1998)은 실행기능에 억제, 주의적 유연성, 작업기억이 포함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경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실행기능의 연구

에서는 공통적으로 억제, 인지적 융통성, 작업기억, 주의 전환을 포함한

3-4개의 요인으로 실행기능을 개념화 하고 있다(이명주․홍창희, 2006;

Pennington, 1997; Zelazo & Muller, 2002). 이 연구에서도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을 중심으로 실행기능을 살펴본다. 실행기능 중 억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관련 없는 우세한 반응을 억누르고 사고나 행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Rothbart & Posner, 1985)을 의미한다. 인지적 유

연성은 반응을 전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대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Anderson, 2002)을 의미하고, 작업

기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하고 다

루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Baddeley,

1996).

원래 실행기능은 뇌의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심리

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실행기능은 뇌의 전두엽 부분과 관련이 있

는 인지능력(Luria, 1973)으로,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은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

들은 유아기에도 실행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행기능 연구가 확대되었다(김정민․김지현, 2013;

신은수, 2005; Carlson, 2005; Diamond & Taylor, 1996; Hughes, 1998).

실행기능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

인 발달과정을 보이며(Zelazo & Muller, 2002), 특히 전두엽 기능이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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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nderson, 2002). 전두엽 영역은 생애 초기에 빠르게 발달하고, 이

후 4세부터 7세 사이에 다시 급속한 발달을 보이는데(Thatcher, 1992),

이는 실행기능의 발달 시기와 비슷하다. 즉 유아의 실행기능은 생후 6～

7년 동안 급속하게 발달하며 특히 3세에서 5, 6세의 유아기에 현저한 발

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주․박랑규, 2007; Carlson, 2005;

Hughes, 1998; Rothlisberger, Neuenschwander, Cimeli, Michel, Roeber,

2012). 구체적으로 억제능력은 3세 시기부터 발달이 시작되어(Amanda

& Martha, 2013), 3세에서 6세 사이에 의미 있는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mine & Reynilds, 2005). Carlson과 Wang(2007)의 억제 실

험에서는 3세 초반의 유아들은 규칙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어려워 한 반면 3세 후반과 4세 유아들은 부분적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하

며, 3세와 5세 사이에 눈에 띄는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적 유연

성의 경우에는 단순한 전환 과제는 3세에서 4세 때 수행이 가능하며, 복

잡한 전환 과제는 5세에서 6세 사이에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Hughes,

1998). DCCS(차원변경 카드 분류 과제)를 개발한 연구(Frye, Zelazo, &

Palfai, 1995)에서도 3세와 5세 사이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발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작업기억의 경우 4세에서 15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athercole, Pickering, Ambridge & Wearing, 2004).

이와 같이 실행기능의 발달은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

로 유아기는 발달의 급등기이며, 특히 3～5세 유아기에 발달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그 하위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가 도출되고 있다.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의 경우 3세에서 5세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정민, 2013; 신은수,

2005; Carlson, 2005; Liebermann et al., 2007) 일부 연구에서는 억제와

작업기억은 4, 5세 유아의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김기예․이소은,

2005). 또한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한 3～7세 유아의 작업기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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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전환, 계획 조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Razza, 2005).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

업기억의 실행기능 발달적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실행기능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인지 과정(Gioia et al., 2000)이다. 유아의 실행기능 발

달은 자기 조절 능력의 성숙과 더불어 적응적 사회행동을 촉진한다

(Blair & Razza, 2007; Denckla, 1996).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공영숙․임지영, 2012), 이는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움 뿐 아니라 학업성

취까지 영향을 준다(Valiente, Lemery-Chalfant, & Castro, 2007). 반면

실행기능이 부족한 유아들은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Anderson, 2002), 다

른 친구의 장난감을 자주 뺏거나 부수는 등 외현화된 문제 행동과도 높

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 Guthrie, 2001; Hughes et al., 1998). 또한 실

행기능은 인지조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며

(김정민, 2013; Carlson & Wang, 2007; Libermann, et al., 2007),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예․

이소은, 2007; Bronz, 2004). 즉 낮은 실행기능을 지닌 아동들은 대인관

계 기술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회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공영숙․임지영, 2012). 따라서 실행

기능이라는 인지능력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

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해야하는 적응의 관점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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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실행기능의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들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적 성취와 같은 학업

능력(Caron et al., 2013; Welsh, Nix, Blair, Bierman, &Nelson, 2010)이

나 학교 부적응과 문제 행동(송현주, 2011; 신윤희․이상복․윤주연․이

승현․강원석․안진웅(2010)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유

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련한 연구(노민정․박혜

원, 2011)는 3세에서 7세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주의문제 유아와 일반유아 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 일

반유아의 감정조절과 작업기억이 유아의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사 보고를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였으므로 교사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행기능

과 유아의 기관 적응의 관계를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행기능의 발달이 시작되는 3세 유아와 일정

수준으로 발달이 이루어진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

업기억을 개별적 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실행기능의 하위영역들과 어린

이집 적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를 연령에 따라 분명하게 밝

힐 필요가 있다.

3.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

1)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개념과 발달

최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생

활하는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또래와 접촉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

는 시기는 더욱 빨라졌다. 유아에게 또래란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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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존재(박유영․홍지명, 2010)로 또래와 지내는 시

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환경으로 부각

되고 있다. 또래 상호작용이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기간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이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며(Rubin et al., 2006), 아

동발달에서 또래상호작용의 의미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최혜영, 2004). 첫째, 성격이론 중 Sullivan(1953)의 대상관계이론에

서 또래상호작용은 성인과의 위계적 상호작용과 구별되며, 비교적 수평

적인 관계에서 상호 교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상호작용을 통해

내재화된 유아기의 또래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되

어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상태까지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둘째,

인지발달이론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또래상

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Piaget(1975)는 인지발달 수준이 비슷한 또래와

의 상호작용이 내적인지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며 유아

의 인지 및 사회성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Vygotsky(1978)는 근접발달지

대 내에서 인지적 수준이 비슷한 또래보다는 유능한 또래나 성인과의 상

호작용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학

습이론에서 Bandura와 Walters(1963)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학습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며, 강화와 보상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행

동들이 유지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유아의 생애

발달에 있어 또래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아에게 놀이는 일상생활이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

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수단(Van Hoon, Nourot, Scales, &

Alward, 2003)이자 유아가 또래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필수적 방법이다

(Coplan & Arbeau, 2009).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

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Rubin et al., 2006). 또한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가 사회적 능력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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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최혜영, 2004; Fisher, Hirsh-Pasek,

Golinkoff, Singer, & Berk,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놀이맥락에서 유아의

상호작용이 평가되었다.

Fantuzzo와 동료들(1995)은 유아기의 발달 과제는 또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유아가 또래

와 놀이할 때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또래놀이상호작용 척도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개발하였다. 또래놀이상호

작용척도(PIPPS)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특

성과 또래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과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구분

한 것이다. 이 척도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1998)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놀이 상호작용, 놀

이 방해, 놀이 단절의 3가지 차원으로 또래놀이상호작용이 구성되어 있

다. 3가지 하위차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 상호작용은 친구를

돕기, 힘든 친구를 위로하기, 친구에게 함께 놀이하자고 제안하기 등 유

아가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적합한 긍정적인 놀이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놀이 방해는 친구와 싸우기,

언어적․신체적으로 공격하기, 차례 지키지 않기, 놀이감 나누어 쓰지 않

기 등 또래와의 놀이가 지속되지 않고 갈등상황이 유발되는 부정적인 놀

이 행동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놀이 단절은 또래와 놀이를 시작할

때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친구에게 무시당하기, 놀이 집단 주변을

배회하거나 목적 없이 돌아다니기, 친구의 놀이 제안을 거절하기 등 놀

이를 시작하기 어렵고, 또래와의 놀이를 회피하거나 놀이상황에서 위축

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또래놀이상호작용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상호작

용은 어린 영아기부터 시작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 간에 보이는 상호작용의 양상도 달라지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기예․이소은, 2007).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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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6개월-8개월 시기의 영아들도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며(Vandell & Muller, 1995), 2세를 전

후로 급격한 언어발달과 더불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ell & Hazen, 1999). 4, 5세로 연령이 높아지면

타인과의 협력 놀이가 가능해지면서(Bredcamp & Copple, 1997) 또래 간

의 상호작용의 빈도 또한 증가한다. 이처럼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또

래상호작용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5세 유아는 3세와 4세 유

아보다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희․

김혜연, 2012; Coolahna,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Walker(2005)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이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낮게 나타났다(Mendez, McDermott, & Fantuzzo, 2002)고 보고되거

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지희․김혜연, 2012)도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래놀이상호작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상호작용의 발달차를 밝히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일

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래놀이상호작용의 3가지 하위요인이 3세와 5

세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

해 발달해간다. 유아기는 타인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함

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다(김선

희, 2013; Fantuzzo et al., 1998; Rubin et al., 2006). 이 시기에 유아는

또래와 놀이하며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름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호작

용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학습

하게 된다(Ostrosky & Meadan, 2010). 이러한 경험은 유아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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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이른 시기부터 가정에서보다 어린이집에 머물게 되는 유아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또래관계를 맺는 시기가 빨라졌고, 또래와 보내

는 시간도 길어져 또래관계는 유아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래와 긍정적으로 놀이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를 즐기며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Rubin, et al., 2006). 이를 토대로 또

래와 함께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Raver & Zigler, 1997). 반면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보이는 유

아는 의사소통의 기술이 떨어지고, 또래와의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며,

공격성, 불안, 과잉행동과 같은 행동특성을 보이고, 학급에서도 문제 행

동이 나타났다(유희정, 2006; 황윤세, 2011; Bulotsky-Shearer et al.,

2012). 더 중요한 것은 유아기의 또래 상호작용의 형태나 양식은 습관화

되어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취나 적응(Coolahan et al., 2000;

Coplan & Arbeau, 2009) 뿐 아니라 성인기의 인간관계에까지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이후 개인의 성격형성이나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Ladd, 1999). 이를 통해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하며, 이후 사회적

적응 또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적응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유아의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단일연령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박유영․홍지명, 2010) 연령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우수

정, 2012; 황윤세, 2011). 따라서 연령에 따라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

집 적응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

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안

선희, 2002; 정덕희, 2009; Howes & Leslie, 1998)으로 밝혀져 왔으나 부

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경우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유영․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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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10; 황윤세, 2011). 그리고 부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을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지희․김

혜연, 2012).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행동 특성은 3세와 5세 유아의 발달

차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

위영역들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로 구분하여 유아의 어린이

집 적응과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4.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능력의 관계

인간은 출생 이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는 유아가 타인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수단이자 유아의 인

지적․사회적 발달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김기예․이소은, 2007).

언어능력이란 적절하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내고 이해하는 능력으

로,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수용언어능력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표현언어능력으로 구분된다(Erika, 2005).

유아의 언어 발달은 생후 6개월 정도에 옹알이를 시작으로 맥락에 의

존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수용언어능력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다. 2세를 전후로 어휘 증가의 폭이 급등하는 어휘 폭발기를 거쳐 여러

개의 낱말로 구성된 문장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Shaffer,

2005). 3세경이 되면 폭발적인 어휘 습득을 바탕으로 표현언어능력이 문

장수준으로 발달하고, 기본적인 문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4, 5세가

되면 수용언어능력을 토대로 표현언어능력이 세련되어지며(Erika, 2005),

5세경에 이르면 기본적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휘력은 부족

하지만 성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된다(Shaffer, 2005).

즉, 유아의 언어능력은 생애 초기 옹알이로 시작해 어휘습득과 함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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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어능력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하고, 이러한 수용언어능력 발달이 선

행된 후 표현언어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

하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에까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

아기의 언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뿐 아니라

표현언어능력을 함께 감안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발달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인간의 독특한 상위인지능력(Coolidge et al, 2000)으로 3,

4세를 전후로 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 이 시기는 언어발달 또한

급증하는 시기로 유아의 언어능력은 인지능력의 한 부분으로 유아기의

실행기능발달과 언어발달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들 변인

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을 함께 다루

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유아의 실행기능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은수, 2005; 이은중, 2008; Carlson & Wang,

2007; Libermann et al., 2007; Muller et al.,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선

행 연구들은 애초에 동일 연령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 하거나, 다양

한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에도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결과를 제시

하고 있어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 못하였다. 또한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에 따라 실행기능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제시

하거나,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혹은 표현언어능력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

를 지닌다. 따라서 실행기능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

간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행기능의 하위영역들과 언어능력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

가 보고되고 있다. 실행기능의 억제와 언어능력 간의 관련이 나타난 연

구결과(김정민․김지현, 2013; 신은수, 2005)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

(김기예․이소은, 2007; Carlson, Moses, & Bretion, 2002)가 함께 보고

되고 있고, 작업기억의 경우에도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Roeber & Schneider, 2005; Wolfe & Bell, 2004)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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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김정민․김지현, 2013)가 함께 보고되고 있어 실행기능의 하위영역

들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실행기능과 언어능력간의 높은 상관

관계는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영향을 주

어, 실행기능의 온전한 영향력만을 규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실행

기능과 다른 특정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을

통제 했을 때 실행기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은중,

2008; Carlson & Wang, 2007; Liebernann et al., 2007).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이 실행기능의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는지 3세와 5세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언어능력과 실행기능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이를 통

제하여 실행기능이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의 언어능력은 또래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Ellis

& Gauvain, 1992).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Rubin et al., 2006). 또래와 긍정적 관계

를 맺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필요하다(Kostelnik et al.,

2009).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상호작용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서

소정, 2006; Hutchby, 2005; Stanton-Chapman, 2004)에 따르면, 언어능

력 수준에 따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언어

능력 수준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서미옥,

2003). 특히 표현언어능력이 높을수록 협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김

기예․이소은, 2007), 또래 간의 인기도와 또래유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현, 2009). 반면 수용언어능력이 낮은 유아들은 또래

와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 하고(Spere, Schmidt, Theaall-Honey, &

Martin-Chang, 2004),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Men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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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uzzo, Cicchetti, 2002),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Mccabe & Meller, 2004). 이처럼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수

용언어능력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능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유아를 대

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언어 소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유

아를 대상으로 단일연령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김규

수․조윤영․조진희, 2012: Cohen & Mendez, 2009). 3세와 5세 사이의

유아기는 급속한 언어발달과 더불어 또래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

장되는 시기이므로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놀

이상호작용의 관계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발달적 차이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언어능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

에 따라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능

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영향력

을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세와 5세 유아의 수용

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이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상호작

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언어능력

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이를 통제하여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

는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실행기

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언어활동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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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및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위와

같이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과 어린이집 적응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

에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체

적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

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1-2]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

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4] 유아의 언어능력(수용 언어능력, 표현 언어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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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

집 적응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2] 5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

집 적응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린이집 적

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3세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인지

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5세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인지

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어

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4-1]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3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놀

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가?

[4-2]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5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놀

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유아의 연령,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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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적응,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

용, 언어능력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어린이집 적응

어린이집 적응이란 Jewsuwan와 동료들(1993)의 정의를 참고하여, 유

아가 자신의 고유한 발달 특성을 어린이집이라는 환경에 잘 맞추고 어린

이집 내에서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

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Jewsuwan와 동료들(1993)은 어린이집 적응을 친사회적 행동, 어린이

집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 또래간의 적응, 자아강도, 어린이집 일과 적

응의 5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5가지 하

위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정의한다.

2)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

절하고 통제하는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Carlson, 2005; Zelazo & Muller,

2002). 실행기능은 연구자에 따라 단일차원으로 정의하거나, 다차원적 개

념으로 정의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Hughes(1998)의 정의를 참고하여 실

행기능을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억제는 실행기능의 주요한 요인으로 과제 수행에 관련 없는 우세한 반

응을 억누르고, 사고나 행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Rothbart &

Posner, 1985)을 의미한다. 인지적 유연성은 반응을 전환하고, 실수로부

터 배우며, 대안적 전략을 생각해내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nderson, 2002). 작업기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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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단기 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하고 다루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Baddeley, 1996).

3) 또래놀이상호작용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특

성(Fantuzzo et al., 1998)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Fantuzzo와 동료들

(1998)의 정의를 참고하여 또래놀이상호작용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요소로 살펴본다.

놀이상호작용이란 또래와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고 지속하는

데 적합한 긍정적인 놀이행동을 의미하고, 놀이방해란 또래와 놀이가 지

속되지 않고 갈등상황이 유발되는 부정적인 놀이행동을 의미한다. 놀이

단절은 놀이상황에서 또래와의 놀이 상황을 회피, 배회하거나 또래에게

거부 당하는 등 놀이의 시작이 어려운 행동을 의미한다.

4)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적절하고 의미있는 문장을 만들어 내고 이해하는 능력

(Erika, 2005)으로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으로 구분된다.

수용언어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명명할 수 있는 어

휘력과,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표현언어능

력은 대화의 상대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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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방법 및 절차로 이루어진다.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다

음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절차에 따라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의 발달 양

상을 살펴보고, 실행기능과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 3곳에 다니는 만 3세와 5세 유아 120명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동수로 구성되었고, 유아의

평균연령은 3세 41.80개월(연령범위:36개월～47개월)이었고, 5세 65.43개

월(연령범위: 60개월～71개월)이었다.

<표 Ⅳ-1> 연구대상의 구성

구분
연령

전체
3세 5세

남아 30 30 60

여아 30 30 60

전체 60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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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Ⅳ-2>와 같이 3세 유

아의 출생순위는 둘째인 경우가 22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첫째인

경우가 17명(28.3%), 외동이 16명(26.7%), 셋째이상인 경우가 5명(8.3%)

으로 가장 적었다. 5세 유아의 경우 둘째인 경우가 31명(51.7%)으로 가

장 많았고, 첫째가 19명(31.7%), 외동이 6명(10%), 셋째이상이 4명(6.7%)

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3세 유아의 경우 1년 이

상 2년 미만이 2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0명(33.3%), 2

년 이상 3년 미만이 13명(21.7%)으로 가장 적었다. 5세 유아의 경우 어

린이집 재원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 22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인 경우가 20명(33.3%), 1년 이상 2년 미만이 12명(20%), 1년

미만이 6명(10%)이었다.

<표 Ⅳ-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전체

3세 5세

출생

순위

외동 16(26.7) 6(10.0) 22(18.3)

첫째 17(28.3) 19(31.7) 36(30.0)

둘째 22(36.7) 31(51.7) 53(44.2)

셋째이상 5( 8.3) 4( 6.7) 9( 7.5)

재원

기간

1년미만 20(33.3) 6(10.0) 26(21.6)

1년이상 2년미만 27(45.0) 12(20.0) 39(32.5)

2년이상 3년미만 13(21.7) 22(36.7) 35(29.2)

3년이상 0( 0 ) 20(33.3)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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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실행기능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을 측

정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와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와 질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

(SNUIRB) 기준에 통과 되었다.

1) 어린이집 적응 측정도구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과 동료들

(1993)이 개발한 유치원 적응 질문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 PAQ)를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번안하고, 아동학 전문가 집

단(전문가, 어린이집교사, 아동학 전공 박사)에 의뢰하여 문항의 적절성

을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 PAQ는 친사회적 행동(5문항), 긍정적 정서(4

문항), 또래간의 적응(6문항), 자아강도(6문항), 어린이집 생활에서의 일

과 적응(7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측정

도구는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전반적인 적응정도를 교사가 평정하며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한 후 모든 하위영역

들의 총점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 평균의 범위는 1～5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각 측정 도구의 하위 항목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친사회적 행

동 .84, 긍정적 정서 .75, 또래간의 적응 .82, 자아강도 .90, 어린이집 생활

에서의 일과 적응 .88로 나타났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적응은

.94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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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기능 측정도구

연구에서 사용한 실행기능 측정도구와 진행절차는 아동학 박사에게 검

토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SNUIRB) 기준에 통과되었다.

(1) 억제검사

유아의 억제능력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억제와 행동적 측면에서의 억제

를 각각 측정하여 두 가지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한다. 총점 범위는 0점

에서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억제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유아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Gerstadt와 동료들

(Gerstadt, Hong, & Diamond, 1994)의 낮과 밤 과제(Day/Night)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낮과 밤 과제란 그림 카드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

니라 원래 카드의 이름대로 읽고 싶은 우세한 인지 반응을 억제하고 카

드의 이름을 반대로 읽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예비조사에서 유아들이 낮과 밤을 해와 달(햇님과 달님)로 말하는

문제점이 있어 본조사에서는 유아들이 보다 쉽게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낮-밤 대신 해-달로 그림카드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해와 달 그림 카드를 소개하고, 해와 달로 바르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

한 후, ‘해’ 그림카드는 ‘달’로 ‘달’ 그림카드는 ‘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명한다. 혹시 틀렸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4번의 연습시행을 거친 후 ‘달-해-해-달-해-달-달-해-

해-달-해-달-달-해-달-해’ 의 순서로 총 16번 연속 시행한다. 본 검사에

서는 틀리더라도 어떠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며 각 회기에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으로 처리하며, 총점 범위는 0점에서 16점이다. 유아의 행동

적 측면에서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영자․이종숙․신은수(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깃발들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깃발 들기 과제란 유아에

게 색과 행동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명령한 행동을 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아에게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을 제시한 후 처음에는 조사자

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한다. 조사자가 “빨간 깃발 들어!” 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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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빨간 깃발을 들면 유아도 동일하게 따라하는지 알아보는 정반응 과

제를 진행한다. 그런 다음 지시를 바꾸어 조사자가 “빨간 깃발 들어!”하

고 말하며 빨간 깃발을 들면 유아는 깃발의 방향과 색깔 모두 반대로 노

란 깃발을 아래로 내리는지 알아보는 역반응 과제를 진행한다. 조사자는

정반응 과제와 역반응 과제를 각각 6회씩 총 12회 무작위로 제시하며 과

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며 총점 범위는 0점

에서 12점이다.

(2) 인지적 유연성 검사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Zelazo(2006)의 카드분류과제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 DCCS, Frye et al., 1995;

Zelazo, 2006)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카드

를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는 게임인데, 총 세 가지의 게임으로 진행된

다. 첫 번째는 유아가 ‘색’ 범주로 카드를 분류하고, 두 번째는 ‘모양’ 범

주로 카드를 분류하고, 세 번째는 ‘테두리’ 범주로 카드를 분류하는 것이

다. 이 과제는 유아의 전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분류상자 2개와

검사에 필요한 그림카드가 사용된다. 카드의 그림은 유아에게 친숙하고,

모양과 색의 구별이 명확한 빨간색 별과 파란색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먼저 ‘색’과 ‘모양’ 범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카드 14장(연습용 2장, 검

사용 12장)과 ‘테두리’ 범주로 분류하는 데 카드 14장(연습용 2장, 검사용

12장)이 사용되는데, 테두리 과제에서는 까만색 테두리가 그려진 카드 7

장이 포함된다. 분류 상자에는 빨간색 자동차 카드와 파란색 별 카드를

붙여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검사가 시

작되면 유아에게 카드를 분류하는 게임을 할 것임을 알리고, 각 게임을

색깔게임, 모양게임, 테두리게임이라 명명하고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한

다. 구체적인 검사의 진행방법과 채점방식은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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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인지적 유연성 측정을 위한 실험 절차

구분 내용

준비

▪기준카드 2장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별)

▪분류상자 2개

▪검사용 기본카드(빨간색 별 7장, 파란색 자동차 7장)

검사용 테두리 카드(빨간색 별 4장, 파란색 자동차 3장)

진행

방법

색깔

․

모양

게임

먼저 유아 앞에 기준카드(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별)가 붙여진 두

개의 분류 상자를 놓고, 색깔게임의 규칙을 설명한다.

“이제부터 색깔게임을 할거에요. 색깔게임은 그림이 파란색이면

파란색 자동차 상자에 넣고, 빨간색은 빨간색 상자에 넣는 거에요.”

두 장의 카드로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틀릴 경우 바르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장의 검사용 카드(빨간색 자동차 3장, 파란색 별 3장)를 색깔대로

분류하며, “여기 빨간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하나요?”라는 이야

기만 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는다.

색깔게임이 끝나면 모양게임을 시작하는데, 모양게임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설명하고 연습시행 없이 6장의 카드(빨간색 자동차 3장,

파란색 별 3장)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테두리

게임

색, 모양 게임이 끝나면 유아에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빨간색

자동차 카드와 테두리가 없는 빨간색 자동차 카드를 보여주고, 테

두리의 유무에 대해서 인식하게 한 다음 테두리 게임을 설명한다.

“이제부터는 테두리 게임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할거에요. 테두리

가 있는 카드는 색깔게임을 하는 것이고, 테두리가 없는 카드는 모

양게임을 하는 거에요. 색깔게임에서는 빨간색 별은 빨간색 자동차

상자에 넣어야 해요. 하지만 테두리가 있으면 모양게임을 해야 하

니까 별은 파란색 별 상자에 넣어야 해요." 하며 연습시행을 한다.

12장의 카드(테두리가 있는 카드 6장, 테두리가 없는 카드 6장)를

분류하는 것이며 “이 카드는 테두리가 있네요. 어디로 가야 하나

요?”라는 말을 해주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평가

‘색’범주와 ‘모양’ 범주의 회기는 각각 6회 연속 시행하고, ‘테두리’ 범주는

12회 연속 시행하여 맞게 분류하면 1점, 실패하면 0점으로 색깔게임, 모양게

임, 테두리 게임의 점수를 합산하며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를 전환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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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기억 검사

실행기능 중 유아의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곽금주․박혜원․김청

택(2002)의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에 포함되어 있는 숫

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소검사를 사용한다. 이 검사

는 청각적 자극에 대한 기억, 모델에 대한 재생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과

제로 유아의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Lehto, 1996). 이 검사는 2

개 숫자부터 시작하여 7개 숫자까지 각 세트마다 2문항이 있으며 저장기

억을 측정하는 숫자 바로 따라 하기 14문항과 최신화를 측정하는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14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자는 유

아에게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숫자를 1초 간격으로 불

러준다. 숫자를 다 듣고 나서 유아가 따라 말하는 것으로,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문항으로 연습한 뒤 본 검사를 시행한다. 각 세트에서 문

항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면 1점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진행한

다. 각 세트에서 2문항을 모두 실패할 경우 검사는 종료된다. 숫자 따라

하기 검사를 종료한 후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를 시행한다. 유아가

성공한 시행별로 1점씩 주어 총점을 산출하며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8점

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작업기억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3) 또래놀이상호작용 측정도구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o와 동료들(1998)

이 제작한 또래놀이상호작용 측정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고 아동

학 전문가 집단(전문가, 어린이집교사, 아동학 전공 박사)에 의뢰하여 문

항의 적절성을 검토 받은 후 수정하였다. PIPPS는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12문항), 놀이단절(9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측정도구는 최근 1개월 동안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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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또래놀이상호작용 행동 관찰을 토대로 교사가 평정하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채점한 후 하위 영역의 총점 평균

을 산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역역별 총점의 평균 범위는 1～4점이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영역별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항목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놀이상호작용 .82, 놀이방해 .94, 놀이단절 .88로 신뢰

롭게 나타났다.

4) 언어능력 검사도구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를 사용하였다. PRES는 언어발달

수준이 2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

된 검사로 수용언어발달을 측정하는 45개의 문항과 표현언어발달을 측정

하는 45개의 문항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문항들은 언어

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언어의 수용언어

와 표현언어 측면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영역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

다. 두 영역 모두 15개의 언어발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1

세 6개월에서 4세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4세 1개월부터 6세 6개월까지

는 6개월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용언어능력 검사부터 시작하며, 문

항은 유아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연령단계

의 첫 번째 문항부터 검사를 시작하여 기초선을 찾고, 최고한계선을 찾

으면 검사를 중단한다. 확립된 기초선 이후 최고한계선까지 유아가 획득

한 점수를 계산하여 총 획득점수를 유아의 언어능력 점수로 사용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언어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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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및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연구도구 및 연구 설계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도구 및 연구 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및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기 위

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세, 5

세 유아를 각 4명씩 총 8명과 만 3세와 5세 교사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

문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낮과 밤(인지억제), 양과 사자

․깃발 들기(행동억제), 차원변경카드분류(인지적 유연성), 숫자 바로 따

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작업기억)과제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낮과 밤 과제의 경우 유아들이 ‘낮’카드를 보고 ‘햇님’ 또는 ‘해’

로, ‘밤’ 카드를 보고 ‘달님’ 또는 ‘달’로 명칭을 말할 때가 많아 ‘햇님’과

‘달님’ 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양과 사자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제의 경우 3세, 5세

유아 모두에게 난이도 수준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간 변별력

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깃발 들기 과제를 추가하여 검사를 실

시하였는데, 3세 5세 유아 모두 실시하기에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

어 본조사 때 사용하였다. 차원변경카드분류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하기

와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는 3세, 5세 모두에게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판

단되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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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의 적응과 또래놀이상호작용에 관한 교사

용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여 이해도를 살펴보았다. 또래놀이상호작

용에 관한 설문지의 경우 번역의 문제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항이 있어

재검토 하여 유아의 놀이상황에 맞추어 문맥을 수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연구자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과 경기도의 어린이집 1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

였다. 본조사를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SNUIRB)에

승인을 받은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부모와 교사에게 배부하였다. 연

구의 내용, 목적, 방법, 과정, 참여 소요시간 등이 상세하게 기록한 동의

서를 배포한 후 참여를 허락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 및 언어능력

검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용한 실행기능 검

사와 질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SNUIRB)에 통과되었다.

참여를 허락한 유아들은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가 일

대일 면접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유아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실행

기능 검사, 언어검사 총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들에게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

련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들의 평소 행동을 기

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 36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으로

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유아의 실

행기능, 또래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

과 또래상호작용, 어린이집 적응과 언어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실행기능과 또래상호

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연령,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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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이 선정된 연구문제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

용 및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

작용, 언어능력의 차이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1>과 같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

응 전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69, p<.01). 어린이

집 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t=-2.32, p<.05), 또래

간 적응(t=-2.17, p<.05), 일과 적응(t=-3.6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친사회적 행동

을 많이 보이고,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며, 어린이집 일과에 보다 잘 적

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교육기관

에서 더 잘 적응했다는 선행연구(황윤세, 2011; Fein, Garibiboldi, &

Boni,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는 연령과 더불어 사전 보

육경험이 있거나 보육기간이 길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이현

숙․조혜진, 2009) 유아의 연령과 적응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

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원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에 따라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원기간과 어린이집 적응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부록 1참조)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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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에 따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

다.

<표 Ⅴ-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구분 연령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

친사회적 행동
3세 60 3.50(.62)

-2.32*
5세 60 3.77(.70)

긍정적 정서
3세 60 3.81(.58)

-.88
5세 60 3.90(.67)

또래 간 적응
3세 60 3.53(.66)

-2.17*
5세 60 3.77(.60)

자아강도
3세 60 3.55(.80)

-1.27
5세 60 3.73(.81)

일과적응
3세 60 3.82(.58)

-3.69***
5세 60 4.22(.67)

어린이집

적응

3세 60 3.64(.49)
-2.69**

5세 60 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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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2>과 같이 실행기능의 억제

(t=-12.60, p<.001), 인지적 유연성(t=-8.76, p<.001), 작업기억(t=-8.68,

p<.001) 모두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행기능의 하위영

역인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에게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나 유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

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실행기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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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연령에 따라 향상한다는 선행 연구(김

정민 김지현 2013; 신은수, 2005; Carlson, 2005; Lieberman et al., 2007;

Zelazo & Muller,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Ⅴ-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구분 연령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

억제
3세 60 7.81(3.28)

-12.60***
5세 60 13.18(1.18)

인지적 유연성
3세 60 14.91(3.19)

-8.76***
5세 60 19.43(2.80)

작업기억

3세 60 4.46(2.38)

-8.68***
5세 60 8.67(3.20)

*** p<.001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3>와 같이 또래놀이상호작용

의 놀이방해(t=3.11, p<.01)와 놀이단절(t=2.42, p<.05)은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놀이방해와 놀이를 시

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행동들은 연령이 높아

질수록 점수가 낮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또래놀이상호

작용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Cohen & Mendez,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긍정적 사회

기술들을 획득하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들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



- 40 -

석해 볼 수 잇다. 반면 놀이상호작용은 3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더 많

이 한다는 선행연구(이지희․김혜연; 2012; Coolahan et al., 200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Ⅴ-3>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상호작용 차이

구분 연령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

놀이상호작용
3세 60 2.79(.41)

-1.10

5세 60 2.88(.45)

놀이방해
3세 60 2.17(.65)

3.11**
5세 60 1.82(.64)

놀이단절

3세 60 1.69(.51)

2.42*
5세 60 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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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4>와 같이 수용언어능력(t=-12.81,

p<.001)과 표현언어능력(t=-16.90, p<.001), 언어능력 전체(t=-16.72,

p<.001)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

의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점수는 3세 유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이 발

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민․김지현, 2013; Erika, 2005; Muller et

al., 2005)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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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 차이

구분 연령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

수용언어
3세 60 24.92( 7.02)

-12.81***
5세 60 41.36( 7.89)

표현언어

3세 60 25.28( 7.68)

-16.90***
5세 60 45.59( 6.22)

언어능력전체
3세 60 50.20(13.64)

-16.72***
5세 60 86.95(11.90)

*** p<.001

2.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

응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과 어린이집 적응이 유의

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연령별로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5>와 <표 Ⅴ-6>에 제시하였다.

1)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의 관계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세 유아의 경우 <표 Ⅴ-5>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기능의 하위영

역인 억제와 작업기억이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유아의 억제는 수용언어능력(r=.56, p<.01), 표현언어능력(r=.52,

p<.01), 언어능력 전체(r=.59, p<.01)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작업기억 또

한 수용언어능력(r=.49, p<.01), 표현언어능력(r=.51, p<.01), 언어능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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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r=.54, 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과

언어능력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5세 유아의 경우 작업

기억만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r=.34, p<.01)과 표현언어능력(r=.39,

p<.01), 언어능력 전체(r=.43,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실

행기능과 언어능력은 연령과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에 따라 그 관계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업기억은 3세와 5세 유아

모두에서 언어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과의 관련성이 나타난 선행연구(Hughes, 1998; Wolfe & Bell, 2004)와

일치하지만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김기예․이소은, 2007; 김

정민 김지현, 201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작업기억을 측정

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종류나 연구절차, 연구대상의 특성이 달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억제능력은 3세와 5세 유아가 연령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3세 유아의 억제는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억제와 언어능력과의 관계가 나타난 선행연

구(신은수, 2005; 이은중,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5세 유아의

경우 억제는 언어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억제 검사에

사용된 해와 달 과제와 깃발 들기 과제가 5세 정도의 언어능력을 갖추게

되면 언어능력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출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5세 유아의 인지적 유연

성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언어능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기예․이소은, 2007; 김정민․김지현, 2013)와 일치하

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색, 모양, 테

두리를 기준으로 카드를 분류하는 DCCS 차원변경 카드 분류과제를 사

용하였는데, 3세와 5세 유아는 과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의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수행하는 데에도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인지 학습을 경험하는 유아들이 많아지면서 카드분류과

제에 대한 이전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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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능력의 관계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능력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연령별로 나누

어 살펴보면 먼저 3세 유아의 경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용언어능력(r=.33, p<.01)과 표현언어능력(r=.34,

p<.01), 언어능력 전체(r=.3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놀이

방해의 경우는 수용언어능력(r=-.28, p<.05)과 언어능력 전체(r=-.28,

p<.05)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놀이단절의 경우에는 수용언어능력

(r=-.26, p<.05)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언어능력이 또래상호작용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기예․이소은, 2007; Ellis & Gauvain, 1992)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5세 유아의 경우 놀이상호작용과 놀이

단절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방해만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r=-.31, p<.01)과 언어능력 전체(r=-.28, p<.05)와 부적 상

관이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능력간의 관계는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에게서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력의 발달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언어발달이 일정수준으로 성장하여 개

인의 발달차가 적은 5세 유아에게서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는 표현언어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수용언어능력의 발달이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더 관련성이 있다

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실행기능과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간에 관계가 있는지 연령별로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3세 유아의 경우 <표 Ⅴ-5>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기



- 44 -

능의 억제(r=. 25, p<.05)와 인지적 유연성(r=.26, p<.05)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작업기억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충동적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고, 반응을 전환하고 다양한 전략을 생각해내는 능

력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5세 유아

의 경우 <표 Ⅴ-6>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은 어린이집

에서의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연령에 따라 상관관계는 차

이가 있었다. 즉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실행기능의 관계는 실행기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관계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 <표 Ⅴ-5>, <표 Ⅴ-6>에서 볼 수 있듯이 3세와 5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은 유의한 관련이 있다. 3세 유

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r=.75,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놀이방해(r=-.27, p<.05)

와 놀이단절(r=-.66,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5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놀이상호작용(r=.8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놀

이방해(r=-.58, p<.01)와 놀이단절(r=-.63,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과 또래관계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안선희, 2002; 정덕희, 2009)와 일

치한다. 또한 놀이방해나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유아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송진숙, 2004; Ladd et al., 1996; Asher & Rose, 1997)

와 맥을 함께 한다.



- 45 -

5)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계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계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세 유아의 경우 <표 Ⅴ-5>와 같이 실행

기능 중 억제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r=.30,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놀이방해(r=-.46, p<.01), 놀이단

절(r=-.25,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작업기억은 놀이방

해(r=-.26,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

은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5세 유아의 경

우 <표 Ⅴ-6>에서 볼 수 있듯이 억제만이 놀이방해(r=-.28, p<.05)와 유

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고, 인지적 유연성과 작업기억은 또래놀이상호작

용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그

관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과제의 종류

와 방식, 연구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실행기능이 유아기의 문제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공영숙․임지영, 2012;

Giancola, 1995; Hughes et al., 1998).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이 부정적

이거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Bronz, 2004;

Razza, 2005)는 선행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

에서는 유아의 억제능력이 3세와 5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하위요인

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고, 작업기억은 3세 유아의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

적 상호작용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은 3세와 5세 유아에게서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시기의 또래관계에서는 여러 정보를 기

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의 사고를 잘 조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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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3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및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억제 1

2 인지적유연성 -.04 1

3 작업기억 .48** -.04 1

4 놀이상호작용 .30* .16 .10 1

5 놀이방해 -.46** .10 -.26* -.19 1

6 놀이단절 -.25* -.19 -.21 -.47** .06 1

7 수용언어 .56** .11 .49** .33** -.28* -.26* 1

8 표현언어 .52** .11 .51** .34** -.24 -.17 .72** 1

9 언어능력전체 .59** .12 .54** .36** -.28* -.23 .92** .93** 1

10 어린이집적응 .25* .26* .06 .75** -.27* -.66** .22 .18 .22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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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5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상호작용, 언어능력 및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억제 1

2 인지적유연성 .21 1

3 작업기억 .20 .28* 1

4 놀이상호작용 .08 -.06 .03 1

5 놀이방해 -.28* .00 -.05 -.49** 1

6 놀이단절 .12 .09 .10 -.55** .19 1

7 수용언어 .11 .01 .34** .09 -.31** .06 1

8 표현언어 .23 .19 .39** .16 -.20 .10 .41** 1

9 언어능력전체 .19 .11 .43** .14 -.31** .09 .88** .80** 1

10 어린이집적응 .13 .02 .06 .86** -.58** -.63** .16 .17 .20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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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

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Ⅴ-7>과 같다.

3세 유아의 경우 실행기능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유연성(β=.27, p<.05)

이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능력, 인지적 유연성이 포함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3.75,

df=2, p<.05) 3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10%(R2=.10) 설명해주었다. 즉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동시에 처리

하고 대안 전략을 생각해 내는 능력은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행기능의 억제와 작업기억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억제능력은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

을 한 결과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는 3세 유아의 언어능력과 억제능

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억제와 언어능력 간의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연구(김정

민․김지현, 2013; 이은중, 2008)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5세 유아

의 경우 실행기능의 하위변인인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 모두 어

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적응

에 대한 실행기능은 3세 유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실행기능은 3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5세에는 안정화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Carlson, 2005; Zelazo & Muller, 2002),

5세 유아의 경우 실행기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로 실행기

능 과제에 있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고 개인 편차가 적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세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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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

면서 실행기능의 발달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실행기능 중 감정조절과 작업기억이 유

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한 노민정․박혜원

(201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Ⅴ-7>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B β t R2 F

억제

3세
언어능력

억제

.00

.02

.12

.16

.81

1.13
.06 2.30

5세
언어능력

억제

.01

.04

.18

.09

1.48

.75
.04 1.67

인지적

유연성

3세
언어능력

인지적유연성

.00

.03

.19

.27

1.59

2.33*
.10 3.75*

5세
언어능력

인지적유연성

.01

.00

.20

.00

1.64

.03
.04 1.37

작업

기억

3세
언어능력

작업기억

.01

-.02

.26

-.08

1.84

-.58
.05 1.81

5세
언어능력

작업기억

.01

-.00

.21

-.03

1.59

-.24
.04 1.40

* p<.05

4.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

용과 언어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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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3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β=.77, p<.001)과 놀이단절(β=-.64, p<.001)

은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이 포함된 놀이상호작용(F=41.10, df=2,

p<.001), 놀이단절(F=25.55, df=2, p<.001)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3세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각각 56%(R2=.56), 44%(R2=.44) 설명

해 주었다. 즉 3세 유아는 놀이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많이 하

고, 또래와 어울려 놀이할수록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세 유

아의 경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β=.85, p<.001)

과 놀이방해(β=-.57, p<.001), 놀이단절(β=-.65, p<.001) 모두 유아의 어

린이집에서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

이 포함된 놀이상호작용(F=97.56, df=2, p<.001)과 놀이방해(F=16.87,

df=2, p<.001), 놀이단절(F=29.23, df=2, p<.001)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5세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각각 74%(R2=.74),

33%(R2=.33), 47%(R2=.47) 설명해 주었으며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3세 유아의 놀이방해의 경우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나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5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격적 행동이나

비언어적 갈등이 증가하며 이러한 놀이의 형태가 유아의 유치원이나 학

교 생활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송진숙, 2004; 안선희,

2002; Ladd et al., 1996; Walker, 2005)와 맥을 같이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어린이집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영역들은 3

세 유아보다 5세 유아에게서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래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아가 사

회적 기술이 높고, 또래와 즐겁게 놀이하면서 능동적으로 잘 적응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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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선행연구(김수영, 2000; 황윤세,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

나 놀이방해나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들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유영․홍지명, 2010)와는 상반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또

래와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행동인 놀이단절과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행동인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들도 유아

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의 측면 뿐 아니라

놀이단절,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Ⅴ-8>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B β t R2 F

놀이

상호

작용

3세
언어능력

놀이상호작용

-.00

.92

-.06

.77

-.70

8.66***
.56 41.10***

5세
언어능력

놀이상호작용

.00

1.08

.07

.85

1.18

13.59***
.74 97.56***

놀이

방해

3세
언어능력

놀이방해

.00

-.17

.15

-.23

1.26

-1.83
.09 3.40*

5세
언어능력

놀이방해

.00

-.52

.02

-.57

.18

-5.45***
.33 16.87***

놀이

단절

3세
언어능력

놀이단절

.00

-.62

.07

-.64

.75

-6.74***
.44 25.55***

5세
언어능력

놀이단절

.01

-.85

.26

-.65

2.91**

-7.31***
.47 29.2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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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아의 연령,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이 어린

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

작용, 언어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유아의 연령,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언어능력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VIF는 1.00에서 1.51사이로 나타났고, 공차한계

는 1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기초로 <표 Ⅴ-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유연성의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집 적응에 대해 놀이상호작용(F=253.22, p<.001)이 65%로 가장 많은 설

명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놀이단절(F=187.27, p<.001)이 8%의 설명력

을 추가하여 7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놀이방

해(F=144.02, p<.001)가 3.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76%의 설명력을 가

지며 인지적 유연성(F=115.95. p<.01)은 1.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

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인 인

지적 유연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 언어능력보다 어린이집에

서 맺는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안적 전략을

찾아내는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

히 또래놀이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모두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또래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유희정, 2006; 정덕희, 2009; Coplan & Aubeau,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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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적응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

다. 이때 자신의 반응 행동이나 유연한 사고로 대안을 생각해내는 인지

적 유연성의 특성은 어린이집이라는 역동적인 환경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사회적 관계특성인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인지적 특성인 인지적 유연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보육현

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또래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

하여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표 Ⅴ-8>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수

단

계
독립변인 B β t F R2 △R2

어

린

이

집

적

응

1
상수

놀이상호작용

.86

1.02 .81

4.66***

15.91***
253.22*** .65

2

상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2.06

.81

-.37

.64

-.33

8.24***

12.28***

-6.31***

187.27*** .73 .08

3

상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2.63

.72

-.37

-.16

.56

-.32

-.19

9.72***

10.96***

-6.68***

-4.26***

144.02*** .76 .032

4

상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인지적유연성

2.27

.72

-.34

-.15

.02

.57

-.30

-.18

.12

7.76***

11.30***

-6.35***

-4.19***

2.86**

115.95*** .78 .014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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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 환경에서 유아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

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유아의 개인변인이나 가정변인을 바탕으로 연구되

어 왔음에 주목하고 유아의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과 사회적 특성인 또

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발달이 유아기에 왕성하게 이루

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단일연령차원에서 이루어져 연령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밝

혀왔지만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으로 나누어 그 관계가 연

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제한

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의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실행기능과 또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연령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3세와 5세 유아 120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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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과 언어능력 검사를 측정하였으며, 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

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달 차이가 존재한다. 실행기능의 하

위영역인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더

뛰어난 과제수행능력을 보인다. 이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사실(김정민, 2013; Carlson, 2005; Libermann et al., 2007)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충동적 반응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능력,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유지하고 다루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경우 유아의 부정적 행동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5세 유아

보다 3세 유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행동인 놀이

상호작용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활발하게 협력적인 상

호작용을 하게 되는데(김기예․이소은, 2007) 또래와의 경험이 부족한 3

세 유아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정적 행동들을 인식하지 못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은 선행연구들의 결과(Erika, 2005; Muller et al., 2005)와 같이 3세 유아

보다 5세 유아가 더 뛰어났다. 마지막으로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어

린이집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 어린이집 일과, 어린이집에

서의 상황에 익숙해져 어린이집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유아기 시기는 연령에 따라 실행기능, 또래놀

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보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발달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직한 교수전략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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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실행기능은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에 따라 관련 양상이 다르다.

3세 유아의 경우 실행기능의 억제와 작업기억이,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작업기억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아의 언어능력과 실행기능은 유아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

서 실행기능의 발달과 언어능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과제가 대부분 규칙을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

해서 유아의 언어능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유

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이 관련이 있다(김정민 김지현, 2013; Muller

et al., 2005; Roebers & Schneider, 2005)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린이집 적응과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던 3세 유아의 억제능력이

언어능력 통제 후 유아의 억제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억제능력과 언어능력 간

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냈으며, 유아의 실행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설계할

때 언어능력 통제 전과 후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용언

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통제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유아보육현장에서 유아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에도 유아의 언어발달 향상을 고려한 통합적인 활

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임을 제시한다.

셋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과 상관

관계가 있다. 특히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은 표현언어능력보다 유아의 또

래놀이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수용언어능력이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유아의 언어능력은 수용언어발달이 먼

저 시작되어 이를 바탕으로 표현언어발달이 향상되는데, 3세와 5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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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표현언어능력보다는 수용언어능력의 발달이 더 선행되어 안정화 되

는 시기로 유아의 언어발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던 3세 유아의 놀이방해는 언어능

력을 통제한 후 놀이방해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를 통해 또래놀이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 설계시 유아의 언어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넷째, 유아의 실행기능은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특

히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억제는 부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인 놀이방해

와 연령에 관계없이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고와 행동

을 잘 조절하는 억제능력의 발달이 또래와의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부정

적인 놀이행동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들에

게 실행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실행기능은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 실행기능의 여러 요소 중 인지적 유연

성이 3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에서 유아는 또래, 교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아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고를 전환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5세 유아의 실행기

능은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실행기능의 발달이 3세부터 시작하여 5세에는 안정화되는데(Carlson,

2005; Zelazo & Muller, 2002),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실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행

기능의 발달은 개인 간 발달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히 개입 하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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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유아기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린

이집에서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

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은 3세 유아와 5세 유아 모두

에게서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3세 유아

보다 5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또래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놀이상호작용 뿐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를 나

타내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부

정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놀이지도방법을 지도하여 유아가 긍정적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안정적 적응에 효과적임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놀이상호작용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

해와 실행기능의 인지적 유연성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린이집 적응에는

연령, 언어능력, 인지적 특성보다 사회적 관계특성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어

린이의 적응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설계할 때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행기능은 5세 유아보다는

3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중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과 더불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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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차를 고려하여 실행기능의 발달을 돕고, 바람직한 또래놀이상호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실행기능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영역으로 정의

하고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과 어린이집에서 적응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실행기능을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실험자가 검사를 통해 실행기능

을 측정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학령기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 발달 양상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래놀이상호작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단일 연령 차원에서 이루어져 연령의 차이를 비교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두 연령 집단의 비교를 통해

유아기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어린이집 적응

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거부

되거나 위축되는 등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아보육

현장에서 유아가 잘 적응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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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언어능력과 실행기능 및 또래놀이상호작용의 발달이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유

아의 실행기능과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실행기능은 연령의 증가 뿐 아니라 언어능력 발달과 병행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표현언어능력보

다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또

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수

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은 유아의 인지적․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발달, 인

지발달, 사회성 발달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

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추후 유아의 실행기

능 및 또래놀이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를 설계할 때 언어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시사해 준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들

을 지도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한 방향을 시사했다

는 현장성에 의의가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아의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양육

자를 대신하여 장시간 유아들과 함께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사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실

행기능의 향상 및 또래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활동 및 역동적인 지

도방법들을 활용하여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 교사 보고에 의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한 질문지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입증된 검사도구이지만 유아의 실제적

행동보다는 교사의 주관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연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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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훈련된 연구자의 직접 관찰이나 다각적인

관점의 수집방법을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

속적인 발달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기능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도

구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실행기능 과제를 사용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억제와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실행기능 과제가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련성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행기능 검사 과제가 유아의 언어적 능력이 요

구됨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 도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

이외에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해 볼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유

아의 실험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행기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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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유아의 재원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재원

기간

6개월 미만 16 3.83 .47

.77

1년 미만 10 3.82 .49

2년 미만 39 3.67 .48

3년 미만 35 3.87 .58

3년 이상 20 3.74 .67

합계 120 3.77 .5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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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행기능 검사도구

1. 인지억제 : 해와 달 과제

2. 행동억제: 깃발 들기 과제

3. 인지적 유연성: 차원변경 카드분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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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행기능 검사 기록지

1. <해와 달> 과제

연 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총

점
달 해 달 해 달 해 해 달 해 달 달 해 해 달 해 달 달 해 달 해

정

답
해 달 해 달 해 달 달 해 달 해 해 달 달 해 달 해 해 달 해 달

아동

2. <깃발 들기> 과제

정반응 과제 역반응 과제
총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차원변경 카드 분류> 과제

색 모양

1 2 3 4 5 6 총점 7 8 9 10 11 12 총점

테두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점

4. 숫자 따라 말하기

자릿수 시 행 응답1 응답2

2
2-5

6-3

3
1-7-4

5-2-1

4
3-4-1-7

8-4-9-3

5
1-6-5-2-9

3-6-7-1-9

6
8-5-9-2-3-4

4-5-7-9-2-8

7
6-9-1-3-2-5-8

3-1-7-9-5-4-8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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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교사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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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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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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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3, 5 Year Ol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On Preschool Adjustment

Lee, Eunk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peer play interac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age, (2) to identify whether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peer play interac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correlate, (3) to

examine whether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have an effect on

preschool adjustment in a ‘controlled language ability’ situation and

(4) to examine whether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have an effect

on preschool adjustment in a ‘controlled language ability’ situation, (5)

to examine whether age, executive function, peer play interaction and

language ability have an effect on preschoo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120 3- and 5-year-olds who live

in a middle-income region of Seoul or Kyunggi-do and 23 their

teachers in charge. Th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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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were tested, and the teachers reported on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Collected information an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ies, means,

independent t-test,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through SPSS Statistic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language ability, peer play interac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age. First, for executive function, 5-year-olds

showed higher task execution performances in terms of inhibition,

cognitive flexibility and working memory than 3-year-olds. For peer

play interaction, 5-year-olds display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negative behavior, such as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than 3-year-olds, but no age difference in positive behavior, which is

play interaction, was identified. Lastly, 5-year-olds displayed better

preschool adjustment than 3-year-olds.

2.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 adjustment with each age.

First, Inhibition and working memory correlated for 3-year-olds and

working memory and language ability correlated for 5-year-olds.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peer play interaction,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y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peer play interaction than expressive

one for 3- and 5-year-olds. Third, among executive function,

3-year-olds’ inhibi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correlated with

preschool adjustment. Fourth, the 3- and 5-year-olds’ peer play

interaction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reschool adjustment. Lastly,

inhibition among sub-factors of executive function showed a direct

correlation with play disruption, which is negative peer play

interaction, regardles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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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effect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on their preschool

adjustment varied according to age. In a ‘controlled language ability’

situation, 3-year-olds’ cognitive flexibility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school adjustment.

4.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preschool

adjustment. In a ‘controlled language ability’ situation,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of predicting 3- and 5-year-olds’ preschool adjustment.

5.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was also heavily influenced by

peer play interaction. The effect of peer play interaction was higer

than the others - age, executive function and language ability -

which indicates the effect of peer play interaction is surpass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3-

and 5-year-olds’ executive function, peer play interactio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ir age as well as

that these factors highly correlated.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still contribute to their preschool adjustment even under a

‘controlled language ability’ situation, and the effect can vary

according to children’s age.

Key words: Preschool adjustment, Executive function, Peer play

interaction, Language ability

Student number: 2006-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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