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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상

호작용이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상관관

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

원하고 있는 3, 4, 5세 유아들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

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

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과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1-4.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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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1.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3-2.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

용, 친사회적 거짓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2곳에 재원중인 3, 4, 5세 유아 154명과 연구 대상 유아의 교사, 어머니

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에게는 이야기 과제에

대한 면접 조사를, 유아의 교사와 어머니에게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및 사회적 기

술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 프로

그램을 사용해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test, 쌍체 t-test, 일원분산분

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관계에서 더 높

은 수준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놀이에서의 방해 행동은

더 적게 나타났다. 4,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3세 유아의 놀이상호작

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서조망수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

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5세 유아가 3세, 4세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5세 유아가 3세와 4세

유아보다 높은 수준의 발달을 갖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

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

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어머니는 교사

보다 놀이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놀이방해는 덜 나타난다고 지각

하고 있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유아가

자기통제를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어머니보다 유아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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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을 더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사회적 기술과 각각 정적 상

관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수용, 친

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인 양상과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지각 차이와

사회적 기술 지각 차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

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의 상관관계,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

적 기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원활하

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인지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발

달이 필요하고, 유아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일관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 교사와 어머니 지각

학번: 2016-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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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유아는 놀이를 하며 세상과 소통한다. 놀이는 유아가 자신의 기분과

생각,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기능하며,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한

사회화 기관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 유

아는 또래와의 놀이에서 원활하고 순조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 때로는 또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이가 중단되는 경

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함께 놀이하는 친구가 자신과 다른 정서와

기분, 그리고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서조망수용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유아는 보다 원만하고 우호적인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Hughes,

2009; Spinrad, Eisenberg, Harris, Hanish, Fabes, Kupanoff, & Holmes,

2004).

정서조망수용은 타인이 느끼는 정서나 감정을 자신의 입장이 아닌 타

인의 입장에서 추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swald, 1996;

Underwood & Moore, 1982). 유아는 정서조망수용을 통해 또래를 비롯

한 상대방의 정서를 추론하고, 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며, 자신과 상대

방의 정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한다. 정서조망수용은 유아가 매일 맞

닥뜨리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발휘되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놀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유아가 놀이 상

황에서 또래가 느끼는 정서와 기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놀이에서의 상호

작용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LeMare & Rubin, 1987;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 영역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정서조망수용은 타인의 기분과 정서, 관점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아가 타인을

위한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 정서, 관점과 생각을 고려

한 말을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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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거짓말이란 유아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르기 보다는 타인 지향적으로 행하는

거짓 진술을 말한다(Bok, 1978). 친사회적 거짓말을 비롯한 사회인지 능

력이 발달되어 있으면, 자신의 욕구에 따르거나 혹은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해야 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유아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통해 원만한 상호작용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진다. 이는 원활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또한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인 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이 유아

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원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술

의 발달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술은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기술이며, 타인과의 원만한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을 의미한다(Bedell & Lennox, 1997).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의 발

달이 앞서 언급했던 정서조망수용이나 친사회적 거짓말을 비롯한 사회인

지 영역의 발달과 더불어 일어나게 된다면,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

에서 보다 유연한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유아가 정서조망수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고려해 사실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

해 선한 친사회적 의도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들

을 자신이 가진 사회적 기술을 통해 타인에게 선보일 수 있다면, 또래와

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 그리고 또래놀이 상호작

용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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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유아는 본격적으로 또

래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사회인지 능력이 점차 발달해간다. 유아의

연령이 3세에 접어들면서부터,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

기 시작하고(황윤세, 2017),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서조망수용이 발달하며(Denham, Zoller & Chochoud, 1994), 타인의

정서와 기분,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에서 나오는 친사회적 거짓말의

발달(Popliger, Talwar & Crossman, 2011) 또한 서서히 나타난다. 따라

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3세부터,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이 어떠한 양상으

로 발달하고 있고,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해, 이에

대한 유아의 발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생활하는 여러 장소에서 이

루어진다. 유아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또래와 놀이하며 함께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사회적 기술을 사용한다. 유아교육기관에

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 놀이와 사회적 기술의

사용을 관찰하며 이에 대해 반응한다. 이 때, 교사나 어머니 중 한 사람

의 관점만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경우,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기술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시각에서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라는 환경적 맥락의 차이로, 교사와

어머니가 관찰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을 좁은 범위

에서만 살펴보게 되는 제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아와 함

께 생활하는 교사와 어머니의 시각을 모두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아, 1990; 윤혜린, 2013). 그러므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

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대해 알

아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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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3, 4, 5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및

사회적 기술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

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활발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서조

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을 비롯한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

인지 능력을 표출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고, 유아기의 또래 관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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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이론적 배

경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먼저 제기한 연구의 필

요성을 구체화하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도출할 것이다.

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개념과 발달적 의미

1)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개념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란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상황에서 상호작

용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사회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Howes, 1980).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발달의 사회․정서․인지

적 측면을 성취하게 된다. 더불어 또래와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은 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Hojnoski,

Margulies, Barry, Bose-Deakins, Sumara, & Harman, 2008). 유아는 또

래와의 놀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

께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된다(조운주, 김은영, 2014). 한편

유아기에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을 경우 유아의

발달에 있어 높은 공격성, 부정적인 자기 인식, 부적응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이후 사회에서의 부적응과 낮은 학업성취의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Szewczyk-Sokolowski, Bost,

& Wainwright, 2005). 이러한 발달적 이유로, 유아가 경험하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기 이후 발달 궤적에서도 중요한 기초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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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유아가

또래와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수평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

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나타

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유아는 또래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손윗사람의 권위와

위계질서에 따른 압박이나 강제성보다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또래와의 평등한 놀이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몸소 경험할 수 있

게 된다(양옥승, 노경혜, 윤희경, 조혜경, 최경애, 황윤세, 오애순, 2005).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경험하거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

용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유

아의 사회적 행동을 혼자 하는 행동, 공상, 전이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부정적, 긍정

적 상호작용으로 다시 나누어 정의하였다.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는 또래와 우호적으로 대화하거나 놀이하는 행동을 포함하였으며, 부정

적 상호작용으로는 공격성이 드러나거나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또래와

대화하거나 놀이하는 행동을 구분하였다(정근희, 2008).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과 Debnam(1995)은 유아의 또

래놀이 상호작용을 놀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행동,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놀이상호작

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세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놀이상호작용

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적절하게 기능하는 긍정

적인 놀이 행동이며, 놀이방해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놀이 행

동이었다. 마지막으로 놀이단절은 유아가 놀이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금방 중단되는 행동으로 구분해,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나타내는 상

호작용을 총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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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할 때 원

만하고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거나, 또래와의 놀이를 공격성

을 드러내 방해하는 행동,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고립되거나

중단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

서 우호적이고 원만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경험하는 반면, 또래와의

의견 차이, 자신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놀이 진행 등의 사유에 따라

유아는 놀이에서 갈등이나 중단 등의 상황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놀이에서 일어나는 원활한

상호작용 뿐 만 아니라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행동까지도 모두 주목하

여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

2)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에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또래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2세부터 서서히 발달하

기 시작해(Hagens, 1997), 유아기 초기인 3세에 본격적으로 발달이 증가

하는 양상(Corsaro & Nelson, 2003)을 보인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며 관련 이론들 역시

발전되어 왔는데, 유아기 또래놀이의 발달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하였던 학자로 Parten을 들 수 있다. Parten(1932)은 또래놀이 상호작용

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단계적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아

의 놀이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서

서히 상위의 단계로 발달해 나간다고 하였다. 유아의 놀이에서 첫 번째

단계는 비사회적 활동(non-social activity)으로, 이 단계에서는 놀이에서

의 비참여적(unoccupied behavior), 방관자적(onlooker behavior) 행동,

그리고 혼자놀이(solitary play)가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는 병행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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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play)인데, 사회적 참여의 제한적인 형태로써 병행놀이가 나타

난다. 병행놀이 상황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주변에 앉아 서로 유사한 놀

잇감을 갖고 놀지만, 놀이 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각자 놀이하는 행동을 보인다. 유아의 놀이 발달에서 가장 마지막

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는 연합놀이(associative play)와 협동놀이

(cooperative play) 단계이다. 연합놀이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각자 분리

된 놀이 활동을 하면서도, 서로의 놀이에 대해 함께 의사소통하며 상호

작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한편 협동놀이에서는 유아들이 모두 함께 같

은 놀이에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보인

다. Parten은 유아기 또래와의 놀이 유형은 비사회적 활동(혼자놀이), 병

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의 순서로 발달하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본격적인 집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놀이

가 보다 상위의 단계로 정교하게 발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아의 놀이가 연령의 발달에 따라 보다 집단적이고 협동적으

로 정교화되고 성숙해진다고 했던 Parten의 놀이 발달 단계 이론은, 이

후 이루어진 여러 후속 연구들을 통해, 유아가 놀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발달적인 개인차와 놀이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밝혀지게 되었다(Trawick-Smith, Russell & Swaminathan,

2011). 또한, Parten의 놀이 이론이 또래 놀이에 대한 발달적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래 놀이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즉, 비사회적 활

동(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의 네 단계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놀이 형태들이 동시다발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연구들(Coplan & Arbeau, 2009; Xu, 2010)이

등장하였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놀이가 점차 집단화된다고 주장

하였던 Parten의 이론과는 다르게, 유아기 초기에도 집단화된 놀이가 나

타난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재

원 시기가 빨라지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서면서,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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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김송

이, 이재선, 2006; 손지영, 박수경, 2016; 이대균, 임자영, 2009; 이원영,

손은애, 2006; 황인애, 배지희, 2007)이 주로 4, 5세 유아들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보다 어린 연령인 3세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발달과 관련된 요인에는 연령 이외에

도 성별(임현주, 2014; Rose & Rudolph, 2006)이 존재한다. 임현주(2014)

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남아의 경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여아의 경

우 놀이상호작용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또래놀

이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

다. Rose와 Rudolph(2006)의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여아는 남아와는 놀이에서 다른 방식

의 상호작용 양식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해, 또래와의 놀이에서 일어나

는 상호작용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아는 또래 관계에서

친밀하고 애정을 보이며 신뢰를 쌓는 정서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는 반면, 남아는 놀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정

서성에 주목하여 놀이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비롯한 개인적 발

달 요인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주로 또래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을 비롯한 유아의 개인적 변인 외에도, 가정이나 유

아교육기관과 같은 환경적인 변인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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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사와 어머니의 다중 응답을 활용한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사

용되어 왔고,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포함해 유아의 여러 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사, 어머니의 평정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윤혜린,

2013; 박지현, 김연진, 2016; 정계숙, 구강민, 2009; Grietens, Onghena,

Prinzie, Gadeyne, Van Assche, Ghesquiere, & Hellinckx, 2004; Kerr,

Lunkenheimer, & Olson, 2007)도 존재한다.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무엇보

다도 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

머니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유아에 대한 측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어머니의 경우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이에서 유아의 놀이에

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유아에 대

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세심한 평가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다.

유아를 바라보는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평

정자 간 일치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윤혜린

(2013)은 4, 5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평정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Grieten과 동료들

(2004)은 5, 6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지각 일치도를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평정 일치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와 교사 간의 평정 일치도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 간의 평정

일치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외현화 문제보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평가의 일치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아의 문제행

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지각 차이가 드러났다. Kerr, Lunkenheimer와

Olson(2007)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 교사 지각에 대

한 연구에서, 교사, 어머니, 아버지의 순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수준을 높

게 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계숙과 구강민(2009)은 유아의 주의력결

핍과잉행동 특성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 간의 평정 일치도를 알아본 연구

에서, 교사가 어머니보다 유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을 더 많이 드

러낸다고 평정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지현과 김연진(2016)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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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대하여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영역 모두

교사보다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수준을 더 높이 평정했다는 결과를 밝혔

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문제행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 발달과 관련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교사

는 어머니보다 유아의 부정적 행동 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어

머니는 교사보다 유아의 긍정적 행동 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경향

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한 명의 유아를

바라보는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었기에,

이를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에 대해 보

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발달에는 환경적 요인, 즉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놀

이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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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 요인

1)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1) 정서조망수용의 개념과 발달

정서조망수용이란 유아가 자기 자신만의 정서와 기분에서 벗어나서 다

른 사람의 정서와 기분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즉,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유아가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타인 지향적

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서조망수용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의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

다.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정서를 판단하여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의 발달(Sweetser, 1987)을 의

미하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써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발달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사회인지 발달은 크게 자신에 대한 이

해,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세 가지 갈래로 분류

되어 연구되어 왔다(김지예, 2006). 이 중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는 사회

인지 발달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이

루어져 오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자신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이해

하는 조망수용의 원활한 발달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과 연관될 수 있고,

이는 유아교육기관 적응, 나아가 사회에서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유아의 정서는 생후 초기 2년을 거치며 발달하기 시작하며, 기쁨, 공

포, 분노, 호기심 등의 일차 정서가 발달된 이후 보다 복잡한 인지적 능

력이 요구되는 당황, 죄책감, 수치심, 질투 등의 이차 정서가 발달하게

된다(이승은, 2010). 또한 유아의 정서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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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긍정적 정서는 기쁨을 의미하고, 부

정적 정서는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등을 포함한다(성미영, 권기남,

2010). 유아의 긍정적 정서가 발달할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될 수

있다(Isen, 1999)는 연구의 결과들이 등장하면서 긍정적 정서 발달을 지

원하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과도 연관될 수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

서, 유아의 긍정적 정서 발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왔다.

한편, Denham과 동료들(Denham & Couchoud, 1990; Denham &

Kochanoff, 2002)은 정서조망수용과 함께 정서적 인과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상황에서 맥락적으로 드러나는 단서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를 해석하는 정서조망수용과 더불어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가

진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인과추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송하나, 2005). 이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가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추

론할 수 있는 정서적 인과추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유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망수용과 정서적 인과추론을 함께 사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됨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발달을 둘러싼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

아의 정서조망수용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로는 유아의

성별,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망수

용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의 결과(송하나, 2005)가 존재하였으나, 몇몇 선

행연구들(박하연, 이순형, 2016; 정덕희, 김은주, 2009)은 성별에 따른 정

서조망수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유아의 성별에 따

라 정서조망수용이 같게 나타나는지 혹은 다르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면

밀히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정서조망수용과

관련된 발달 요인 중 두 번째로는 유아의 연령이 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인지 발달의 요소인 정서조망수용도 증가한다는 연구의

결과들(윤복희, 김희진, 2012; 최미숙, 최선미, 2015)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정서조망수용의 경우 인지 조망수용이나 사고 조망수용과는 달리

다소 빠른 시기인 3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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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의 관계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유아의 높은 정서조망수용이 긍정적인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이

나 사회적 관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도 있었지만, 정서조망

수용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

하지 않다거나 오히려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의 결과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정서조망수용이 또래놀이 상호작용(LeMare & Rubin,

1987), 친사회적 행동(Perry & Bussey, 1984), 사회적 기술(김진경,

2001), 이타적 행동(박지숙, 박영신, 2013), 어린이집 일과적응(정덕희, 김

은주, 2009), 또래놀이 접근 및 수용행동(성인순, 이승연, 2014)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있었다. 이들 선행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정서조망수용을 가지고 있는 유아일수록 또래놀

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고(LeMare & Rubin, 1987), 친사회적 행

동을 많이 보였으며(Perry & Bussey, 1984),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사회

적 기술(김진경, 2001)의 수준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서조망

수용이 높은 유아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행동(박지숙, 박영신,

2013)을 많이 했고, 어린이집 일과 적응(정덕희, 김은주, 2009)을 잘 해내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망수용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위한 접근 행동에서 제안하는 행동을 많이 나타냈고, 또래와의 놀이를

위한 수용 행동 중에서는 적극적 수용 행동과 조건부 수용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의 결과(성인순, 이승연, 2014)가 있었다.

그러나 정서조망수용과 유아의 또래 놀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

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난다는 연구 역시 존재

하고 있었는데,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nes(1985)는 조

망수용이 또래의 요청을 수락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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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annotti(1985)는 유아의 조망수용과 자발적 친사회적 행동 사이

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이 서로 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어, 정서조망수

용이 높은 유아의 경우 또래놀이 상호작용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띄

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Iannotti, 1985; Jones, 1985)에서는 유

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행동과 정서조망수용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분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

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

(1)친사회적 거짓말의 개념과 발달

친사회적 거짓말(prosocial lie)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획

득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과는 다

르게, 타인을 위한 사회적 동기와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거짓말을 의미한다(Williams, Moore, Crossman & Talwar,

2015). 친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사회적 거짓

말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나고, 이를 유아가 직접 행동으로써 실

천한다. 유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

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관계의 지

속적인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는 친사회적 거짓

말로 분류된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언어적 표현을 인지적

으로 습득하여 이를 자신이 행동으로써 직접 타인에게 실천한다는 점에

대한 발달적 의미를 가진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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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정서가 자신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마음이론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Polak & Harris, 1999; Talwar &

Lee, 2008). 유아는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생각과 입장대로 말하고 싶은 욕구와, 상대방을 위한 선한 의도

에서 비롯된 사실이 아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즉 자기 지향적 입장과 타인 지향적 입장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유아는 점차 발달해가는 사회인지 능력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양보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그들의 마음을 고

려한 판단과 표현을 하게 된다.

한편 친사회적 거짓말은 유아가 거짓말을 하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

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Williams, Kirmayer, Simon과 Talwar(2013)는 친

사회적 거짓말의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친숙한 성인인 부모

와 친숙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유아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아가 친숙한 성인인 부모

보다 친숙하지 않은 성인인 연구 보조원에게 더 많은 친사회적 거짓말

행동을 나타냈다. 이는 유아가 친숙하지 않은 성인보다 평소 친밀한 관

계를 맺고 있는 부모에게 자신이 실망했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더

편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평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거짓말의 부정적 측

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

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고려한 연

구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

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3세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차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잦은 빈도로 사용된다

(Talwar & Lee, 2002). Bussey(1999)는 유아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사용

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친사회적 거짓

말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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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과 이순형(2014)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사회적 거짓말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

이다.

(2)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

직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

짓말이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박영아, 2009; 한은지, 박영아,

2016)이 존재하였다. 한은지와 박영아(2016)는 유아의 또래 놀이 행동과

친사회적 거짓말 이해, 그리고 또래 인기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 이해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교사 평정을 사용하였

고, 친사회적 거짓말과 놀이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또래 인기도

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아(2009)는 유아의 또래 인기도가 높을

수록 친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있고, 또래 인기도와 친

사회적 거짓말이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가 정적 상관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가진 연구들과는 달리, 이들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

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했다. Talwar와

Lee(2008)는 3세부터 8세 아동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유희적 거짓말을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이 친사회적 거짓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혜리와 이숙희

(2005)도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이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인기도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변인 간의 영향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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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지 못했다고 규명했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결과들이 다소 상반되어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고

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본 연구

를 통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

(1) 사회적 기술의 개념과 발달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란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며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edell & Lennox, 1997). 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인 가정이나 유

아교육기관 등에서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따르며, 사회 속에서 타당하다

고 인정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면서 성장해 나간다. 특히 유

아기는 전 생애발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적

절한 사회적 기술의 구성은 유아에게 중요한 발달의 과업이 된다.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은 간혹 혼용되어 온 경우가 있었는데, 사

회적 능력은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행동에서의 전반적인 효용성을 일컬

으며, 이러한 사회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사

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구성요소의 의미에서 평가되기도 한다(최명선, 김

지혜, 2006).

사회적 기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왔는데,

사회적 기술의 영역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 왔다. Sheridan(1997)은 사회적 기술을 자기통제, 협력성, 문제해결,

돕기, 나누기, 결정, 거절 수용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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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sham과 Elliot(1990)은 사회적 기술의 영역을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

제, 책임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술의 주장성은 유아가 자신

의 의견, 욕구, 기분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태도와 행

동이다. 협력성은 유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욕구

와 공동의 목표 사이를 절충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내는 유아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는 유아가 자신의 의사나 욕구, 기분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유아 스스로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행동만 실행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를 억제하는 능력

이다. 책임성은 유아가 직면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칙과 지도에 따라 자

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네 가지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발달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

인 성별과 연령, 그리고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인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에서 함께 지내는 교사와 어머니가 있다. 우선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

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 발달은 유아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거나(권희경, 2009), 혹은 나타나지 않는다는(김지

현, 한준아, 조윤주, 2015; 박영아, 2010) 선행연구의 결과가 존재하고 있

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

들(권희경, 2009; 정지나, 김지현, 2011)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기술

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연령 또한 유아의 사

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연령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있어 연령차가 나

타난 결과(권세은, 이순형, 2002; 성미영, 2006; 심희옥, 1998)가 존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김영옥, 윤경선, 2000)도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경우, 유

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에 따라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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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있어 연령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사회적 기술의 성차, 연령차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편 유아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며 점차 사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때 유아에게 사회적 기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인이 바

로 교사와 어머니이고, 이들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관찰이나 중

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깊이 관여할 수 있

는 인적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송주연, 이선영, 2017; Lane,

Stanton-Chapman, Jamison, & Phillips, 2007).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

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역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였다.

Lane, Stanton-Chapman, Jamison과 Phillips(2007)는 사회적 기술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

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사와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협력성에서는 유사한 지각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자기통제와 주

장성에서는 서로 다른 지각 수준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교사보다 유

아가 주장성과 자기통제 기술을 사회적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보여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송주연과 이선영(2017)은 교사와 양육자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각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교사가 양육자보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평정했던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교사가 평정한 또래놀이 상호

작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였지만,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기술을 매개하여 기관에서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였

다. 이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기술이 기관에서의 사회적 기술로 연계되어

또래와의 원만한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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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술에 대

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유아가 가진 현재 발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유아의 발

달을 지원하고 자극할 수 있는 경험을 잘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

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 수준에 대해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경우

에는 자녀가 무력감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Kochanska & Aksan, 2004),

자녀에 대한 발달 요구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자녀의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Maccoby, 1980). 따라서, 유아

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과 그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 요인을 모두 고려

하고, 유아의 개인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차까지 유의하여 살펴본다면, 사

회적 기술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2)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는 연구자들의 많은

주목과 관심 속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와 관

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높은 사회적 기술이 긍정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를 갖고 있었다. 사회적 기술과 또

래놀이 상호작용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결과를 가진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자면,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2010)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

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기술

의 대인관계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이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Coolahan, Fantuzzo, Mendez와

McDermott(2000)은 성공적인 사회적 기술의 획득이 긍정적인 또래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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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형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유아의 낮은 사회적 기술이 위축된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진 선행연구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곽아정과

이기숙(2007)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유아의 위축과 고립을 야기해 낮

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아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사회적 기술은 양

질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낮은 사회적 기술

은 부적응적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 점에 유의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발달적 양상,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

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 시기와 발달 특성 등이 규명되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발달적 요인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탐색과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Coplan & Arbeau, 2009; Trawick-Smith et al.,

2011; Xu, 2010).

유아는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원활한

상호작용도 경험하지만 갈등과 중단, 그리고 해체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상대방의 기분과 정서, 마음 상태가 자신의 기분, 정서, 마음 상태와

다를 수 있음을 아는 정서조망수용이 발달되어 있으면,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있어 원만하고 순조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

서조망수용의 발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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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타인의 정서가 자신과 다름을 아는 정서조망수용과 더불어, 타

인의 정서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행동인 친사회적 거짓말의 발달이 동반되어 있다면,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정서조망수용이 유아가 다른 사람의 정서가 자신과 다름을 유

아가 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친사회적 거짓말은 이보다 한

층 더 발달한 개념으로써 유아가 가진 정서조망수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친사회적 의도의 거짓 진술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이지혜, 송하나, 2014).

한편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인지 능력 발달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 하는 연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유아의 사회인지적

발달에 속하는 정서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거짓말과 관련될 수 있다. 배

율미와 조광현(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타인을 위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김예은(2016)의 연

구에서도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유아가 가진 긍정적 정서성이 정적 상관

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마음 상태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마음 상태가 자신과 다를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이를 타인을 위한 선한 의도의 친사회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유아가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원만하고

순조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아가 가진 개인 내

적 발달 영역인 사회인지 발달이 더 유연하게 또래나 교사를 비롯한 타

인에게 원활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술이 함께 발달된다

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은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사회적 환경

인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또

래놀이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기술과 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지

속적으로 관찰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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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머니가, 자신이 속한 서로 다른 환경적 맥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아

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맥락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의 사회

적 발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존재하고(Kochanska & Aksan, 2004; Maccoby,

1980), 교사와 어머니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irch & Ladd, 1998; Powell,

Son, File & San, 2010)도 존재하기에,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교사

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

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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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

의하였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고, 교사

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도출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과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1-4.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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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1.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3-2.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

용, 친사회적 거짓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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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연구문제에 포함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또래놀이 상호작용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사회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Howes,

1980).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1998)을 최혜영, 신혜

영(2008)이 수정 및 번안한 교사용 아동 또래놀이 행동 척도(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Korean Children)로 측정하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어머니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

는 Fantuzzo, Mendez와 Tighe(1998)이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또래놀

이 행동 척도(PIPPS-P: The Parent Version of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Young Childre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교사용, 어머니

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또래와의 놀이에

서 경험하는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놀이상호작용은 또래 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놀이 행동이나 또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놀이방해는 또래 사이의

놀이에서 갈등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인 놀이 행동을 의미한다.

놀이단절은 유아가 놀이를 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놀이를

시작하더라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단되는 행동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로 측정

된 수준을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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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조망수용

정서조망수용이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추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Oswald, 1996; Underwood & Moore, 1982). 본 연구에서의 정서

조망수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과 친구가 느끼는

정서가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유아의 반응과 그 이

유를 추론하는 반응이며, 이에 따라 평정한 수준을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3) 친사회적 거짓말

친사회적 거짓말은 유아가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은

거짓 진술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Bok, 1978).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친숙한 성인과 친구와의 대면 상황에서 우호

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긍정적인 의도의 거짓 진

술에 대한 이해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4)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목표를 지

향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며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edell & Lennox, 1997).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SSRS: Social Skills Rating System)를 교사와 부모용으로 수정 및 번

안한 서미옥(2004)의 K-SSRS로 측정하였다. 교사, 부모용 사회적 기술

척도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유아가 상호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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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책임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술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장성은 유아가 자신의 의견, 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

현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협력성은 유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

동체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공동의 목표 사이를 절충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내는 유아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는 유아가 자신

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유아 스스로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행동만 실행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

를 억제하는 능력이다. 책임성은 유아가 직면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칙과

지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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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

방법과 연구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적합한 연구 대상의 선정, 자

료 수집 방법, 연구 도구의 구성과 내용,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자료 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805/001-001).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연구 목적에 따라 서울과 부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2곳의 3, 4, 5세 유아 15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만을 유의표집한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프로그램 및 일

과 운영에는 차이가 있어(김은영, 권미경, 2013),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

사의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을 3, 4, 5세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유아의 또

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4, 5세를 대상(김송이,

이재선, 2006; 손지영, 박수경, 2016; 이대균, 임자영, 2009; 이원영, 손은

애, 2006; 황인애, 배지희, 2007)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아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의 또래 관계를 확립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3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

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임민정, 2016). 둘째, 인지나 사고

조망수용과는 달리, 정서조망수용은 다소 빠른 시기인 3세 초반부터 발

달하고(배율미, 조광현, 2017), 4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offman(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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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전체
3세 4세 5세

성별
남아 24 27 25 76

여아 27 26 25 78

전체 51 53 50 154

감정이입의 발달단계에 따라 생후 36개월이 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언어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복잡하고 다

양한 감정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셋째, 유아의 친사

회적 거짓말은 3세를 기점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고(Talwar & Lee, 2002),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정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3, 4, 5세

유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표시한 유아 180명에게 정서조망수용 과제와 언어이해 검사를 실

시하였으나,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낸 뒤 다시 돌려보내지 않거나 결석

등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서 탈락된 26명을 제외한 뒤 총 154명을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 유

아는 총 154명이며, 이는 3세 51명(남아 24명, 여아 27명), 4세 53명(남아

27명, 여아 26명), 5세 50명(남아 25명, 여아 25명)으로 구성되었다. 3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47.2개월(범위: 42개월～52개월), 4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59.6개월(범위: 54개월～64개월), 5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70.9개

월(범위: 65개월～76개월)로 나타났다.

<표 Ⅳ-1> 연구 대상 유아의 구성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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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인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해당하는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사회적 기술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지가

배포되었다. 어머니에게는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질문하는 문항을

추가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교사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의 수만큼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각 유아

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그들의 가정에 대한 사

회인구학적 배경을 수집하였고 이는 <표 Ⅳ-2>롤 통해 제시하였다. 유

아의 경우 출생순위는 외동이 54명(34.8%)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들 중 첫째는 54명(34.8%), 둘째는 45명(29.0%), 셋째 이상이 1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재원기간은 6개월 미만이 73명

(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46명

(29.7%), 2년 이상이 32명(20.6%),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직업은 전업주부가 5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이 47명(30.3%), 사무관리직이 43명(27.4%), 기타가

4명(3.2%), 판매서비스직이 3명(2.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87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

이 37명(23.3%), 전문대 졸업이 25명(16.1%), 고등학교 졸업이 4명

(3.2%), 기타가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직업은 전문

기술직이 64명(41.3%), 사무관리직이 6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14명(9.0%), 생산노동직이 12명(8.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86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이 42명(27.1%), 전문대 졸업이 22명(14.2%),

고등학교 졸업이 4명(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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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유아

출생순위

외동 54 34.8

첫째 54 34.8

둘째 45 29.0

셋째 이상 1 1.4

재원기간

6개월 미만 73 47.3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 2.3

1년 이상 2년 미만 46 29.7

2년 이상 32 20.6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직 47 30.3

사무관리직 43 27.4

판매서비스직 3 2.3

전업주부 57 36.8

기타 4 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3.2

전문대 졸업 25 16.1

4년제 대학 졸업 87 56.1

대학원 재학 이상 37 23.3

기타 1 1.4

(N=154)

<표 Ⅳ-2>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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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64 41.3

사무관리직 64 41.3

판매서비스직 14 9.0

생산노동직 12 8.4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2.6

전문대 졸업 22 14.2

4년제 대학 졸업 86 56.1

대학원 재학 이상 42 27.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 1.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1.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 11.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 19.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6 16.8

600만원 이상 76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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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용, 어머니용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정서조망수용과 친

사회적 거짓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연구도구는 아래

와 같다.

1) 또래놀이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연구 대상 유아의 교사와 어머니가 설문

지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정되었다.

첫째, 교사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를 최혜영, 신혜영(2008)이 수정 및 번

안한 교사용 아동 또래놀이 행동 척도(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Korean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의 구성과 활

용에서의 타당도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아동학 전문가 2인에

게 자문을 구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교사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연구 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사가 직접 평정하였으며,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각 반에서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수만큼 교사가 직접 설문지에 응

답하였다. 설문지에는 유아가 평소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특성

을 바탕으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놀이상호작용 9문항

(예: 친구를 돕는다.), 놀이방해 13문항(예: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놀이

단절 8문항(예: 놀이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사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평정

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 점수는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하위요인 별로 포함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뒤 나온 총점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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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고, 점수는 1점부터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측정 문항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위요인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해당하는 점수는 역방향으로 코딩하여, 세 하위요인 모두가 점수가 높아

질수록 높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

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

래놀이에서 놀이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놀이방해와 놀이방해는 감소함을

뜻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높게 평정

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Fantuzzo, Mendez, &

Tighe(1998)이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또래놀이 행동 척도(PIPPS-P:

The Parent Version of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Young

Children)를 연구자가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의 구성과

활용에서의 타당도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아동학 전문가 2인

에게 자문을 구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

도는 평소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 대상 유아의 어머니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어머니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놀이상호작용 12

문항(예: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놀이방해 9문항(예: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놀이단절 9문항(예: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용 또래

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

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점수도 교사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하위요인 별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뒤 나온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고, 점수는 1점부터 4점까

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용 또래놀이 상호작용 설문지도 교사

용과 마찬가지로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측정 문항은 서

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위요인인 놀이방해와 놀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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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Cronbach’s α

교사 응답

놀이상호작용 9 .813

놀이방해 13 .860

놀이단절 8 .859

전체 30 .823

어머니 응답

놀이상호작용 9 .816

놀이방해 12 .812

놀이단절 9 .830

전체 30 .898

절에 해당하는 점수는 역방향으로 코딩하여, 세 하위요인 모두가 점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정

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에서 놀이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놀이방해와 놀이방해는 감소함을 뜻하였으며, 유아

의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높게 평정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 개

수는 <표 Ⅳ-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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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조망수용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Harwood와 Farrar(2006)가 개발한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Task를 수정 및 보완한 Farrant, Devine, Maybery

와 Fletcher(2012)의 과제를 연구자가 수정 및 번안해 사용하였다. 이야

기 과제에 사용된 질문과 그림 카드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아동학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두 사람(해당 유아와 그 유아의 친구)이 각각 같은

혹은 다른 정서를 느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과제 12개를 들려

주고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아 정서조망수용 검사의 경우 긍정 정서(행복)와 부정 정서(슬픔)의

두 가지 정서를 활용하여 12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나와 친구의 4가지

정서유형(둘 다 행복한 상황, 둘 다 슬픈 상황, 나는 행복하고 친구는 슬

픈 상황, 나는 슬프고 친구는 기쁜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평가하

는 검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유아와 일대일로 대면한 상황에서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

를 시행하였다. 과제 시작 전,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 카드(<부록 1> 참조)

에 제시된 두 가지 표정(긍정 정서-행복/부정 정서-슬픔)이 무엇인지 유

아에게 질문하고, 유아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과제 수행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Denham, 1986). 사전 과제

는 유아가 정서를 잘 구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만 사용되

었기 때문에, 정서조망수용 과제의 점수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유아가

틀린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유아가 과제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과제에 등장할 유아의 친구를 직접 선

택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을 측정하는 내용이 담긴 과제의 문항이

한 개 끝날 때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유아가 정서 카드에 나와 있

는 표정을 선택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정하였다. 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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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당 질문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정도가

어떠한지는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질문으로 평정하였고, 정서조망수용을 추론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라는 질문으로 평정하였다. 유아는 해당 질문에 대해 정

서 카드에 나와 있는 긍정/부정 정서의 표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

자의 질문에 대답하였고, 정서조망수용을 추론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의 경우에는 유아의 자유 응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에 제시되었던 상황은 유아가 기관 또는 가

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들(예: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놀러갔는데 모두 나와만 놀고 싶어 하고 친구랑은 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상황)로 구성되었다. 이야기 과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나, 친구)의

표정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아가 응답을 선택하기 이전에 편향된 정

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유아가 이야기 과제에

등장하는 자신의 친구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여, 이야기 과제 수행에 자

신의 정서를 보다 원활하게 이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는 연구자가 제작한 그림카드를 사용해 유아

와 일대일로 대면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카드는 제시된

상황별로 각 1개씩 사용되어 총 12개의 그림카드가 사용되었으며, A4

규격의 사이즈로 흑백 인쇄된 그림을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정서

조망수용 이야기 과제의 그림카드는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따로 제작되었

다. 이는 이야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대상 유아와 동일한 성별로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야,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친

근함과 선호도에 따른 정서 추론의 편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Repacholi & Trapolini, 2004). 본 연구의 정

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에 사용된 그림 카드와 정서 카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과제에 대한 채점은 유아와 친구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응답하고 그에

대한 이유까지 정확하게 추론하여 대답하면 3점, 유아와 친구의 정서만

상황에 맞게 응답했을 경우 2점, 유아와 친구 둘 중 한 명의 정서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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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서

(나–친구)

1. 너희가 색칠놀이를 같이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너희 둘

다 엄청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행복

2. 너랑 OO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어떤 애가 와서 밟아

버렸어. 네 장난감은 부러졌는데, OO이 장난감은 멀쩡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행복

3. 너희가 놀이터에서 놀 때, 모두 너랑 놀고 싶어 하는데

OO이랑은 안 놀고 싶어 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슬픔

4. 우리 반 친구가 생일파티를 하는데, 너는 초대를 못 받았

고, OO이는 초대를 받았대.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행복

5. 술래잡기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 잡으려고 뛰다가 둘 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슬픔

<표 Ⅳ-4>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 내용

황에 맞게 응답했을 경우 1점, 상황에 맞지 않게 응답했을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정서조망수용 점수의 범위는 0～36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이 발달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되었던 구체적인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의 내용은 <표 Ⅳ-4>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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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너희가 선생님한테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되냐고 물어봤

는데 선생님이 둘 다 나가서 놀라고 허락하셨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행복

7. 너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블록이 모자라서 가지

러 갔어. 너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OO이 집만 무너

뜨렸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슬픔

8. 너희가 바깥놀이를 나가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둘 다 집

에 하루 종일 있어야 했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슬픔

9. 너희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찾았어. 너는 장난감을 가질

수 없는데, OO이는 장난감을 가질 수 있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행복

10. 너희가 주사위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너는 이겼고 OO

이는 졌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슬픔

11. 선생님이 너희한테 책을 읽어주시는 동안 조용히 하지

않았다고 혼내셨어.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슬픔 - 슬픔

12. 너희가 과자를 발견했는데, 둘 다 과자를 먹어도 돼.

-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OO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행복 - 행복

너: 연구 대상 유아 / OO이: 연구 대상 유아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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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사회적 거짓말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손은경,

2001; 이지혜, 송하나, 2014; 정서연, 2017; Bussey, 1999)에서 사용되었

던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를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

러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유아에게 해당 상황이 나와 있는 그

림 카드와 함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야기 과제에 사용된

질문과 그림 카드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아동학 전문가 2인

에게 자문을 구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는 유아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대상에 따

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유아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와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대로 대답할 것인지 혹은 친사회적 의도의 거짓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 이야기 과제에 응답하였다. 친

사회적 거짓말 이야기의 내용과 채점 기준은 <표 Ⅳ-5>를 통해 제시하

였다.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에 사용된 그림 카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과제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손은경, 2001; 정

서연, 2016; 이지혜, 송하나, 2014; Williams, Kirmayer, Simon, &

Talwar, 2013)에 따라 친숙한 성인인 어머니, 아버지와 친구로 구분하였

다. 과제를 통해 유아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

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이 때 유아가 자신의 욕구가 투영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과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과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유아가 평소 자주 접하는 어

머니, 아버지, 친구로 선정하였다(Popliger, Talwar & Crossman, 2011).

또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인 버섯볶음(최미자, 이길동, 김호년,

2010), 비누(Talwar, Murphy & Lee, 2007) 또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선

정하였는데, 유아가 사물에 대한 호감을 근거로 자신의 대답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친사회적 거짓

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에 대한 선행연구(정혜린, 이순형, 2014)에 근

거하여 채택된 사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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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 역시 정서조망수용 과제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유아와 연구자가 일대일로 대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연

구자가 제작한 그림카드를 이야기와 함께 동시에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와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도

남아용, 여아용을 따로 제작하였고, 한 이야기별로 3장의 그림카드를 사

용해 총 9장의 그림 카드가 사용되었다.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의 세부

내용과 채점 기준은 <표 Ⅳ-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Ⅳ-5>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 내용

1. 엄마와 버섯볶음

이야기 과제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버섯볶음을 만드시고 너한테 얼른 와서

먹어보라고 하셨어. 네가 생각했을 때는 버섯볶음이 맛이 없

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너한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 그

러면 너는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할거야?

“맛이 없어요.”라고 대답 할 거야? 아니면 “맛있어요.”라고 대

답할거야?

평가 - “맛이 없어요.”: 0점 /

“맛있어요.” : 1점 부여, 추가 질문 1

추가 질문 1

왜 “맛있어요.”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모르겠어요.” “그냥요.” : 1점 점수화

친사회적 의미가 담긴 답변 : 2점 점수화

추가 질문 2

엄마가 “맛있어요.”라는 대답을 듣고, “버섯볶음 더 줄까?”라

고 물어봤어.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거짓말의 앞, 뒤가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경우: 추가점수 없음

거짓말의 앞, 뒤가 잘 맞는 타당한 답변일 경우

: 추가 점수 1점 부여(총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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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빠와 선물

이야기 과제

아빠가 집에 오실 때 선물을 사 오셨는데, 너한테 얼른 와서

뜯어보라고 하셨어. 선물을 뜯으니까 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비누가 들어 있었어. 아빠가 너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

셨어. 그러면 너는 아빠한테 뭐라고 대답할거야?

“별로예요”라고 대답 할 거야? 아니면 “맘에 들어요”라고 대

답할거야?

평가 - “별로예요”: 0점

“맘에 들어요.” : 1점 부여, 추가 질문 1

추가 질문 1

왜 “맘에 들어요.”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모르겠어요.” “그냥요.” : 1점 점수화

친사회적 의미가 담긴 답변 : 2점 점수화

추가 질문 2

아빠가 “맘에 들어요.”라는 대답을 듣고, “이거 같이 갖고 놀

까?”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거짓말의 앞, 뒤가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경우: 추가점수 없음

거짓말의 앞, 뒤가 잘 맞는 타당한 답변일 경우

: 추가 점수 1점 부여(총 3점)

3. 친구와 그림

이야기 과제

네가 미술 영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옆에

와서 자기 그림을 보여줬어. 네가 보기엔 친구 그림이 이상

하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너한테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어떠냐

고 물어봤어. 그럼 너는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할거야?

“이상해.”라고 할 거야? 아니면 “멋있다.”라고 대답 할 거야?

평가 - “이상해.”: 0점 / “멋있다.” : 1점 부여, 추가 질문 1

추가 질문 1

왜 “멋있다.”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모르겠어요.” “그냥요.” : 1점 점수화

친사회적 의미가 담긴 답변 : 2점 점수화

추가 질문 2

친구가 “멋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네 것도 그려줄까?”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평가 – 거짓말의 앞, 뒤가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경우: 추가점수 없음

거짓말의 앞, 뒤가 잘 맞는 타당한 답변일 경우

: 추가 점수 1점 부여(총 3점)



- 45 -

4)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담임교사와 어머니가 제공된 설문지에 응답함으

로써 측정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SSRS:

Social Skills Rating System)을 교사와 부모용으로 수정 및 번안한 서미

옥(2004)의 K-SSRS를 사용하였다.

첫째, 교사용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는 협력성 9문항(예: 게임이

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의 순서를 지킨다.), 주장성 5문항(예: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한다.), 자기통제 7문항(예: 또래의

압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으로 총 3가지 하위영역의 21문항으

로 구성된다. 담임교사는 평소 해당하는 연구 참여 유아가 보이는 사회

적 기술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직접 설문지에 응답한다. 교사용 사회

적 기술 설문지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정은 1점(전혀

아니다), 2점(가끔 그렇다), 3점(매우 자주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에 해당하는 각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했다.

둘째, 어머니용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는 협력성 6문항(예: 자발

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주장성 11문항(예: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거나 밀칠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책임성 8문항(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은 피한다.), 자기통제 7문항으로 총 4가지 하위영역의

32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평소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기술의 특성

을 바탕으로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어머니용 사회적 기술 설문지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정은 1점(전혀 아니다), 2점(가끔

그렇다), 3점(매우 자주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요인(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했다. 또한 본 과제는 상당수의 연구에

서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미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신은수 외, 2010; 조은정, 정주선, 2011; 강현경,

2009).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회적 기술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는 <표 Ⅳ-6>와 같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용, 어머니용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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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교사용

주장성 5 .776

협력성 9 .811

자기통제 7 .872

전체 21 .909

어머니용

주장성 11 .814

협력성 6 .799

자기통제 7 .686

책임성 8 .758

전체 32 .890

지는 <부록 3>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Ⅳ-6> 사회적 기술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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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망수용과 친사

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의 면접에 사용되는 질문의 적합성, 조사에 소

요되는 시간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산시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3, 4, 5세 유아 각 4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정서조망수용 과제에서 유아

가 장난감을 사러 가서 돈을 내는 장면이나 친구와 함께 넘어지는 장면

등에서 유아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림 카

드들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본조사에 반영하게 되었다.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에서는 친사회적 거짓말의 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

해서는 과제 수행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

야기 속 사물인 김밥, 연필이 유아의 평소 사물에 대한 선호나 호감도와

연관되어 과제를 집중해서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최미자, 이길동, 김호년, 2010; Talwar,

Murphy & Lee, 2007)를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가 대상인 과제에서는 김

밥을 버섯볶음으로, 아버지가 대상인 과제에서는 연필을 비누로 바꾸어

본조사에 적용하였다.

또한 정서조망수용 과제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답하는 데에 유아 1

명 당 약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친사회적 거짓말 과제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답하는 데에는 유아 1명 당 약 5～10분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언어이해 소

검사(3세: 수용어휘, 상식 / 4, 5세: 상식, 공통성)에 대한 예비조사도 함

께 실시되었는데, 언어이해 검사도 각 유아 당 약 10～15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2회에 나누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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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 그리고 언어이해 검사를

시행하였다.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문항 적합성과 질문에 대한 이

해도를 알아보고자 한 예비조사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에 참

여한 유아의 교사와 어머니에게 배부되어 결과를 수집하였다. 교사용 설

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이었으며,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아 본조사에서도 동일한 설문지를 유치원

교사들에게 배포해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 역시 응답 소요 시간은

5～1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지 않고 본조사에 참여하는 유아의 어머

니들에게 배부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2

곳의 유치원에서 3, 4, 5세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중 연구에 참여하

는 것을 동의한 유아와 해당 유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해당 유아들의 교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805/001-001). 조사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면하여 직접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연구 참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가기도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과제 수행 전

유아들에게 다시 한 번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구두로 물어보아, 연구

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과제 수행을 어려워하는 경우 즉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 49 -

정서조망수용 과제의 경우 유아가 연구자와 직접 일대일 상황에서 대

면한 상태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유아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도록 독립되고 조용한 공간인 특별활동실이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유아가 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된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유아에게

진행될 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을 하였다.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는 각 검사 당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일과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아가 인지적인 부담을 느끼

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경우 즉시 과제 실

시를 중단하였다.

교사와 어머니에게 배부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설문지는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

와 함께 동봉되어 전달하였다. 교사의 경우 연구 참여 유아가 속한 반에

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설문지 작성을 담당하였으며, 정담임과 부담임

교사가 한 반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 두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들을 나

누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 유아의 학급에 부담임 교사가 없

을 경우, 담임교사가 설문지에 모두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유아를

통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등원 시에 다시 밀봉된 서류봉투를

전달받는 형식으로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연구

자가 조사를 위해 유치원을 방문한 날 전달되어 작성이 완료된 후 수거

하였다. 교사와 어머니에게 배부했던 설문지 180부 중 154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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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쌍

체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이 사용되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

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기술통계

를 분석하였다. 둘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

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

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한 쌍체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

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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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

짓말,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각각의 연구문제 별

로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의 일치 여부와 이에 대한 연

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

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 양상 및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및 사회

적 기술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기술통

계를 실시해 본 결과는 <표 Ⅴ-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점수는 척도의 하위 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

해, 놀이단절로 각각 평정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산출하

여 활용하였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해당하는 점수는 놀이상호작용과

같은 의미를 갖게끔, 역방향으로 설문의 응답을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즉, 놀이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놀

이방해와 놀이단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놀이를 방

해하거나 놀이로부터 단절되는 행동이 덜 나타나게끔 자료를 코딩하여,

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활발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하였다.

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점수는 유아에게 연구자가 직접 시

행한 이야기 과제의 점수를 각 유아별로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유

아의 사회적 기술 점수는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교사용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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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협력성, 자기통제, 어머니용은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의 요

인으로 각각 평정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산출하여 활용하

였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상은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

용,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사회

적 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어머니

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전체 점수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09점(SD=.2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전체 점수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22점

(SD=.35)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보다

높았다. 이는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각각 평정했

을 때,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는 유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있어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평균 2.78점

(SD=.4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평균 3.29점(SD=.39)

으로 나타났다. 놀이방해에서는 교사 지각이 평균 3.04점(SD=.42), 어머

니 지각이 평균 3.14점(SD=.41)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에서는 교사 지

각이 평균 3.52점(SD=.47), 어머니 지각이 평균 3.26점(SD=.47)으로 나타

났다.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의 경우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게 평정했

고, 놀이단절의 경우 교사가 어머니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었다. 이는 어

머니가 교사보다 유아가 놀이에서 상호작용은 많이 보이지만, 놀이를 방

해하는 행동은 덜 나타낸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교사는 어머니보다 유아

가 놀이에서 단절행동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36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0.12점(SD=5.58)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유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

서조망수용을 보이고 있으나, 표준편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차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평균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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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9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4.64점(SD=2.73)을

기록하고 있었다. 친사회적 거짓말의 경우에도 정서조망수용과 마찬가지

로 다소 높은 표준편차를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이 개인차를 보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점수를 해

석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살펴보자면,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전체 점수는 평균 2.43점(SD=.36)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장

성에서 평균 2.36점(SD=.47), 협력성에서 평균 2.66점(SD=.33), 자기통제

에서 평균 2.20점(SD=.5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

적 기술 전체 점수는 평균 2.33점(SD=.30)이었으며, 주장성에서 평균

2.37점(SD=.37), 협력성에서 평균 2.06점(SD=.41), 자기통제에서 평균

2.57점(SD=.33), 책임성에서 평균 2.29점(SD=.35)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경우 하위요인 중 주장성과 협력성은 교사가 어머니보다

높게 평정했으며 자기통제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게 평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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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N=154)

M SD 최소값 최대값

또래놀이

상호작용

교사

지각

놀이상호작용 2.78 .40 1.67 3.67

놀이방해 3.04 .42 2.08 3.77

놀이단절 3.52 .47 2.13 4

전체 3.09 .29 2.30 3.67

어머니

지각

놀이상호작용 3.29 .39 2 4

놀이방해 3.14 .41 2.17 3.92

놀이단절 3.26 .47 1.89 4

전체 3.22 .35 2.37 3.97

정서조망수용 30.12 5.58 13 36

친사회적 거짓말 4.64 2.73 0 9

사회적

기술

교사

지각

주장성 2.36 .47 1 3

협력성 2.66 .33 1.78 3

자기통제 2.20 .50 1 3

전체 2.43 .36 1.52 3

어머니

지각

주장성 2.37 .37 1 3

협력성 2.06 .41 1 3

자기통제 2.57 .33 1 3

책임성 2.29 .35 1 3

전체 2.33 .30 1 3

<표 Ⅴ-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전반적인 양상

주. 놀이방해, 놀이단절: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에서 방해, 단절

행동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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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차이

연구 대상인 3, 4, 5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또래놀이 상호작용

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2>, <표 Ⅴ

-3>과 같다.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지

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경우, 놀이방해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t=2.18, p<.05). 즉, 교사는 여아가 남아보다 놀이에

있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덜 보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임현주, 2014; Rose & Rudolph, 2006). 어머

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경우, 놀이상호작용(t=2.25,

p<.05)과 놀이방해(t=3.19, p<.01), 그리고 전체 점수(t=2.53, p<.05)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석하자면, 어머니는 여아가 남아

보다 또래와의 놀이에서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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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n=76) 여아(n=78)
t

M(SD) M(SD)

교사

지각

놀이상호작용 2.78(.37) 2.78(.43) .04

놀이방해 2.97(.43) 3.12(.40) 2.18*

놀이단절 3.54(.47) 3.50(.47) -.48

전체 3.06(.30) 3.12(.28) 1.17

어머니

지각

놀이상호작용 3.22(.36) 3.36(.41) 2.25*

놀이방해 3.04(.41) 3.24(.39) 3.19**

놀이단절 3.23(.49) 3.28(.47) .67

전체 3.15(.35) 3.29(.33) 2.53*

<표 Ⅴ-2>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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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연령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교사가 지각한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는 놀이상호작

용(F=7.41, p<.01)과 놀이방해(F=5.17, p<.01)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는 4, 5세 유아들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이 3세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놀이방해 행동 역시 3세보다 4, 5세

에서 덜 나타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들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능력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김영선, 1999; 박화윤, 안라리, 2006). 그

러나 어머니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다고 지각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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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연령에 따른

차이

(N=154)

3세

(n=51)

4세

(n=53)

5세

(n=50) F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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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지각

놀이상호작용 2.62(.45) 2.91(.25) 2.81(.44) 7.41**
a

b

b

놀이방해 3.18(.42) 2.92(.38) 3.03(.43) 5.17**
b

a

a

놀이단절 3.60(.45) 3.42(.45) 3.54(.51) 2.02

전체 3.12(.28) 3.05(.23) 3.10(.35) .88

어머니

지각

놀이상호작용 3.29(.40) 3.26(.41) 3.33(.38) .36

놀이방해 3.07(.43) 3.16(.41) 3.19(.39) 1.27

놀이단절 3.25(.47) 3.24(.49) 3.28(.47) .08

전체 3.19(.35) 3.21(.36) 3.26(.35) .5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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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t F Scheffé

정서

조망수용

성별

남아 76 29.20 5.96

2.05*여아 78 31.03 5.06

전체 154 30.12 5.58

연령

3세 51 26.69 5.67

20.18***

a

4세 53 30.85 5.23 b

5세 50 32.86 3.88 b

전체 154 30.12 5.58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망수용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망수용을 살펴보면, 여아(M=31.03,

SD=5.06)가 남아(M=29.20, SD=5.96)보다 높은 정서조망수용의 평균 점

수를 갖고 있었고, 정서조망수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t=2.05,

p<.05)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정서조망수용을 갖고 있었

고, 이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송하나, 2005; 이지선, 정옥분, 2002)와

일치하고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조망수용을 살펴보자면, 5세 유아(M=32.86,

SD=3.88)가 3세 유아(M=26.69, SD=5.67)와 4세 유아(M=30.85, SD=5.23)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

른 정서조망수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F=20.18,

p<.001). 이를 통해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이 점차 정교하게

발달해 나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

망수용 또한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의(윤복희, 김희진, 2012; 최미숙, 최선

미, 2015)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 3,

4, 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망수용의 차이와 전반적 양상

은 <표 Ⅴ-4>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Ⅴ-4>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의 양상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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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t F Scheffé

친사회적

거짓말

성별

남아 76 4.46 2.59

.79여아 78 4.81 2.86

전체 154 4.64 2.73

연령

3세 51 3.82 2.27

4.14*

a

4세 53 4.76 2.99 b

5세 50 5.34 2.70 b

전체 154 4.64 2.73

3)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을 살펴보면, 여아(M=4.81,

SD=2.86)가 남아(M=4.46, SD=2.59)보다 높은 친사회적 거짓말의 평균

점수를 갖고 있기는 했으나,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친사회적 거짓말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혜린, 이순형,

2014; Bussey, 1999)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을 살펴보자면, 5세 유아(M=5.34,

SD=2.70)가 3세(M=3.82, SD=2.27)와 4세(M=4.76, SD=2.99) 유아보다 높

은 친사회적 거짓말에서의 평균 점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14, p<.05).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

을 위한 선한 의도의 친사회적 거짓말 사용이 능숙해진다는 결과를 제시

한 선행연구(Talwar & Lee, 2002)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양상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표 Ⅴ-5>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Ⅴ-5>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의 양상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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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교사 지각, 어머니 지각)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래 제시된 <표 Ⅴ-6>와 <표 Ⅴ

-7>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

술의 성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자면, 남아가 여아보다 주장성(M=2.39,

SD=.48)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었고, 여아는 남아보다 협력성

(M=2.69, SD=.30)과 자기통제(M=2.21, SD=.50)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었다. 사회적 기술의 전체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교사는 여아

(M=2.45, SD=.35)가 남아(M=2.41, SD=.37)보다 높은 사회적 기술을 갖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사는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적 기술에

있어 주장성이 더 나타나고, 협력성과 자기통제가 덜 나타난다고 지각하

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양상을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

과, 주장성은 5세(M=2.46, SD=.51), 3세(M=2.36, SD=.46), 4세(M=2.29,

SD=.4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협력성은 5세 유아(M=2.68, SD=.36)

가 3세(M=2.62, SD=.32), 4세(M=2.64, SD=.31)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통제에서도 5세 유아(M=2.30, SD=.56)가 3세(M=2.12, SD=.49), 4세

(M=2.19, SD=.44) 유아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기

술의 전체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교사는 5세 유아(M=2.50, SD=.42)가 3

세(M=2.39, SD=.34), 4세(M=2.41, SD=.31) 유아보다 높은 사회적 기술

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지만,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성별에 따른 양상에 대해 살펴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주장성(M=2.38, SD=.36), 협력성(M=2.06,

SD=.39), 책임성(M=2.32, SD=.36)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통

제(M=2.58, SD=.33)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사

회적 기술을 바라보았을 때, 사회적 기술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을 높게 보여주며 자기통제는 남아보다 낮게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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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의 전체 점수

를 살펴보았을 때도, 어머니는 여아(M=2.34, SD=.29)가 남아(M=2.33,

SD=.29)보다 높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양상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자

면, 주장성은 3세(M=2.39, SD=.43), 4세(M=2.37, SD=.32), 5세(M=2.36,

SD=.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성은 4세(M=2.11, SD=.39) 유

아가 3세(M=1.97, SD=.42), 5세(M=2.08, SD=.43)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었다. 자기통제의 경우 4세(M=2.63, SD=.29), 5세

(M=2.55, SD=.31), 3세(M=2.53, SD=.38)의 순으로 높았으며, 책임성은 4

세(M=2.31, SD=.27)와 5세(M=2.31, SD=.35) 유아가 3세(M=2.25,

SD=.42)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었다. 사회적 기술의 전체 점수를

살펴보자면, 4세 유아(M=2.37, SD=.25)가 3세(M=2.29, SD=.35), 5세 유

아(M=2.33, SD=.29)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음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기술의 성차(김지현, 한준아, 조윤주, 2015; 박

영아, 2010)와 연령차(김영옥, 윤경선, 1999)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성별(권희경,

2009)과 연령(권세은, 이순형, 2002; 성미영, 2006; 심희옥, 1998)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힌 선행연구와의 결과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점

에 유의하여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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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의 성별에 따른 차이

(N=154)

남아(n=76) 여아(n=78)
t

M(SD) M(SD)

교사

지각

주장성 2.39(.48) 2.35(.47) -.57

협력성 2.61(.35) 2.69(.30) 1.47

자기통제 2.18(.50) 2.21(.50) .47

전체 2.41(.37) 2.45(.35) .61

어머니

지각

주장성 2.36(.38) 2.38(.36) .40

협력성 2.05(.44) 2.06(.39) .12

자기통제 2.58(.33) 2.56(.33) -.23

책임성 2.26(.34) 2.32(.36) 1.16

전체 2.33(.31) 2.34(.29) .23

<표 Ⅴ-7>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의 연령에 따른 차이

(N=154)

3세(n=51) 4세(n=53) 5세(n=5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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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지각

주장성 2.36(.46) 2.29(.44) 2.46(.51) 1.55

협력성 2.62(.32) 2.64(.31) 2.68(.36) .32

자기통제 2.12(.49) 2.19(.44) 2.30(.56) 1.34

전체 2.39(.34) 2.41(.31) 2.50(.42) 1.25

어머니

지각

주장성 2.39(.43) 2.37(.32) 2.36(.36) .07

협력성 1.97(.42) 2.11(.39) 2.08(.43) 1.71

자기통제 2.53(.38) 2.63(.29) 2.55(.31) 1.20

책임성 2.25(.42) 2.31(.27) 2.31(.35) .55

전체 2.29(.35) 2.37(.25) 2.33(.2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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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연구문제 2)

1)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차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교사의 지각과 어머니의 지각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쌍체 t-test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결

과는 <표 Ⅴ-8>과 같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세 가지인 놀이상호작

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해 보자면, 우선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어머니(M=3.29,

SD=.39)가 교사(M=2.78, SD=.40)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

며, 놀이상호작용의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2.26,

p<.001). 이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은 점수를 평정했음을 의미하며, 유아가 또래

와 놀이할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행동을 어머니가 교사보다 더 긍정적

이고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놀이방해를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M=3.14, SD=.41)의 지각이 교사(M=3.04, SD=.42)의 지각보다 높은 평

균 점수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30,

p<.0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놀이방해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유

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낮은 방해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방해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분

석해보자면, 어머니는 교사보다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놀이단절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교사(M=3.52, SD=.47)가 어머니(M=3.26, SD=.47)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2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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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아의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에 대해 어머니가 교사보다 더 긍

정적인 평정을 했던 것과는 반대로, 놀이단절에 있어서는 교사가 어머니

보다 더 긍정적인 평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교사는 어

머니보다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동떨어지거나 놀이를 중단하는

행동을 덜 보인다고 인식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활발

하게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장소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또래놀이 행

동에 대해 홀로 떨어지거나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어머니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전체 점수에 대한 교사와 어머

니의 지각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M=3.22, SD=.35)는 교사

(M=3.09, SD=.29)보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높게 평정하고 있었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94, p<.001). 이는 어머니가 교사보

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자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교사는 유아의 또래 놀

이에서 놀이단절 행동이 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또래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놀이상호작용 행동은 더 보이고, 놀이방해 행동은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어머니가 교사보

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

적 행동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남을 밝

힌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지현,

김연진, 2016; 정계숙, 구강민, 2009; Kerr et al., 2007). 또한 유아의 또

래놀이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세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

이단절에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과 인식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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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구분
교사 어머니

t
M(SD) M(SD)

놀이상호작용 2.78(.40) 3.29(.39) 12.26***

놀이방해 3.04(.42) 3.14(.41) 2.30*

놀이단절 3.52(.47) 3.26(.47) -5.25***

전체 3.09(.29) 3.22(.35) 3.9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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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의

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쌍체 t-test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Ⅴ-9>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송주연, 이선영, 2017; 조용태,

1998; Lane et al., 2007)에서 분석한 방법을 참고하여 어머니용 설문지에

만 포함되었던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책임성은 제외하고, 교사와 어

머니가 평정한 사회적 기술의 공통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를 비교하였다.

먼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주장성에 대해서는 어머니(M=2.38,

SD=.37)가 교사(M=2.37, SD=.47)보다 높게 평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협력성에 대해서는 교사(M=2.65, SD=.33)

가 어머니(M=2.06, SD=.41)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었고, 협력

성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4.55, p<.001). 즉,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공동의 목표 사이

를 절충하면서 사회적으로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어머니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자기통제의 경우 어머니(M=2.58, SD=.33)

가 교사(M=2.20, SD=.50)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고 있던 결과로 나타났다(t=8.66, p<.01).

즉, 어머니는 교사보다 유아가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교사(M=2.43,

SD=.36)가 어머니(M=2.33, SD=.30)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9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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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사회적 기술에 대해 교사는 유아의 협력성이 더 높게 나

타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통제가 더 높게 나타

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교사가 어머니보다 유아의 협력성을 높게 평정

했다는 결과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김

정아, 1990). 전반적으로는, 교사가 어머니보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교사와 어머니

가 각각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라는 맥락

과 환경에서 기인한 차이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Ⅴ-9>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

구분
교사 어머니

t
M(SD) M(SD)

주장성 2.37(.47) 2.38(.37) .19

협력성 2.65(.33) 2.06(.41) -14.55***

자기통제 2.20(.50) 2.58(.33) 8.66***

전체 2.43(.36) 2.33(.30) -2.97**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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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관계 (연구문제 3)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정서조

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및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

우선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정서조망수

용, 친사회적 거짓말,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Ⅴ-10>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

다.

첫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세 영역과 정서조망수용의 관계를 살펴보

면, 놀이상호작용만이 정서조망수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r=.289, p<.01)

을 보였다. 이는 유아가 타인의 정서와 기분을 이해하는 정서조망수용이

발달하면, 또래 놀이에서 상호작용적 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정서조망수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이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나, 이를 다

른 사람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발화 능력과 기술인

친사회적 거짓말로 연결되지 않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놀이 상호작용 전

체는 사회적 기술 전체(r=.734, p<.01), 주장성(r=.573, p<.01), 협력성

(r=.702, p<.01), 자기통제(r=.60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69 -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놀이상호작용이

사회적 기술 전체(r=.682, p<.01), 주장성(r=.602, p<.01), 협력성(r=.430,

p<.01), 자기통제(r=.701,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놀이방해

의 경우 사회적 기술 전체(r=.376, p<.01), 협력성(r=.518, p<.01), 자기통

제(r=.29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놀이단절의 경우 사회

적 기술 전체(r=.479, p<.01), 주장성(r=.572, p<.01), 협력성(r=.442,

p<.01), 자기통제(r=.27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는 유아가 높은 정서조망수용과 사회적 기

술을 갖고 있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에서 높은 상호작용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이 발달할수록 또래놀이 상

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행동의 발달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박지숙, 박영신, 2013; 성인순, 이승연, 2014;

LeMare & Rubin, 1987; Perry & Bussey, 1984). 또한 유아가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가 두드러지는 사회적 기술을 높게 나타낼수록 또래놀

이 상호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능력이 발달함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일치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곽아정, 이기숙, 2007; 신은수

외, 2010; Coolahan et al., 2000).

그러나 친사회적 거짓말의 경우에는, 교사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

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교

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유아가 정서조망수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이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나, 이를 다

른 사람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친사회적 발화 능력과

기술로 연결되지 않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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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정서조망수용 1

2. 친사회적 거짓말 .267** 1

사회적

기술

3. 주장성 .236** .021 1

4. 협력성 .123 -.001 .467** 1

5. 자기통제 .283** .064 .631** .652** 1

6. 전체 .253** .036 .788** .840** .916** 1

또래놀이

상호작용

7. 놀이

상호작용
.289** .017 .602** .430** .701** .682** 1

8. 놀이방해 -.107 -.067 .115 .518** .297** .376** -.040 1

9. 놀이단절 .094 .003 .572** .442** .275** .479** .231** .335** 1

10. 전체 .093 -.034 .573** .702** .604** .734** .490** .758** .739** 1

<표 Ⅴ-1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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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정서조망

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기술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Ⅴ-11>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은 유

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전체 점수(r=.173, p<.05)와 놀이상호작용

(r=.200,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와는

달리 정서조망수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놀이단절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존

재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교사의 지각과 마

찬가지로,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이를 상세히 분석해보자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전체 점수는

사회적 기술 전체(r=.522, p<.01), 주장성(r=.425, p<.01), 협력성(r=.242,

p<.01), 자기통제(r=.554, p<.01), 책임성(r=.54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놀이상호작용은 사회적 기술

전체(r=.640, p<.01), 주장성(r=.553, p<.01), 협력성(r=.336, p<.01), 자기

통제(r=.563, p<.01), 책임성(r=.60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놀이방해는 사회적 기술 전체(r=.312, p<.01), 자기통제(r=.476,

p<.01), 책임성(r=.40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놀이단절은

사회적 기술 전체(r=.388, p<.01), 주장성(r=.429, p<.01), 자기통제(r=.341,

p<.01), 책임성(r=.37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해석하자면,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주장성이 높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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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은 높아지고 단절은 낮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

으며,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하는

협력성이 높아질수록 놀이상호작용 행동도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자신의 욕구와는 맞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적합

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통제 기술과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

어진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책임성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또래와의

놀이에서 상호작용 행동은 증가하고, 방해와 단절은 감소한다고 지각하

고 있었음을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자기통

제가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강지혜, 이

경님, 2011; 황윤세, 2008)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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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정서조망수용 1

2. 친사회적 거짓말 .267** 1

사회적

기술

3. 주장성 .317** .081 1

4. 협력성 -.023 -.087 .323** 1

5. 자기통제 .207** .001 .478** .445** 1

6. 책임성 .271** -.059 .562** .476** .631** 1

7. 전체 .255** -.018 .801** .697** .748** .833** 1

또래놀이

상호작용

8. 놀이

상호작용
.200* -.027 .553** .336** .563** .604** .640** 1

9. 놀이방해 .111 .001 .133 .151 .476** .403** .312** .490** 1

10. 놀이단절 .129 -.054 .429** .142 .341** .374** .388** .506** .524** 1

11. 전체 .173* -.031 .425** .242** .554** .547** .522** .776** .851** .826** 1

<표 Ⅴ-11>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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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3, 4, 5세 유아들의 또래놀

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어

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

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에 재원중인 3, 4, 5세 유아 154명과 연구 대상 유아의 교사,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에게는 이야기 과제에 대한 면접

조사를, 유아의 교사와 어머니에게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여 유아의 또

래놀이 상호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을 측정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었고,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는 남아보다 또

래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놀이에

서의 방해 행동은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여아가 또

래와의 놀이에서 더 높은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

미은, 최선녀, 2016; 임현주, 2014)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4,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

용이 3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류칠선, 최유경, 2015)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교사는 여아가 남아보다 놀이방해를 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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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도 여아가 남아보다 놀이방해는 덜 나타

내고 놀이상호작용은 더 많이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래놀이 상

호작용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교사만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또래놀

이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교사는 4, 5세 유

아가 3세 유아보다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더 보이고, 놀이방해 행동은 덜

보인다고 인식했다.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

조망수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5세 유

아가 3세, 4세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

아가 남아보다 높은 정서조망수용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하

연, 이순형, 2016),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망수용의 발달도 증가한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정덕희, 2009)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세 유아는 3세와 4세 유아보다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거짓말 발달을 나

타내고 있었고, 이는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이지혜, 송하나, 2014; 정서연, 2017)와 일치하는 부

분이다.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에 차이가 없다(정혜린, 이순형,

2014)는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차이가 있다(강현경, 박영신, 2014)는 결과

를 밝힌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이 발현

되는 실제 상황이나 맥락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유

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관찰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면, 유

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의 발달적 양상과 성차, 연령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모두에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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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박영아, 2010)와 연령차(윤진주, 김영실, 2011)가 있음에 대해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척도는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의 하위요인을 중점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사회

적 기술은 상기 하위요인 이외에도 다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유아마다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 척도 뿐 만 아

니라, 사회적 기술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을 쌍체 t-test

로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는 교사보다 유아의 또래놀이에서 놀이상호작

용은 더 많이 나타나고, 놀이방해는 덜 나타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교

사는 어머니보다 유아가 또래놀이에서 놀이단절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던 윤혜린(2013)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부분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박지현, 김

연진, 2016; 정계숙, 구강민, 2009; Grieten et al., 2004; Kerr et al.,

200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교사보다 보다 더 긍정적이고 우

호적인 시각에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또한 쌍체 t-test를

통해 비교하여 보았는데, 어머니는 교사보다 유아가 자기통제를 잘 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어머니보다 유아가 협력성을 더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는 유아가 사회적으로 타인과

협력하는 기술을 어머니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유아

가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에 부합하게끔 조절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자녀의 자기통제를 더 높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선

행연구의 결과(Lane et al., 2007)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교사가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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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보이는 유아

의 협력성에 대해 높게 평정했다면, 어머니는 가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조절하는 자기통제에 대해 더욱 높

게 평정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에서

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정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래와 협력하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더 강

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가정에서는 활발한 또래 상호작용보

다는, 유아 개인의 발달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배운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는

유아의 행동에 더욱 방점을 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지

각은 다를 수 있다(Kochanska & Aksan, 2004; Maccoby, 1980). 그러나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유

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존재

(Birch & Ladd, 1998; Powell et al., 2010)하므로, 교사와 어머니가 서로

가지고 있는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인식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이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라는 다른 환경적 맥락에 있는 교사와 어머니가,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가정 연계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면,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

말, 사회적 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서조망수용, 사회적 기술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망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과 또래

간의 놀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행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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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서조망수용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정서조망

수용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선행연구(오세경, 정재

은, 김치곤, 2016; LeMare & Rubin, 1987)에서 밝혀진 것과 본 연구의

결과가 같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사회적 거짓말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았다. 교사와 어머니가 지각한 또래놀이 상호작용 모두 친사회적 거짓말

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사회적 거짓말을 비롯한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혜리, 이숙희,

2005; Talwar, Lee, 2008)와 일치한다. 이를 해석하자면, 유아가 다른 사

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인지적 발달 영역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행동으로 즉각적으

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유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기분과 마음 상태를 고려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인지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행동으로의 표출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교사와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으로 드러

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인지적 발달이 또래와의 사회

적 상호작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교육적 지원과

중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연구의 교육적, 실천적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

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모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교사와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라는 서로 분리된 환경에서 유아와 활발

히 소통한다. 유아는 기관과 가정에서 각기 다른 양상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사회적 기술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

하는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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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요인인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을 모두 측정해 활용하였고,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해 가지는 지각

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둘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그

리고 사회적 기술을 측정함에 있어 유아와 교사, 어머니가 모두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래와 놀이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

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회인지 발달 영역의 정서조망수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은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이야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유아가 또래

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지원하는 교사와 어머니의 설문 응답 또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둘러싼 좀 더 다양한 시각을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과 또래놀이 상

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이를 검증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 역시

가지고 있었다.

첫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상관관계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실제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자신

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분과 입장을 고려한 친사회적 거짓말을 직접적

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는 한정된 사회적 상황과 대상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제로 유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말

과 행동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의 직접 관찰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해

교사와 어머니가 보고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사회적 기술이 질문지 응답을 통해 보고될 경우, 실제 유아가 또

래와 놀이하며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가 누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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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아가 실제로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기술을 관찰한 정보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해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정서조망수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였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

사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유아

의 사회인지 능력과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교사와 어머니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기관-가정 연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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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 검사 도구

1) 유아의 응답에 사용된 표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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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조망수용 이야기 과제 그림 카드(여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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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 이야기 과제 검사 도구(여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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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어머니용 설문지

1) 교사용 설문지 –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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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용 설문지 –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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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Lie-telling,

Social Skills and Peer Play

Interaction of Children

: Focused on the perspective difference

of teachers and mothers

Kim, Hyojin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lie-telling and social skill by age and sex, (2) to compa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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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difference between teachers and mothers about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nd social skill, (3)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lie-telling and social skills.

Study participants were 154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teachers and mothers(51 of 3-year-olds, 53 of 4-year-olds, and

50 of 5-year-olds).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kindergartens in

Seoul and Busan. To measure the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lie-telling, children performed the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story task and prosocial lie-telling story task through

one-to-one procedure. Teachers and mothers of children were asked

to respond to questionnaires about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nd

social skil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ex and age in peer play

interactions among children,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irls

showed a higher level of play interaction behavior in peer

relationships than boys, and there was less interference in play. Play

interactions among children aged 4 and 5 were higher than those of

children aged 3. The average score for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was higher for a girl than for a boy, and five-year-old children had

a higher average score than a three-year-old or four-year-old

children. There were no sex or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skills.

Second, this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mothers' perception of peer play interactions and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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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thought that their child had more play interactions and had

less play interference. About social skills, mothers recognized that

children had more self-control ability than teachers, and teachers

recognized that children were more cooperative than mothers.

Finally, looking at the correlation of peer play interaction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lie-telling, and social skills,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social skills.

This results showed tha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eer play

interactions, improvement of social cognition ability and social skills

and consistent views from teachers and mothers are required.

keywords : peer play interaction,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lie-telling, social skills, perceptions of teachers and

mothers

Student Number : 2016-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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