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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관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영아의 월령(36~41개월, 42~47개월)과 성별에 따라 영

아의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 수

면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영아의 기질(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 수면의 질)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

응, 식행동,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36~41개월, 42~47개

월), 성별, 기질과 영아-교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가?

3-1. 영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

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2. 영아의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

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3. 영아의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

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4. 영아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

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5. 영아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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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와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아 147명의 응답 중 재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2명,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2명, 불성실하

게 작성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41명의 영아와 25명의 보육교

사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를 통

하여 조사했으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교사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

로그램에서 기술통계, t-검증,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은 42~47개월 영아가

36~41개월 영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 영역 중, 친사회성과 일과적응은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기질은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정서적 측면의 어린이집 적응 요소인 친

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측면의 어린이집

적응 요소인 식행동과 수면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

다.

셋째, 영아-교사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영아의 친사회성, 긍정적 정

서, 일과적응, 식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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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성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 수면의 질에 부

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은 식행동, 수면의 질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영

아-교사관계의 하위 영역 중 친밀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 관계가 친밀할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

응 중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 적응, 식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

계의 영향을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

의 월령, 성별, 영아-교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월령과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임을 밝힐 수 있었다.

주요어 : 영아, 어린이집 적응, 기질, 영아-교사 관계

학 번 : 2012-2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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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산업사회로 진입한 후,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하여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향상되었으며, 무상 보육 등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그 연령도 점차 하향화되고 보육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2015년 보

육통계에 의하면, 1,452,813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고, 이 중에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이다. 뿐만 아니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

용률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적응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과 교사, 또래와

같은 인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과나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과업을 수행하여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생

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아, 엄서영, 2012).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 신뢰감을 쌓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면서 놀

이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응

에 실패한 영유아는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생

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서소정, 2009; 우현경, 홍용희, 1998;

Howes & Smith, 1995). 특히 개별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에게 집단

보육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이현

숙, 조혜진, 2009), 영유아기의 부적응 경험은 이후 유아교육기관 및 학

교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숙경, 문혁준, 2010; Ladd & Price,

1987). 따라서 생애 첫 단체생활로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특

성에 주목한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의 연구를 토대로 하

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성, 자아

강도, 일과적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강경화, 2013; 문상희, 이경님,

2012; 배미연, 이순복, 2014;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신희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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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 2002; 양숙경, 문혁준, 2010; 윤아람, 2014; 이경님, 부예숙, 2013;

이현숙, 조혜진, 2009; 전미경, 2003; De Schipper, Tavecchio, Van

IJzendoor & Van Zeijl, 2004). 그러나 Jewsuwan 외(1993)의 척도는 유

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

서는 이 척도를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해보았을 때,

유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구분되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구체적으로 또래 간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또래유능성의

경우(임영심, 박은주, 문수백, 2012), 영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어린

이집 적응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만 2세 영아는

아직까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병행놀이 단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

적이며,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시작하는 단계

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적으

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의미하는 자아강도 역

시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평정하기에 부적절한 요인이다(양숙

경, 문혁준, 2010). 만 2세 영아는 아직 보다 비언어적이고 행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기표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

문이다(서동미, 김경란, 2009; 임영심 외, 2012).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봄에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구분이 필요하며, 무

엇을 적응의 지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집단보육을 받으면서 과거에는 가정의 역할

이었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조준우,

최일선, 2013). 특히 영아기는 무엇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

기이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며,

이때 형성되는 기본생활습관은 이후의 발달과 생활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아기부터 형성하는 대표적인 기본생활습관은 식사,

수면, 배설로 이때부터 영아는 생리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한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a). 이중 식사와 수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자, 어린이집의 영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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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은 하루의 주요 일과이다. 특히 음식과 낮잠을 거부

하는 것은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 중 하나이며(신희남, 2011), 영아가 어

린이집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식사와 수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영아의 식행동과 수면의 질은 어린이집 적응

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분리불안 혹은 문제행동이나 사회정서

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식사와 수면과 같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적응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보이는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등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함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적응으로서 식행동과 수면의 질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 요

인 중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기질 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

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일과적응의 경

우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연령의 아동이 더 수월하게 해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강경화, 2013; 송애란 외, 2015; 이현숙, 조혜진, 2009; 전미

경, 2003). 식행동의 경우 영아와 유아를 비교한 서소정 외(2009)의 연구

에서 유아가 영아보다 모든 식품군에서 식품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면의 경우, 월령이 증가할수록 주간수면시간과 전체수면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진욱, 2013), 영아의 수면의 질의 연령차

혹은 월령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화, 2013; 김혜선, 2009; 송애란 외, 2015; 전미

경, 2003). 식행동의 경우에는 여아의 식행동이 남아의 식행동보다 대체

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서

소정, 민인자, 신한승, 2009). 낮잠의 경우, 가정에서의 영아의 수면에 대

하여 연구한 김진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주간

수면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영아의 수면의 질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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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에서의 낮잠의 성차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사회정서적인 영역에 대한 적응의 연령차와 성

차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져왔으나, 어린이집 내에서의 적응적인

측면에서 식사와 수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

니라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연령차를 살펴보았으나, 발달차가 큰 영아의

특성 상 연령차뿐만 아니라 월령차가 존재하리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사회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습관인 식행동과 수면에서 월령차와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질의 경우 하위영역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순한 기질의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더 수월하게 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

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김진아, 권민균, 2005; 김향,

이소은, 2014; Belsky & Rovine, 1987; De Schipper et al., 2004). 그러나

기질의 하위영역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각 속성과 어린이집 적응

의 상관관계가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 영

역 중 활동성의 예를 들면, 여러 연구에서 활동성이 높은 영아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반면(김진아, 권민균, 2005; 장은미, 2008;

Barron & Earls, 1984), 활동성이 높은 영아가 적응을 잘하고(이경님, 유

혜선, 2014),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er-Cohen과 Bell(1988)의 연구

에서 활동성이 높은 유아가 교사 및 또래관계가 좋다고 보고된 바 있다.

활동성과 마찬가지로 기질의 세부 영역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분석

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기질과 어린이집의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식행동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영아는

처음 보는 음식이나 녹색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Forestell &

Mennella, 2012; Moding, Birch & Stifter, 2014), 식행동이 까다로운 영

아가 활동성이 높고, 먹는 양과 횟수가 규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

사 시 주의가 산만하다고 보고되었다(김윤정 외, 2005, 2006). 수면의 경

우, 주로 생애 첫 1년간의 기질과 수면행동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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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주 때 야간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영아는 생후 3개월에 더욱 짜증

스러운 경향이 있고, 기질의 접근 성향이 낮다고 밝혀졌다(Halpern,

Anders, Coll & Hua, 1994). 생후 4개월 때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순

한 기질의 영아보다 더 적게 자고(Weissbluth, 1983), 야간 수면 중 각성

하는 생후 6개월 영아는 기질의 자극 역치가 낮다(Carey, 1974). 여러 연

구에서 대체로 영아는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수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Scher, Epstein, Sadeh, Tirosh, & Lavie, 1992; Ward,

Gay, Alkon, Anders, & Lee, 2008; Weissbluth, 1983).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에서 기질과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정서적 적응의 관계는 대상이나 환

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본생활습관 측면의 어린이집 적

응인 식사와 수면에 대해서는 기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월령, 성별, 기질과 같은 영아의 개인 요인

과 어린이집 적응에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영아의 월령, 성

별, 기질과 같은 개인 요인은 어린이집의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아의 발달을 이

끄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김민영, 손수민, 2014).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용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기질과 식사 및 수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가정에서

의 식사와 수면으로 그 연구범위가 한정되어있으며, 기질과 어린이집에

서의 식사와 수면의 연관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영아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영아 외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적인 영아 외적요인으로는 교사요인이 있다. 영유아의 주양육자 역할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져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교

사와 부모가 그 역할을 나누어가지게 되었다. 즉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에게 교사는 또 한 명의 주양육자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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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연령이 낮을수

록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양숙경, 문혁준, 2010), 다른

연령에 비하여 영아에게는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교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영아가 기관에서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

로 탐색하며 안정적으로 일과를 보내기 위하여 필수적이다(배미연, 이순

복, 2014; Pianta, 1999). 영아는 기관에 재원하는 내내 교사와 연속적으

로 관계를 형성하며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든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교사와의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영아와 교사의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을 나타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또래관계가 원활하며(Howes, Matheson, & Hamilton, 1994),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에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가 조절효과가 있고,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모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의미 있는 변인임이 나

타났다(김영숙, 신나리, 2013).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형성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김숙희, 조민규, 김춘경, 2016; 김혜

원, 이지연, 2015; 송진숙, 송승민, 2011; 조유나, 최윤이, 2010)를 통해 가

정과는 또 다른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가 필요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식사 및 수면에 관한 교사 변인을 살

펴본 연구는 영양문제나 식품 섭취에 대한 인식(김혜민, 2009; 민인자,

2009; 이주희, 강은정, 김창임, 2011), 식사 지도 방식(강경희, 전홍주,

2012; 김지숙, 2003; 여윤재, 권수연, 2015), 낮잠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슬기, 2008), 낮잠 환경 구성 방식(Taggart, 2003) 등을 살펴본데 그쳤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한 영아와 교

사와의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요인인 수면과 식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 Birch

와 Ladd(1997)은 교사와의 관계를 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세 가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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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구분하였다. 친밀성은 아동과 교사의 관계에서 온정과 의사소통

의 개방성의 정도이며, 갈등성은 교사와 아동이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신

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의존성은 지나치게 교사에게 의존하는 특

성으로, 부모 관계와 교사 관계를 구분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의

존성이 높은 아동은 주변 환경이나 또래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Pianta & Steinberg, 1992).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는 학생-교사 관계

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가 제작이 되어

(Pianta, 2001),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사용이 되

었다(배미연, 이순복,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경님, 부예숙, 2013;

Buyse, Doumen, Van Damme, & Maes, 2008; Jerome, Hamre, &

Pianta, 2009; Mashburn, Hamre, Downer, & Pianta, 2006). STRS는 영

아를 대상으로도 확대되어 영아-교사 관계의 척도로도 사용되었다(김숙

령, 2010; 배미연, 이순복, 2014; 정미조, 김희진, 2009; Recchia, 2012;

Winer, 2007). 영아-교사 관계와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연구한 양숙경

과 문혁준(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교

사의 지지를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

응력이 높게 나타나지만, 교사와 친밀성이 낮고 의존성이 높은 영아는

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하여 영아와 교사의 친

밀한 관계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갈등 및

의존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화, 2013; 배미

연, 이순복, 2014; 윤아람, 2014). 그러나 아직까지 영아-교사 관계와 영

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식행동 및 영아의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식사와 수면의 중요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로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이라는 개인 요인과 영아-교사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아 대상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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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반영하는 주요 항목으로 사회정서적 적응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습관에 해

당하는 식행동과 수면의 질을 포함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양상을 파악하여 영아들의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

히 그동안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와 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질 및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

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영아의 어린이

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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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논하고, 영아의 기질 및 영아-교사 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의미와 구성요소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의미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살기 위한 노

력으로, 개인의 필요와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Lazarus, 1976).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교사, 또래뿐만 아니라, 일과나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과업을 수행하여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생

활하는 것이다(박영아, 엄서영, 2012).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어린이집은 영아가 교사와 또래와 같은 가족이 아닌 인물과 최초로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한 영아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더 자유롭고 풍부한 놀

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유능

성 및 또래관계를 함양하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김현주, 고경

필, 2015; 장은미, 2008).

하지만 개별적인 양육이 필요한 영아들에게 집단 보육 환경에 적응하

는 것은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Hughes, Pinkerton, &

Plewis, 1979). 뿐만 아니라 영아의 발달특성상 영아에게 애착대상과의

분리는 큰 불안을 가져다주는 요소이다. 영아기의 어린이집 적응은 새로

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애착 대상 전이라는 과업이 주어지기 때

문에 다른 발달단계의 적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아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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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은 영아-부모간의 애착 유지, 영아-교사 간의 애착 형성, 교사-부모

간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김윤숙, 조희숙, 2011). 즉

영아의 중요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교사로 전이하는 과정으로,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영아기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주양육자와의 분리라는 요소는 영아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

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전 생애의 토대를 형성하는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어린이집 적응을 이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여러 요소와 개인

내적 요소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정소희, 2011; Bronfenbrenner, 1994). 즉 가족, 또래, 주거 환경, 교육 환

경, 사회적 흐름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 요소와 영아의 연령, 성별, 기질,

발달 등 영아의 개인 요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함께 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이러한 환경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아의 발달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onfenbrenner,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단순히 입학 초기에 일어나

는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구수연, 2005). 영아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내내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해나간다. 그러나 그

동안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기적응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 이후의 영아의 모습

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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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구성요소

그동안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

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Jewsuwan, Luster,

Kostelnik(1993)의 연구에 따라 어린이집 적응을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성, 자아강도, 일과적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김영희, 1996;

배미연, 이순복, 2014; 서소정, 2009; 성영화, 정혜숙, 고태순, 2011; 송애

란 외, 2015; 이경님, 유혜선, 2014; 이명주, 유연옥; 2011, 이정희, 박은

주, 2012; 이현숙, 조혜진, 2009; 임영심 외, 2012; 허영순, 이주리, 2010;

Hall, Scher, Zaidman-Zait, Espezel & Warnock, 2012). 이전의 연구에서

는 어린이집 적응을 공격성, 부정적 정서성이나 문제 행동, 분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면, Jewsuwan 외(1993)의 연

구는 친사회성이나 긍정적 정서 등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아

동의 기관적응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범주화된 적

응의 척도로,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차이로 인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

응을 Jewsuwan 외(1993)의 연구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적응의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친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임영심 외, 2012). 친사회성은 영아기부터 발달하기 시

작하여 18개월 영아에게서도 어머니를 돕는 등의 간단한 친사회적 행동

을 발견할 수 있다(Rheingold, 1982). 영아는 걸음마기부터 타인과의 상

호작용 양식을 구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소통을 다양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Brownell & Brown, 1992), 만 2세 영아는 자신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에도 위로와 공감의 반응할 수 있다. 또

한 가족이나 교사와 같은 양육자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평

소 상호작용하는 또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

연구소, 2013a). 부모를 벗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 및 또래와 함께 생활

하는 영아는 사회적인 규칙을 익히며 친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동

시에 친사회성은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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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긍정적

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임영심 외, 2012). 교사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

는 것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아는 교

사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며

편안한 기분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영

아의 긍정적 정서는 어린이집 적응을 판별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일과적응 역시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일

과적응은 영아가 어린이집 일과를 이해하고, 규칙과 지시를 따르고, 정해

진 일과에 충실하며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숙경, 문

혁준, 2010). 영아가 하루 일과에 대한 흐름을 알고 예측하는 것은 영아

의 안정적인 기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기본

적으로 단체생활이므로 어린이집에서의 규칙과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

며, 주어진 일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환경이나 일과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금세 수용하는 것 역시 영아가 어린이집에 원활하게 적응하

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또래유능성의 경우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기에 적

합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만 2세 영아는 또래와 함께 생활하고 놀이

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에게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

하거나 나란히 놀면서 또래와 접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표준보육과정

에서도 2세 영아의 또래관계는 ‘또래에게 관심을 보인다.’, ‘또래의 모습

과 행동을 모방한다.’, ‘또래의 이름을 안다.’,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한다.’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a).

만 2세 영아는 아직까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병행놀이 단계를 보

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b).

자아강도 역시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평정하기에 부적절한

요인이다. 만 2세 영아는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개인의 선

호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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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개성과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이다(보건복지부, 육

아정책연구소, 2013a). 또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어휘수가

증가하지만, 아직은 보다 비언어적이고 행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하는 등 자기표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서동미, 김경

란, 2009; 임영심 외, 2012).

한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연령이 낮아지고, 보육 시간이 길어

지는 등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수가 증가하며 과거에는

부모의 역할이었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조준우, 최일선, 2013). 특히 인간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는 급격한

변화가 생기며, 생애 중 변화의 가소성이 가장 큰 시기로(임현주, 2014),

영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며, 이때 형성되는 생활 습관은

이후의 발달과 생활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기는 무엇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와 영아기

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별도로 기본생활영역을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보건복지부, 육아

정책연구소, 2013a). 특히 이중 식사와 수면 및 휴식의 경우 영아의 건강

과 발달에서 직결되는 문제이며, 어린이집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이자, 영아에게 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은 어린이집에서의 주요 일과이므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척도를 사용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사회정

서적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적응으로 범주화하여, 기존에 사용하였던 유

아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에서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자아강도로 사회정

서적 적응을 구성하고,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식행동과 수면의

질을 추가하여 두 요소를 기본생활습관 적응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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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 영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연령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연령

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만 0세, 만 1

세, 만 2세로 영아를 연령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송애란 외

(2015)의 연구에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자아강도, 일과 적응, 분리불안에

서 만 1세와 만 2세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하여 연구한 이현숙과 조혜진(2009)의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가 만 1

세 영아에 비하여 또래관계와 일과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성과 일과적응에서 만 2세 영아가 만

1세 영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강경화(2013)의 연구에서는 일과적응에

서만 연령차가 나타났으며,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자아강도, 분리불안,

공격성에 대한 연령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 어린이집 적응의

연령차를 조사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보다 수월

하게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식행동과 연령차에 관하여서는 영아와 유아를 비교한 서소정 외

(2009)의 연구에서 유아가 영아보다 모든 식품군에서 식품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식에 대한 까다로움이 감소하고

선호하는 식품군이 증가함을 밝혔다. 그러나 급간식에 있어서 연령차나

월령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수면의 경우, 월령이 증가할수록 주간수면시간과 전체수면시간이 짧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진욱, 2013), 영아의 수면의 질의 연령차 혹

은 월령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어린이집 적응의 월령차에 대한 연구는 수면시간에 대하여

연구한 김진욱(2013)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나 월령에 따른 발달차가 큰 영아의 특성 상 어린이집 적응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만 2세 영아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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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인 영아를 월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아의 성별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아

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애란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성, 일과 적응,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사회성과 일과 적응은 여아가 더 높았으며, 공격성은 남아가

더 높았다. 긍정적 정서, 자아강도, 분리불안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강경화(201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적응은 여아가 남아보다 잘

한다고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에서 여아가 유의미하게 더 높

았다. 또한 송애란(2015)의 연구와는 반대로 공격성에서도 여아가 남아

보다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분리불안, 자아강도, 긍정적 정서, 일과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성과 또래 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적 정서, 자아강도, 일과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와 비슷하게 김혜선(2009)의 연구에서도 친사회성, 또래관계, 자아강도에

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와 일과적응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행동의 성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아의 식행동이 남아의 식행동보

다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서소정 외, 2009). 또한 급간식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낮잠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주간 수면 시간이 긴 것으로 나

타났으나(김진욱, 2013), 영아의 어린이집 내에서의 수면에 관한 성차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정서적인 적응의 성차에 관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어린이집 내에서의 식사와 수면에

대한 성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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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

기질은 생애 초기 행동양식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생

물학적인 근거를 두고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

동의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Thomas & Chess, 1977; 1986). 이는 출생

직후부터 반응 및 행동양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기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고 변화할 수도 있다(Berk, 2006; Nigg,

2006; Thomas & Chess, 1977).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까다로운

영아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Thomas & Chess, 1977).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기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적

응 이후의 어린이집 생활에서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1) 기질과 사회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정서적 적응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이루어진 기질과 사회정서적 적응의 각 요소의 연관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친사회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사회성이

기질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질

은 정서적인 반응성과 조절에 대한 안정적인 개인차로(Berk, 2006), 기질

차로 인하여 생애 초기부터 반응 및 행동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즉 친사회적인 행동은 자신을 통제하고 감정과 행동에 대한

조절이 필수적이므로, 생물학적 기초인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경님, 부예숙, 2013).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현숙과 조혜진의 연구(2009)에서는 주의지

속성과 친사회성의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 중 접근성, 주의지속성, 반응역치가 높고 반응강도가 낮을수록 친사

회성이 높으며, 활동성, 주의분산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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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1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 보다 유의한 차이로 친사회성을 더 많이 보였으며(김미경,

정정란, 2005), 유아의 정서성, 사회성과 친사회성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는 연구결과와(이경님, 부예숙, 2013), 적응성, 규칙성, 반응성과 친사회성

이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가 존재했다(전일우, 2012). 또한 자기조절

이 잘 되고,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Laible, Carlo, Murphy, Augustine, & Roesch,

2014).

그동안 기질과 친사회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 결과가 서

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사회성은 영아기부터 발달이 이루어지

나, 그동안 친사회성과 기질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주로 유아

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성

격의 개인차인 기질은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Nigg, 2006;

Thomas & Chess, 1977). 기분(Mood)이나 정서성(Emotionality)은 기질

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질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관측하는 영아의 기질이 어린이집에서의 정서 상태와도

연관이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통하여 기분이나 정서성

뿐만 아니라 기질의 여러 속성이 어린이집에서의 정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송애란 외(2015)의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 중

접근성이 긍정적 정서를 설명함이 밝혀졌다. 이현숙과 조혜진(2009)의

연구에서 영아의 주의지속성과 긍정적 정서의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 중 접근성이 높을수록 반응강도가 낮을

수록 주의지속성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서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신희남, 2011).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에서의 긍정적 정서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났으나, 각 연구마다 긍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는 기질의 하위범주에서 불일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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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과적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물

리적 환경, 교사, 또래뿐만 아니라, 일과나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

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Thomas와 Chess(1986)

의 연구를 통하여 순한 기질의 아동은 적응이 빠르고 용이한 반면, 느리

거나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기질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적응적 기질이 높은 영아가 어린이집

에서도 일과를 파악하고, 지시나 규칙을 수용하며, 활동 중의 변화에 더

능숙하게 수행을 해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 중 접근성이 높을수록 반응

강도가 낮을수록 일과적응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신희남, 2011), 영아

의 주의지속성과 일과적응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도 했다(이현숙, 조혜

진, 2009).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활동성이 높을수록 일과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영희, 1996).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 일과적응과 기질의 하위영역의 상관이 상

이하며, 영아의 기질은 일과적응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

다는 한계점을 가진다(송애란 외, 2015).

(2) 기질과 기본생활습관 적응의 관계

먼저 기질과 식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애 초기의 기

질은 생후 24개월에서의 식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Hagekull,

Bohlin, & Rydell, 1997). 또한 기질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영아는 처음

보는 음식이나 녹색 채소를 덜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Forestell &

Mennella, 2012; Moding et al., 2014), 까다롭게 먹는 영아를 연구한 김

윤정 외(2005, 2006)의 연구에서는 식행동이 까다로운 영아가 활동성이

높고, 먹는 양과 횟수가 규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설, 수면, 깨어

나기 등 생체 리듬이 불규칙적이며, 식사 시 주의가 산만하다고 보고되

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Haycraft, Farrow, Meyer, Powe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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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sett(2011)의 연구와 Powell, Farrow와 Meyer의 연구(2011)에서는 영

유아의 식행동은 기질 중 정서성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줍음, 사회

성, 활동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Hafstad, Abebe,

Torgersen과 von Soest(2013)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

은 수줍음, 정서성, 사회성과 상관이 나타났지만, 활동성과는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강한 거부

감(Food Neophobia)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서성, 수줍음,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성이 높은 유아는 새로운 식품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

타내었으나, 그 밖의 기질적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liner & Loewen, 1997).

이처럼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생애 초기부터 유아기까지 기질과 식행동

과의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기질의 하위영역과 식

행동의 상관관계가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연구는 가정에서의 식행동으로 그 연구범위가 한정되어있으며, 어린

이집에서의 식행동과 기질의 연관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다음으로 기질과 수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여

러 연구를 통하여 생애 초기의 기질과 수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생

후 첫 1~2일의 수면양상은 8개월 이후의 영아의 기질을 예측하며

(Novosad, Freudigman & Thoman, 1999), 생후 3주 때 야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 영아는 생후 3개월에 더욱 짜증스러운 경향이 있고, 야간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3개월 영아는 기질의 접근 성향이 낮다고 밝혀졌

다(Halpern et al., 1994). 또한 생후 1년 동안 수면의 증가는 순한 기질

과 관련된 접근성, 규칙성, 적응성의 증가 및 주의분산성의 감소와 상관

이 있으며(Spruyt, Aitken, So, Charlton, Adamson, & Horne, 2008), 생

후 4개월 때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순한 기질의 영아보다 더 적게 자

고(Weissbluth, 1983), 야간 수면 중 각성하는 생후 6개월 영아는 기질의

자극 역치가 낮다(Carey, 1974). 걸음마기 영아에 대하여 연구한 Scher

외(1992)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 중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주의분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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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행동에서 상관이 나타났으며, Weissbluth(1983)의 연구에서는 기분,

적응성, 규칙성, 접근/회피성, 주의지속성이 수면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면장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Sadeh, Lavie와 Scher(1994)의 연구에

서는 걸음마기 영아 중 수면문제를 가진 아동은 수면문제가 없는 아동에

비하여 기질 중 적응성과 반응역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낮잠시간에

수면문제를 가지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기질 중 부정적 정서가

높고, 의도적 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ard et., 2008).

이처럼 대다수의 연구가 순한 기질의 영아가 수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보고되었으나, 각 연구마다 수면과 상관이 있는 기질의 하위영역

이 상이하며, 생후 1년 된 영아에 대한 조사에서 기질이 규칙적인 영아

는 더 이른 시간에 자고 더 오래 잤으나, 반면 더욱 자주 깨고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했다(Scher, Tirosh & Lavie,

1998).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는 가정에서의 수면으로 그 연구범위가

한정되어있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수면과 기질의 연관에 대하여서는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

1) 영아-교사 관계의 개념

영유아의 주양육자 역할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져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변화에 맞물려서 교사와 부모가 그 역할을 나누어가지게

되었다. 즉 교사 역시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서, 교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영아가 기관에서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

로 탐색하며 안정적으로 일과를 보내기 위하여 필수적이다(배미연, 이순

복, 2014; Pianta, 1999).

영아와 교사의 관계는 아동과 부모의 애착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Pianta, Hamre, & Stuhlman, 2003). 애착이란 영아가 주양육자와 형성

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69). Bowlby는 애착이



- 21 -

론을 통해 생애초기에 어머니와 영아가 형성한 애착관계가 생애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아와 어머니와의 애착과 교사와의 애착의

일치도를 살펴보며 영아-교사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Howes & Hamilton, 1993; Howes & Matheson, 1992).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교사와의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

한 영아가 또래관계가 원활하며(Howes et al., 1994),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그룹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적

응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재연, 이지현, 2005). 뿐만 아니

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가 조절효과가 있으

며, 부모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의미 있는 변인임이 나타

났다(김영숙, 신나리, 2013).

이후 Pianta와 Steinberg(1992)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애착이론과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 관계와는 다

른 속성을 가지는 학생-교사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였으며, 하

위범주를 갈등적인, 온정적인, 개방적인, 의존적인, 문제가 있는(거부적

인) 관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아와 교사 관계와 유아의 기관적응의 관

계에 대한 후속 연구로 유아와 교사 관계를 갈등성, 친밀성, 과도한 의존

성으로 하위범주를 다시 정의하였다(Pianta, Steinberg, & Rollins, 1995).

Pianta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Birch와 Ladd(1997)는 학생-교사 관계와

학교 적응의 관계를 연구하며 유아와 교사 관계를 친밀성, 갈등성, 의존

성으로 총 세 가지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이후 Pianta(2001)가 Birch와

Ladd(1997)의 연구를 토대로 학생-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제작하게 되며, 유아와 교사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영아를 대상으로도 확대되어

본 척도가 사용되었다(김숙령, 2010; 배미연, 이순복, 2014; 정미조, 김희

진, 2009; Recchia, 2012; Winer, 2007).

STRS의 각 하위영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친밀성은 영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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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관계에서 온정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보육

환경에서 아동의 기관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영아가

교실에서 중요한 인물인 교사와 온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아의

기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개방적으

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영아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친밀성은 부모

의 애착 관계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아는 교사와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할 때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안전기지로 삼아 환경을 적극

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Pianta et al., 2003).

갈등성은 교사와 영아가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신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와의 마찰을 자주 경험하는 영아를 교사를 지지자로서 느

끼지 못하며, 이는 기관 적응을 악화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갈등관계는

영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분노나 불안을 야기하며, 외로움이나 소

외감,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Pianta et al.,

2003).

의존성은 지나치게 교사에게 의존하며, 독점욕이 강하고 교사에게

“매달리는” 영아의 특성을 가리킨다. 의존성은 친밀성과 대조되어 교사

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애착과 구별 짓게 하는 개념으로, 영아의 기관적

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영아는 주변 환경

탐색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 교사에게 의존성이

높은 영아는 기관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Pianta et al., 2003).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유

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강

민정, 2015; 문상희, 이경님, 2012; 배미연, 이순복, 2014; 안선희, 2002;

양숙경, 문혁준, 2010).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관계가 원

활하며(Howes 외, 1994; Howes & Hamilton, 1993), 교사와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한 그룹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유치

원 생활 적응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재연, 이지현, 2005).

또한 유치원 교사와의 관계는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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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Pianta, 1994).

비교적 최근 들어 영아와 교사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배미연, 이순복,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경님, 유혜선, 2014). 유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영아와 교사 간

의 친밀성은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갈등성 및 의존

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유아용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구성하는 범주의 각 하위영역에 따라서 영아-교사 관

계와 어린이집 적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아-교사 관계와 사회정서적 적응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영아-교사 관계와 친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과거 부모의 역할이었던 사회화의 역할을 이제는 교

사가 더불어서 맡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배미연, 이순복, 2014).

따라서 영아교사는 영아가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어린이집에서 영아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며, 언어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은 영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교사 및 또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규칙을 제시하거나, 영아에게 사회적

인 행동의 역할 모델로 기능하며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친사회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교사와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바탕으로 친사회성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하여 영아-교사

관계에서 친밀성이 높고, 갈등성과 의존성이 낮을수록 친사회성이 높다

는 것이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0).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사 관계

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남아는 친밀성, 갈등성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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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여아의 친밀성과 갈등성이 여아의 친사회성에 정

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부예숙, 2013).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와의 애착 형

성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교사와 안정적

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부모와의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어린이집 환경

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

사와의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영아는 교사를 안전기지로 활용할 수 없

게 되며, 교사와 마찰을 자주 경험한 영아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거나,

소외감이나 외로움,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반

면,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유아는 환경이나 또래에 대한 탐색을

주저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외로움을 보일 수 있다. 이

처럼 교사와의 관계는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정서와 상관이 있으며, 실

제 연구를 통해서도 교사와 친밀성이 높고 갈등성과 의존성이 낮을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높다고 밝혀졌다(배미연, 이순복,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마지막으로 일과적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아의 일과적응은 반복되

는 일과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의 규칙과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반복을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다음 상황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유아는 교사와의

안정 애착을 형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집에서 탐색과 참여가 가능해진다(Howes & Smith, 1995). 그러나 어린

이집에서의 규칙이나 일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영아는 불안해하거나 반사

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우현경, 홍용희, 1998), 교사는 영아에

게 일관되면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여 영아에게 한계를 설정해주고,

일과 계획 시 영아가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영아의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의

지지를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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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지만, 교사와 친밀성이 낮고 의존성이 높은 영아는 일과

적응이 낮게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0).

3) 영아-교사 관계와 기본생활습관 적응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고, 기능적으로 미숙하여 보호

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영유아기에 자연스럽게 일

어나는 일상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인격형성, 신체 발달 및 기초생활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와 수면은 영아의 일상을 구성하

고 있는 주요 요소이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는 식사와 수면이 각

각 가정과 기관에서 분담이 되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

는 영아의 식사와 수면은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영아 모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가정과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영아의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식

사와 수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영아-교사 관계와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식행동 및 수

면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습관(김혜원, 이

지연, 2015; 조유나, 최윤이, 2010)과 수면습관(김숙희, 조민규, 김춘경,

2016; 송진숙, 송승민, 2011)을 형성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밝

힌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잘 형

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주양육자인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식사 및 수면에 관

한 교사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영양문제나 식품 섭취에 대한 인식(김혜

민, 2009; 민인자, 2009; 이주희 외, 2011), 식사 지도 방식(강경희, 전홍

주, 2012; 김지숙, 2003; 여윤재, 권수연, 2015), 낮잠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슬기, 2008), 낮잠 환경 구성 방식(Taggart, 2003) 등을 살펴본데 그쳤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한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요인인 수면과 식행동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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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기존의

사회정서적 적응의 하위영역으로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을 포

함하며, 기본생활습관 영역에서는 식행동, 수면의 질로 평가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개인 요인이 어

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적응의

연령차와 성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월령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월령에 따라 발달 차가 크게 보일 수 있는 영

아의 특성 상 월령차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영아

의 기질은 영아 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연구는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 대

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영아의 개인 요

인으로 연령, 성별, 기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영아에게 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애착 대상으로 영아에게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영아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교사를 역할

모델로 삼아 모방하기도 하며,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과거 부모의 역할이었던 사회화

의 역할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이제는 교사가 더불어서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영

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교사 관계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

다. 그러나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식사 및 수면과 영아-교사 관계가 어

떠한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영아의 식사와 수면

은 가정과 기관에서 분담하여 이루어지며, 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은 어린

이집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주요 일과로, 가정과 기관의 매개체로서 무엇

보다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영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함께 생활을 하며 쌓게 되는 교사와 영아의 관계 형성에 더욱 집중하였

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 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의 상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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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및 고찰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의 기질 및 영아-교사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

의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1] 영아의 월령(36~41개월, 42~47개월)과 성별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 수면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영아의 기질(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 영아-

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 수면의 질)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

행동,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사관계의 영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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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아의 성별, 월령,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2. 영아의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

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3. 영아의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사

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4. 영아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사관

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5. 영아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 영아-교사

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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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일과나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물리적 환경, 교사, 또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달을

포함한 변화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여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조작적으로 사회

정서적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적응으로 범주화한다. 사회정서적 적응의

하위영역으로는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이 있으며, 기본생활습

관 적응의 하위영역으로는 식행동, 수면의 질을 포함한다. 사회정서적 적

응 중 친사회성이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행동의 정도를 의

미한다(임영심 외, 2012; Jewsuwan et al., 1993). 긍정적 정서는 영아가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지내는 정도를 의

미한다(임영심 외, 2012; Jewsuwan et al., 1993). 일과적응은 영아가 어

린이집 일과를 이해하고,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르고 정해진 일과에 충실

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의미한다(양숙경, 문혁준, 2010;

Jewsuwan et al., 1993). 기본생활습관 적응 중 식행동은 영아가 어린이

집에서 점심식사 및 간식을 섭취할 때 보이는 행동으로, 식사시간에 주

의가 분산되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며, 음식의 모양, 색깔, 질감, 냄새, 맛

에 까다롭지 않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한영신, 이영신, 김수안, 김

정미, 2015). 이 연구에서의 수면은 어린이집의 일과 중 낮잠시간에 이루

어지는 영아의 주간 수면을 의미한다. 수면의 질은 영아가 낮잠시간이

시작되며 수면의 시작, 수면의 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의 과정을

원활하게 거치는 정도를 의미한다(LeBourgeois, Hancock, & Hars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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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질

기질은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으로 선천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

질을 의미한다(Thomas & Chess, 1977). 이 연구에서는 서주현(2009)의

정의에 따라 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로 구분하여 정의한

다. 적응적 기질은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긍정적인 기

분으로 적응력이 높은 속성을 의미한다. 활발한 기질은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분산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을 의미한다. 규칙

적 기질은 수면, 식사 및 일상습관이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3) 영아-교사 관계

영아-교사 관계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교사 간에 친밀성이 높고 갈

등이 적으며, 교사에 대한 영아의 의존성이 낮은 정도에 대한 보육교사

의 지각을 의미한다(Pianta, 2001). 이 연구에서는 영아-교사 관계는 보

육교사가 영아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으로 구분

하여 정의한다. 친밀성은 교사가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온정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갈등성은 교사와 아동이 서로

대립하며, 교사가 영아를 화가 난 상태로 느끼거나 예측이 어렵다고 느

끼며, 교사가 감정적인 소모를 겪고 영아에 대하여 효능감을 느끼지 못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존성은 영아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Pianta & Steinber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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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및 절차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및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절차

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자

세히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13개 어린이집1)의 만 2세반에 재원

중인 영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 및 교사용 질문지를 통해 영아

의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기질 및 영아-교사 관계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영아 36~41개월 42~47개월 전체

성별
남아 41 41 82

여아 27 32 59

전체 68 73 141

<표 1> 참여 영아의 구성

영아의 성별 및 월령에 따라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를 보인 연구(강경

화, 2013; 송애란 외, 2015; 이현숙, 조혜진, 2009; 전미경, 2003)와 식행동

에 있어서 성차와 연령차를 보인 선행 연구(서소정 외, 2009) 및 수면 양

1) 연구 대상의 동질성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며 종일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표본을 수집하였다. 모든 어린이집은 정원이 40

인 이상 100인 이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통과하였고, 차량운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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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차이를 보였던 선행 연구(김진욱, 2013, 2014; 이경숙, 박미현, 박진

아, 2008)를 기초로 하여, 성별과 월령을 구별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월령의 경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집 만 2세반에 재원 중인 원아에 해당하는 36-41개월과 42-47개월로 분

류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5). 또한 입소시기에 따라 다른 적응양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2), 재원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영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여

영아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영아 중 남아는 82

명(58.2%), 여아는 59명(41.8%)이었다. 월령의 경우에는 36~41개월과

42~47개월로 두 집단을 나누어서 월령을 비교하였으며, 36~41개월 영아

는 68명(48.2%), 42~47개월 영아는 73명(51.8%)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보육교

사는 총 25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21~25세가 10명(40%), 26~30세가 6명(24%), 31~35세가 6명(24%), 36세

이상이 3명(12%)이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이 17명(68%), 기혼이

8명(32%)이었으며, 기혼 교사 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명(12%)이며, 2

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8%)이었다. 경력은 1~3년이 13명(52%), 4~6

년이 6명(24%), 7~9년이 2명(16%), 10년 이상이 4명(16%)이었으며,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 1명(4%), 2년제 대학 졸업이 6명(24%), 3년제 대학

졸업이 6명(24%), 4년제 대학 졸업이 10명(40%), 대학원 졸업이 2명

(8%)이었다. 자격증은 1급 보육교사가 15명(60%), 2급 보육교사가 10명

(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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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30대

16(64)

9(36)

결혼 여부
미혼

기혼

17(68)

8(32)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10년 이상

13(52)

6(24)

2(16)

4(16)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7(28)

6(24)

12(48)

보육교사 자격증
1급 보육교사 자격증

2급 보육교사 자격증

15(60)

10(40)

<표 2>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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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의 도구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로 구분된다. 어

머니용 질문지는 영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교

사용 질문지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교사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1)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크게 사회정서적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적응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사회정서적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하위영역

으로는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성, 자아 강도, 일과적응으로 구

성되어있다. 이중 또래 유능성의 경우, 만 2세 영아는 아직까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병행놀이 단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린

이집 적응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자

아강도는 만 2세 영아는 아직 보다 비언어적이고 행동적으로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하는 등 자기표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이집 적응의 구성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만 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하위영역은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 적응 행동을 평가하며, 교

사는 Likert형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영아의 평소 모습에

대한 교사의 지각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

까지로 점수화하여, 각 하위영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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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다. 친사회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

이집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이는 긍정

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의 점

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생

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과적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 일

과를 이해하고,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르고 정해진 일과에 충실하며 변화

에 대한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에게 내용타

당도를 검증받았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친사회성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76이었으며, 긍정

적 정서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57, 일과적응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30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 중 7번 문

항의 경우 요인분석2)을 통하여 제외하였다.

2) Kaiser-Meyer-Olkin(KMO) 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문항

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직교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선택하였

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합치도 방법(cronbach 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항목 공통성
성분

1 2

9)

6)

8)

.782

.672

.661

.877

.797

.783

7) .951 .974

Kaiser-Meyer-Olkin 측도 .6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114.226

자유도 6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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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생활습관 적응

기본생활습관 중 영아의 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신, 김수안,

이윤나, 김정미(2015)가 부모용으로 개발한 ‘영유아 식행동 검사도구’의

일부 문항을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과정 2

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식행동은 까다로움과 과활동성으로 구성된다. ‘까다로움’은 새로운 식

품에 대한 거부감 및 음식의 모양, 색깔, 질감, 냄새, 맛에 예민한 정도이

다(예: “음식의 모양이나 색깔이 이상하면 먹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한다.”). ‘과활동성’은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밥 먹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을 하

느라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음식이나 식사도구로 장난을 친

다.”).

영유아 식행동 검사 도구는 까다로움 10문항, 과활동성 8문항으로 교

사는 영아의 행동의 빈도를 파악하여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까다로움과 과활동성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역산 처리하여

각 하위영역의 평균을 합산하였으며, 식행동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5점

이다. 식행동의 점수가 낮을수록 식사시간에 음식의 모양, 색깔, 질감, 냄

새, 맛에 예민하거나,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됨을 의미한

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4이며, 식행동의 하위영역인 까다

로움은 .932, 과활동성은 .818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 중 영아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Taggart(2003)

가 개발한 낮잠용 아동 수면 각성 척도(Children’s Sleep Wake

Scale-nap version, CSWS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 수면 각성 척

도는 LeBourgeois, Hancock과 Harsh(2001)가 전체 수면에 대한 질을 평

가할 수 있는 부모용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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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gart(2003)는 이를 원 척도의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어린이집

에서의 낮잠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

어로 번안하였으며, 아동학 전공 박사 과정 2인의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

였다.

CSWSn은 총 45문항으로 2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을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로 나누어서 교사가 평정하도록 제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41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교사는 영아의 행동의 빈도를 파악하여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영아의 평소 모습에 대한 교사의 지각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

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한다.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CSWSn

의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CSWSn의 하위항목으로는 낮잠시간의 시작(Going to Bed), 수면의

시작(Falling Asleep), 수면의 유지(Maintaining Sleep), 수면 중 각성

(Reinitiating Sleep), 수면종료(Return to Wakefulness)으로 이루어져있

다. 낮잠시간의 시작(Going to Bed)은 영아가 수면을 준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면의 시작(Falling Asleep)은 각성상태에서 수면상태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수면의 유지(Maintaining Sleep)는 수면 주기 동안의 수

면의 질을 의미하며, 수면 중 각성(Reinitiating Sleep)은 수면 중 깨어난

후에 다시 잠드는 것을 말하며, 수면종료(Return to Wakefulness)는 수

면 주기가 끝나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항 중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0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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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질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DOTS-R;

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Windle & Lerner, 1986)

를 재구성한 서주현(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DOTS-R은 아동의 기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를 기질의 적응적 기질(Adaptability/

Positive Affect), 활발한 기질(Attentional Focus), 규칙적 기질(General

Rhythmicity)로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서주현,

2009). Windle(1986)의 DOTS-R은 총 56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서주

현(2009)의 척도에서는 DOTS-R에서 기질의 속성별 하위영역마다 3문항

을 추출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주현(2009)에

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응적 기질’은 총 9문항으로 경직 대 유연, 철회 대 접근, 기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긍정적인 기분

으로 적응력이 높은 속성을 의미한다. ‘활발한 기질’은 총 12문항이며, 집

중 대 분산, 활동수준-일반, 활동수준-수면이 포함되며,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분산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규칙적 기질’은 총 9문항으로, 규칙-섭식, 규칙-일상습관, 규칙-수면을

포함하며, 수면이나 식사, 일상습관이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해 느끼

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범

주화 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적응적 기질은 9점에서 36점까지, 활발한 기

질은 12점에서 48점까지, 규칙적 기질은 9점에서 36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기질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기질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09이며, 활발한 기질은 .626, 규칙

적 기질은 .7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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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적응적 기질
1*, 3, 8*, 12, 15*, 16, 21*,

25, 29
9 .709

활발한 기질
4*, 5*, 7*, 9, 11*, 13*, 14,

17*, 19*, 23, 27*, 28*
12 .626

규칙적 기질
2, 6, 10, 18, 20, 22, 24, 26,

30
9 .791

전체 30 .645

<표 3> 기질 문항의 구성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

3) 영아-교사 관계

영아-교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ianta(2001)의 영아-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개발단계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번

안한 내용은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2인에게 검증받아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친밀성, 갈등성, 의존성으로 친밀성 11문항, 갈

등성 12문항, 의존성 5문항이며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친밀성은

교사가 영아에게 애정과 따뜻함을 느끼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는 정도를 의미한다. 갈등성은 교사와 아동이 서로 대립하며, 교사가 영

아를 화가 난 상태로 느끼거나 예측이 어렵다고 느끼며, 교사가 감정적

인 소모를 겪고 영아에 대하여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 의존성은 영아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의미한

다.

각 하위영역은 교사가 Likert형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교사의 지각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한다. 총점의 범위로 친밀성은 11점에서 55점까지, 갈등성은 12점

에서 60점까지, 의존성은 5점에서 2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성

은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성은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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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가 영아가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영아-

교사관계의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는 .842이며, 친밀성은 .794,

갈등성은 .924, 의존성은 .775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에 사용될 도구의 신뢰도 및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문항 적합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승인번호 IRB No. 1509).

예비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서울 소재의 어

린이집 만 2세반의 부모 14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연구 설명서 및 연

구 동의서와 함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약 10분, 교사

용 설문지의 경우 약 30분이었다. 또한 질문을 잘 이해하였는지 한 문항

씩 심층적으로 질문한 결과, 어려움 없이 질문의 내용 및 의도를 파악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본조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1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 2세 반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부모 175명과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

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된 항목은 영아 및 교사의

일반적 특성,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적응, 영아-교사 관계이다.

연구자가 직접 혹은 기관에 설문 내용과 설문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SNU-IRB)에 통과된 질문지를 연

구 설명서 및 동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총 175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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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7개이며, 회수율은 84.0%이다. 이 중 재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고 응답한 2명,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2명,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141개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으

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부정 문항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를 하였

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

를 추정하는 방법인 Cronbach’s α 신뢰계수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신

뢰계수가 낮은 척도의 경우 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이 낮은 문항을 제

외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t-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아의 기질, 영아-교사 관계, 어린이

집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부분적률상관계수를 이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과

영아-교사관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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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각 연구문제

별로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양상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아의 친사회성은 5점 만점에

3.386 (SD=.856), 긍정적 정서는 3.974(SD=.753), 일과적응은 4.338

(SD=.876)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식행동은 2.509(SD=.762)으로 중

간 수준이며, 수면의 질은 3.599(SD=.591)로 양호한 편이었다.

다음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친사회성과 일과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사회성(t=-2.856, p<.05)과 일과적응(t=-3.284, p<.01)에서 여아가 남아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송애란(2015)의 연구결과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박영아(2013), 안선희(2002), Holmgren,

Eisenberg와 Fabes(1998)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긍정적 정서

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식행동과 수면의 질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양상이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의 표

와 같이 영아의 친사회성(t=3.879, p<.001), 긍정적 정서(t=2.406, p<.05),

일과적응(t=3.992, p<.001), 식행동(t=-2.76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령이 높은 영아가 낮은 영아에 비하여 친사

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면의 질은

31~36개월이 3.69(SD=.560), 36~41개월이 3.58(SD=.455)로 높은 월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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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더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 1

세 영아와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비교하여, 만 2세 영아가 보

다 수월하게 어린이집에 적응함을 나타낸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강경화, 2013; 송애란, 2015; 전미경, 2003; 조혜진, 2009).

성별

t

월령

t
전체
M(SD)남아

(n=82)
M(SD)

여아
(n=59)
M(SD)

36~41개월
(n=68)
M(SD)

42~47개월
(n=73)
M(SD)

친사회성 3.25(.853) 3.63(.696) -2.856* 3.16(.840) 3.67(.695) 3.879*** 3.39(.856)

긍정적

정서
3.63(.696) 4.09(.645) -1.228 3.87(.677) 4.14(.653) 2.406* 3.97(.753)

일과적응 3.61(.833) 4.02(.664) -3.284** 3.54(.806) 4.04(.691) 3.992*** 3.78(.791)

식행동 2.56(.756) 2.44(.770) .961 2.33(.738) 2.68(.750) 2.764** 2.51(.762)

수면의

질
3.67(.514) 3.56(.498) 1.366 3.58(.455) 3.69(.560) 1.006 3.60(.591)

<표 4> 영아의 성별 및 월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N=14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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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의 기질, 영아-교사관계,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영아의 기질, 영아-교사관계 및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각 요인별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질의 경우 적

응적 기질과 규칙적 기질이 정적 상관(r=.277, p<.01), 활발한 기질과 규

칙적 기질이 부적 상관(r=-.206, p<.05)을 나타냈다. 즉 일상습관이 규칙

적인 영아일수록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긍정적인 기분

으로 적응력이 높으며, 활동수준과 주의분산정도가 낮으며 주의집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교사 관계의 경우에는 친밀성과 갈등성이 부적 상관(r=-.309,

p<.001)이 있으며, 의존성과 갈등성이 정적 상관(r=.69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영아와 갈등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온정적이지 못하고, 영아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

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적응의 경우, 친사회성은 긍정적 정서(r=.583, p<.001), 일과

적응(r=.787, p<.001), 수면의 질(r=.185, p<.05), 식행동(r=.387,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일과적응(r=.638,

p<.001), 식행동(r=-.234, p<.01), 수면의 질(r=.228,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적응은 식행동과 부적 상관(r=-.379, p<.001)

이 있으며, 수면의 질과는 정적 상관(r=.170,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식행동과 수면의 질은 정적 상관(r=.443, p<.001)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어린이집

적응 하위항목인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과 기본생활습관과 관

련된 어린이집 적응 하위항목인 식행동과 수면의 질이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이

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노은아, 조미영, 홍혜경, 2012; 엄세진,

2007)와 유아의 식사 습관과 사회정서적 발달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

타낸 결과(이숙희, 강병재, 2002)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식사와 수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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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김희진, 김영애 2008; 신희남, 2011). 즉 어린이집에서 사회정서적

으로 안정된 영아들이 대체로 어린이집에서 식사와 수면이 원활하게 이

루어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

사 관계는 영아의 기질 중 규칙적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 중 의존성과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99, p<.05). 그러나 다른 하위영역간의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문정연(2014)의 연구와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의

상관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기영(200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

이다.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아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이 상관관계가 없는 윤아람(2014)의 연구와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김은경(2010)과 황선

영(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과 어린

이집 적응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김기홍과 이주리(2010)의 연구

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아-교사관계와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먼저 친밀성은 친사회성

(r=.572, p<.001), 긍정적 정서(r=.559, p<.001), 일과적응(r=.656, p<.001),

식행동(r=.303, p<.001)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교사와 영아가 친밀

한 관계일수록 영아가 교사 및 또래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어린이집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지내고 어린이집의 일과와

규칙을 잘 따르고 긍정적인 식행동을 보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갈등성

은 친사회성(r=-.217, p<.01), 긍정적 정서(r=-.214, p<.05), 일과적응

(r=-.225, p<.01), 식행동(r=-.286, p<.01), 수면의 질(r=-.271, p<.01)과 유

의한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영아와 교사의 관계가 갈등적일 때 영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며,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

고, 식사와 수면에서 어려움을 겪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의존성은 식

행동(r=-.237, p<.01)과 수면의 질(r=-.240,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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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의존성이 높은 영아는 식사와 수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대체로 친밀성은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고, 갈등성과 의존성은 어린이집 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강경화, 2013; 배미연, 이순복, 2014; 윤아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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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아의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린

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인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측

정하여 모든 독립변인의 VIF 값이 10 미만인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종속변수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나

차이를 보인 월령, 성별, 영아-교사 관계를 투입하였다. 기질은 [연구문

제2]를 통해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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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가 영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월령과 성별 및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

위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령과 영아-교사관계 중 친밀

성이 영아의 친사회성을 39.3%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영아의 월령이 친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10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친밀성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534으로 p<.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월령이 높고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행동을 많

이 보임을 의미한다.

변인 B β

(상수) .356

월령 .340 .210**

성별 .140 .086

영아-교사

관계

친밀성 .073 .534***

갈등성 .008 .094

의존성 -.033 -.167

R .627

R2 .393

adj.R2 .370

F 17.477***

Durbin-Watson 1.895

<표 6> 월령, 성별,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N=14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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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가 영아의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월령과 성별 및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 중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교사관계 중 친밀성만이

영아의 긍정적 정서를 34.8%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친밀성이 긍정적 정

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β=.59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 B β

(상수) 1.475

월령 .104 .077

성별 -.086 -.063

영아-교사

관계

친밀성 .068 .596***

갈등성 .008 .114

의존성 -.034 -.204

R .590

R2 .348

adj.R2 .324

F 14.395***

Durbin-Watson 1.609

<표 7> 월령, 성별, 영아-교사관계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N=14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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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가 영아의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월령과 성별 및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 중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

위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령과 영아-교사관계 중 친밀

성이 영아의 일과적응을 48.1%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영아의 월령이 일

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18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친밀성이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β=.591으로 p<.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월령이 높고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 일과를 이해하고,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르고 정해진 일과에 충실하며 변화에 대한 잘 적응함을 의

미한다.

변인 B β

(상수) .678

월령 .345 .218**

성별 .144 .090

영아-교사

관계

친밀성 .079 .591***

갈등성 .000 .006

의존성 -.005 -.025

R .694

R2 .481

adj.R2 .462

F 25.050***

Durbin-Watson 2.094

<표 8> 월령, 성별, 영아-교사관계가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N=14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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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가 영아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월령과 성별 및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 중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교사관계 중 친밀성만이 영

아의 식행동을 17.2%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친밀성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41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교사가 영아와의 관

계를 친밀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어린이집에서 식사시간에 음식의 모

양, 색깔, 질감, 냄새, 맛에 예민하거나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됨을 의미한다.

변인 B β

(상수) 1.575

월령 .241 .159

성별 .011 .007

영아-교사

관계

친밀성 .031 .241**

갈등성 -.007 -.092

의존성 -.028 -.149

R .414

R2 .172

adj.R2 .141

F 5.589***

Durbin-Watson 1.612

<표 9> 월령, 성별, 영아-교사관계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N=14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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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친밀성, 갈등성, 의존성)가 영아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월령과 성별 및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 중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 관

계는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B β

(상수) 3.835

월령 .033 .033

성별 -.158 -.153

영아-교사

관계

친밀성 .006 .072

갈등성 -.010 -.189

의존성 -.013 -.103

R .321

R2 .103

adj.R2 .070

F 3.095*

Durbin-Watson 1.699

<표 10> 월령, 성별, 영아-교사관계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N=141)

* p<.05

지금까지 성별 및 월령과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수면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아의 월령은 친사회성과 일과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

적응,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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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

의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영아의 기질과 영아와 교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조사한 이전의 연구에서 그 척도로

유아용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대상이 영아라는 특성

에 맞도록 어린이집 적응의 개념을 사회정서적 적응뿐만 아니라 기본생

활습관의 영역까지 아울러 봤으며, 어린이집 적응 척도에 대하여 검토하

여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어린

이집 적응에 월령차,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 및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최종적으

로 영아의 월령, 성별, 기질과 영아-교사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의 각 하

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 141명과 교사 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 조사

를 실시하여 영아의 어머니로부터 영아의 기질을 조사하였으며, 교사를

통하여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대하

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t-검증,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월령 및 성별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배려

가 필요한 영아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월령에 대하여 살펴

보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적응, 식

행동에서 월령이 높은 영아(42~47개월)가 월령이 낮은 영아(36~41개월)

에 비하여 더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

에서 만 1세와 만 2세 사이의 연령차에서 적응의 차이를 보였던 것뿐만

아니라(강경화, 2013; 송애란, 2015; 전미경, 2003; 조혜진, 2009),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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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하여 만 2세의 단일연령 내에서도 월령이 빠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지내며, 일과 활동

및 규칙에 잘 적응하고, 식사 시간에 식사에 집중하며 어린이집에 제공

되는 음식에 까다롭지 않은 경향이 높은 등의 월령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차의 경우, 친사회성과 일과적응에서 여아가 남

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로 어린이집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

며, 일과 활동 및 규칙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월령차와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성차의 경우 발달심

리학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성숙이 빠른 여아들이 남아보다 더욱 적응에

수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양숙경, 문혁준, 2010). 마찬가지로 영아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 안에서도 월령에 따른 발달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

령이 높은 영아가 더욱 원활하게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남아와 월령이 낮은 영아에게 어린이집 생활에서 더 많은 배

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기질과

적응의 상관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 적응은 가정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친사회성

이나 일과적응을 살펴보기 때문에 부모가 평정하는 기질은 집단 보육 환

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응 행동과 관련이 적을 수 있다(Jewsuwan et

al., 1993). 또한 기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

게 발현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Berk, 2006; Nigg, 2006;

Thomas & Chess, 1977),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이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

과(김진아, 권민균, 2005; 송혜진, 2007; 신희남, 2011; 장은미, 2008; 전미

경, 2003)와 대다수의 원아가 6개월 이상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어린이집에 1개월 미만으로 재원한 원아를 제외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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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초기 이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는 영아

의 타고난 기질보다는 영아-교사 관계와 같이 영아가 상호작용하는 어

린이집 환경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영아의 재원 기간을 세분화하여 어린이집 적

응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사회정서적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적응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식행동과 수면의 질의 중

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분리

불안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

서의 정서 상태, 대인관계, 규칙 준수 등 사회정서적 발달에 주목하여 살

펴보곤 하였다. 그러나 영아의 특성상 어린이집 일과에서 점심시간과 낮

잠시간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해보았을 때, 등하원시간에 겪는 분리불안

이나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사회성 발달 못지않게 점심시간에 보이는 식

행동과 낮잠시간에 나타나는 수면의 질 역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잘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동안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

하여 인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섭식 및 수면이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

었다. 영아의 발달은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간의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시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린

이집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식사와 수면에 대하여 다루지 않거나,

문제행동의 측면으로 거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수준이었다. 사회정

서적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적응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에서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식사 및 수면이

관련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에서 사회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아의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

였을 때, 그 원인이 사회정서적 적응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아의 식사 및 수면에 대하여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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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

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관관계에서

는 친밀성은 대체로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갈등성과

의존성은 어린이집 적응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친밀성, 갈

등성, 의존성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친밀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동안 영아-교사 관계와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식사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영아-교사관계와

영아의 식행동 및 수면의 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

다.

특히 의존성이 사회정서적 적응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기본

생활습관 적응에서 상관을 보인 결과는 사회정서적으로 적응을 한 영아

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와 수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아의 경

우 교사로부터 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어린이집 적응에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

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을 나타낸 연구를 지지한다(배미연, 이순복,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경님, 유혜선, 2014). 또한 유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친밀성뿐만 아니라 갈등성이나 의존성이 유아의 기관 적

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거나 갈등성이 친밀성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인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김유환, 김경숙, 2012; 이경님, 부예숙,

2013; 이진숙, 2004), 영아의 경우 갈등성이나 의존성보다는 부모와의 애

착과 유사한 친밀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크게 미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교사와의 애착과 영아와 교사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김영숙,

신나리, 2013; 서원경, 최석란, 2005; 안문실, 2013; 이현숙, 조혜진, 2009)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영아가 다소 교사에게 의존적이거나 영아와 갈

등이 있다고 지각하더라도,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교사를 안전 기지로 삼아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며, 좌절 시에도 쉽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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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어린이집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경우, 유

아에 비하여 교사의 따뜻하고 민감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교사가 편

안하고 안정된 정서적 기저로서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영아의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영아-교사 관계 중 갈등성과

의존성이 수면의 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

을 때 영아-교사 관계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 결과는, 영아의 수면의 질에는 영아-교사 관계도 관련이 있지만 별개

로 그 밖의 다른 요소들 또한 영아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아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하여 영아-교사 관계가 아

닌 다른 요소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아 교사에게 낮잠시간은

휴식 시간이자 서류 작성 및 수업 활동 준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윤자, 이대균, 2012). 따라서 낮잠시간에 수면의 질이 낮은 영아에 대

하여 교사는 갈등관계에 있다고 느끼거나 의존성이 강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영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소진과 상관이 있으며(박선미, 2013), 보육교사의 소진은 보육의 질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영아의 수면의 질에는 영아-교사 관계가 영향

을 미치지 못하므로, 영아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른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 수면 환경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영주, 2012; Taggart, 2003)에 따라 교사는 영아의 수면

의 질이 낮은 영아에 대하여 가정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

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휴식시간 및 업무시

간을 확보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교사

의 업무 강도를 낮추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영아-교사관계 및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변인은 교사 1인의 보고에 의존한

질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교사의 지각을 주관적으로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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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교사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 영아-

교사관계 자료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비록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곽수란, 2012; Rist, 1970; Rosenthal & Jacobson, 1968)에 따라, 영아 역

시 교사의 기대가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교사관계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 상호간 영향을 받으므로 방향성에 대한 해석

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따라서 만 0, 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는 제한점이 있다. 영아에 대한 일반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로 만 0, 1, 2

세 영아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가 평정한 자료로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

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가한 영아의 기질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간, 가정에서의 수면 시간 및 수면 시각, 어린이집에서의 수면 환경 등

영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구성하

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과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분리불안이나 공격성과 같

은 문제행동을 적응의 기준으로 하거나,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영아의 적응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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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집 적응 척도에서 영아의 발달에 맞는 적응 척도를 선별하였다. 뿐만 아

니라 영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식행동과 수면의 질을 추가적으로 측정하

였다.

식사와 수면은 영아의 발달에 결정적 요소이자, 점심시간과 낮잠시간

은 영아의 어린이집 일과에서 중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

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문제행동이나 사회정서적 적응을 기준으

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식사와 수면에 대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문제행동으로서 거부 여부가 적응의 준거로 사용되었다

(김희진, 김영애 2008; 신희남, 2011).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식사와 수면을 어린이집에

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와 수면은 영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에서의

행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판단할

때, ‘적응 여부’가 아닌 ‘적응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구수연, 2005), 영

아가 식사와 수면을 단순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준거로 하여 영아의 어린

이집 적응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바른

식행동을 보이며 높은 수면의 질을 보이는 것이 어린이집 적응의 보다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영아의 복지와 직

결되는 어린이집 적응으로서의 식사와 수면에 대하여 접근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교사 관계 중 친밀성이 영아

의 어린이집 적응을 다른 속성보다 잘 설명해준다는 것이 나타났다. 친

밀성은 어린이집 맥락에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영아와의 따뜻한 상호작용을 위한 교사의

민감성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아 교사의 민감성에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미영, 정옥분, 2014),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 발달지식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권미성, 문혁준, 2013; 이경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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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준, 2013).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하여 영

아 교사가 보다 온정적이고 민감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바, 영아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주는 교사교육 강

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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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부모용 질문지

<부모님용 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영아들의 기질과 어린이집 생활에서의 식사와 수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영아의 주양육자인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지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협동과정

석사과정 임민영 드림

연락처 : 000-0000-0000

E-mail : 000-0000-0000ddddd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유아교육협동과정 교수 이강이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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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어있는 괄호 안에는 자신에게 맞는 내

용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문항에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이오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

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④ 기타 ( )

2. 영아를 주로 돌보는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④ 기타 ( )

3. 영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② 여아

4. 영아의 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5. 영아가 현재의 반에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③ 6개월 이상

영아의 평소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생활 중에 보이는 특성에 따라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

럽게 떠오르는 응답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

①

대부분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항상

그렇다

1. 새로운 일과계획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린다. 1 2 3 4

2. 몇 시에 자든지 다음날 잠에서 깨는 시간이 일정하다. 1 2 3 4

3.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 1 2 3 4

4.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것에 열중한다. 1 2 3 4

5. 아침에 잠을 깼을 때 어젯밤에 잠들었던 그 자리 그대로 있다. 1 2 3 4

6. 매일 대체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1 2 3 4

7. 어떤 일에 열중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의를 끌 수 없다. 1 2 3 4

8.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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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

①

대부분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항상

그렇다

9.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닌다. 1 2 3 4

10. 매일 거의 같은 양의 저녁식사를 한다. 1 2 3 4

11. 여간해서는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 2 3 4

12. 새로운 상황을 좋아한다. 1 2 3 4

13. 하던 일은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 1 2 3 4

14. 잠자면서 많이 움직인다. 1 2 3 4

15. 일상생활의 변화를 꺼려한다. 1 2 3 4

16. 대체로 만족스럽다. 1 2 3 4

17. 종종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1 2 3 4

18. 매일 밤 거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 1 2 3 4

19.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1 2 3 4

20.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
1 2 3 4

21. 낯설거나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다. 1 2 3 4

22.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대변을 본다. 1 2 3 4

23. 쉬지 않고 움직인다. 1 2 3 4

24.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 1 2 3 4

25. 대체로 기분이 좋다. 1 2 3 4

26.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힘이 솟고 활력이 생긴다. 1 2 3 4

27. 잠잘 때 그리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1 2 3 4

28. 한 가지 활동을 오래 계속한다. 1 2 3 4

29. 자주 웃는다. 1 2 3 4

30. 날마다 거의 같은 양의 아침 식사를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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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교사용 질문지

<선생님용 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어린이집 생활에서 영아의 식사와 수면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지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협동과정

석사과정 임민영 드림

연락처 : 000-0000-0000

E-mail : 000-0000-0000ddddd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유아교육협동과정 교수 이강이 (00-000-0000)



- 79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어있는 괄호 안에는 자신에게 맞는 내

용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문항에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이오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

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의 보육교사 경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년 ( )개월

2. 선생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 )세

3.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반의 일과 중 낮잠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시간 ( )

분

5.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원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① 운영 ②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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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다음은 아이의 식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아이

가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여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의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반반

정도

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항상

그렇다

1. 음식의 모양이나 색깔이 이상하면 먹으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줄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3.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만 먹는다.

(예: 쌀밥보다는 볶음밥 선호)
1 2 3 4 5

4. 먹는 동안에 다른 곳에 주의를 잘 뺏긴다. 1 2 3 4 5

5. 한 끼에 먹는 음식의 양이 일정하다. 1 2 3 4 5

6. 새로운 음식을 주면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7.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소리가 나면 먹는 것을 멈추고 소리 나

는 쪽을 쳐다본다.
1 2 3 4 5

8. 책을 보거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며 먹으려 한다. 1 2 3 4 5

9.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1 2 3 4 5

10. 입 안의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다. 1 2 3 4 5

11. 음식의 냄새나 맛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많다. 1 2 3 4 5

12. 식사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 1 2 3 4 5

13. 잘 먹다 안 먹다 하는 기복이 심하다. 1 2 3 4 5

14.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한다. 1 2 3 4 5

15. 음식이나 식사도구로 장난을 친다. 1 2 3 4 5

16.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강하게 거부한다. 1 2 3 4 5

17.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1 2 3 4 5

18.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에 섞어주어도 역시 싫어한다. 1 2 3 4 5

19.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1 2 3 4 5

20. 딱딱한 질감이나 거친 질감의 음식은 먹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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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이의 수면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아

이가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여 6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의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낮잠시간임을 알렸을 때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1. 정신이 말똥말똥하다. 1 2 3 4 5 6

2. 바로 잠자리로 간다. 1 2 3 4 5 6

3.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6

4. 교사에게 투정을 부린다. 1 2 3 4 5 6

5.
선생님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한다. (예: 장난감 놀이를 하고 싶어

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책을 읽어주세요.)
1 2 3 4 5 6

6. 자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한다. (예: 장난감 놀이, 책 읽기) 1 2 3 4 5 6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7. 낮잠 시간을 좋아한다. 1 2 3 4 5 6

8. 잠자리에 눕혀달라고 요청한다. 1 2 3 4 5 6

9. 낮잠을 자려는 준비를 한다. 1 2 3 4 5 6

10.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 1 2 3 4 5 6

11. 낮잠 자는 것을 미루려고 한다. 1 2 3 4 5 6

12.
낮잠시간이 시작되고 아동이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낮잠을 미루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분

낮잠시간이 시작되면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13. 차분하고 조용하다. 1 2 3 4 5 6

14. 잠자리에서 뒤척인다. 1 2 3 4 5 6

15.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1 2 3 4 5 6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16.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6

17.
잘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잠을

잔다. 업어야 잠을 잔다. 이마를 쓰다듬어야 잠을 잔다.)
1 2 3 4 5 6

18. 선생님이 “누워서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1 2 3 4 5 6

19. 불이 꺼지면 금세 잠든다. 1 2 3 4 5 6

20. 옆에 누가 없으면 잠들기 어려워한다. 1 2 3 4 5 6

21. 눕고 나서 잠이 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주세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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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시간 동안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22. 잠자리에서 뒤척인다. 1 2 3 4 5 6

23.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1 2 3 4 5 6

24. 자면서 소리를 낸다. (예: 잠꼬대, 신음소리, 칭얼거림) 1 2 3 4 5 6

25. 이불을 걷어찬다. 1 2 3 4 5 6

26. 살짝 깼다가 금방 다시 잠이 든다. 1 2 3 4 5 6

27.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 1 2 3 4 5 6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28. 낮잠시간에 깊이 잠을 잔다. 1 2 3 4 5 6

낮잠 중에 깼을 경우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29. 다시 잠들기 어려워한다. 1 2 3 4 5 6

30. 울거나 짜증을 낸다. 1 2 3 4 5 6

31.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1 2 3 4 5 6

32. 다른 아이들을 깨운다. 1 2 3 4 5 6

33. 다시 잠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1 2 3 4 5 6

34. 선생님을 부른다. 1 2 3 4 5 6

35. 다른 아동의 잠자리로 이동한다. 1 2 3 4 5 6

36. 잠자리에서 굴러다니거나 뒤척이다가 다시 잠든다. 1 2 3 4 5 6

37. 스스로 다시 잠이 든다. 1 2 3 4 5 6

38. 깬 상태로 잠자리에 조용히 누워있는다. 1 2 3 4 5 6

39.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주세요. 분

낮잠시간이 끝나고 일어날 때 ___________ 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주

가끔씩

그렇다

③

때때로

그런

편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⓺
항상

그렇다

40. 스스로 일어난다. 1 2 3 4 5 6

41. 오후 일과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 1 2 3 4 5 6

42.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정신이 맑다. 1 2 3 4 5 6

43. 잠에서 천천히 깬다. 1 2 3 4 5 6

44.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1 2 3 4 5 6

45. 잠에서 완전히 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적어주세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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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어있는 괄호 안에는 자신에게 맞는 내

용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문항에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이오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

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2. 선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1급 보육교사 자격증 ② 2급 보육교사 자격증 ③ 3급 보육교사 자격증

3. 선생님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수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자녀 수: )

4. 아동의 입소시기(현재 반 기준)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입소시기 어머니의 취업여부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2015년 월 취업 ·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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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평소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아동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반반

정도

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항상

그렇다

1. 교사나 또래에게 도움을 준다. 1 2 3 4 5

2. 친구들과 잘 협동한다. 1 2 3 4 5

3.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누어서 논다. 1 2 3 4 5

4. 차례를 지킨다. 1 2 3 4 5

5.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심을 보이거나 걱정을 한다. 1 2 3 4 5

6. 활기차다. 1 2 3 4 5

7.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1 2 3 4 5

8.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1 2 3 4 5

9.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10. 함께 놀이할 친구를 잘 찾는다. 1 2 3 4 5

11. 놀이 중에 다른 친구를 잘 끼워준다. 1 2 3 4 5

12. 인기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한다. 1 2 3 4 5

13. 진행 중인 놀이에도 적절하게 참여한다. 1 2 3 4 5

14. 또래와의 갈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1 2 3 4 5

15. 대체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16.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17. 독립적이다. 1 2 3 4 5

18. 자기주장이 있다. 1 2 3 4 5

19. 자기 주도적이다. 1 2 3 4 5

20. 활동을 제안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1 2 3 4 5

21.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있다. 1 2 3 4 5

22. 어린이집의 일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따른다. 1 2 3 4 5

23. 교사에게 협조적이다. 1 2 3 4 5

24. 대집단 활동 시간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25. 어린이집에서의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5

26. 활동 중 변화에 금세 적응한다. 1 2 3 4 5

27. 자유놀이시간이나 소그룹활동에서 주어진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28.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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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아동에 대하여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반반

정도

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항상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애정 있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2 3 4 5

2. 아이와 나는 서로를 항상 힘들게 한다. 1 2 3 4 5

3. 아이에게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위안을 구한다. 1 2 3 4 5

4. 아이는 나와의 신체적 접촉을 불편해한다. 1 2 3 4 5

5. 아이는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거나 당황스러워한다. 1 2 3 4 5

7. 내가 아이를 칭찬하면, 영아는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1 2 3 4 5

8. 아이는 나와 분리되는 것에 강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9.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 2 3 4 5

10. 아이는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1 2 3 4 5

11. 아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12.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3. 아이는 내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아이는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에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15. 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16. 아이는 나를 혼내는 사람으로 여긴다. 1 2 3 4 5

17. 내가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아이는 상처받거나 질투한다. 1 2 3 4 5

18. 혼이 난 후에도 아이는 계속 화가 나 있거나 저항한다. 1 2 3 4 5

19. 잘못을 했을 때, 아이는 나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 잘 반응한다. 1 2 3 4 5

20. 이 아이를 다루는 것은 나의 기력을 고갈시킨다. 1 2 3 4 5

21. 이 아동은 나의 태도나 행동을 잘 따라한다. 1 2 3 4 5

22.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나는 오늘 하루가 매우 길고 어려

울 것을 알게 된다.
1 2 3 4 5

23. 나에 대한 아이의 감정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갑자기 바뀐다. 1 2 3 4 5

24.
내가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25.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 이 아이는 떼쓰거나 운다. 1 2 3 4 5

26. 이 아이는 나를 속이려 하거나 조종하려고 한다. 1 2 3 4 5

27.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하여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1 2 3 4 5

28.
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나에게 유능감과 자신감을 준

다.
1 2 3 4 5



- 87 -

Abstract

The Effects of the Infant's

Temperament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on Infant's

Adjustment in the Daycare

Center

LIM, MIN YEONG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infant's adjustment in a daycare center according to the infant’s age

and gender;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fant’s

temperament,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and the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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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in a daycare center; and (3)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fant's age, gender, temperament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s on the infant's adjustment in a daycare

center.

141 infants and 25 teachers were recruited from 13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investigated each infant’s temperament toward their mother as well

as toward their toward their teacher in looking at the effect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on the infant's adjustment in a daycare

cen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sampl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3.0.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ant's

adjustment in the daycare center according to the infant’s age

and gender. Infants aged 48-42 months had higher levels of

prosocial behavior, positive affect within the daycare setting, the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and eating behavior than 36-41

months. Also, female infants had higher levels of prosocial

behavior and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than did male

infants.

2.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infant’s

temperament and the infant's adjustment in the daycare center.

However, significant relationships did exist among

socio-emotional adjustment including prosocial behavior; positive

affect within the daycare setting,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and basic life habits, including eating behavior; and quality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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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and infant's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Closenes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positive affect

within the daycare setting,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and

basic life habits such as eating behavior. Conflic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positive affect within the

daycare setting,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basic life habit

such as eating behavior, and quality of sleep. Dependenc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eating behavior and quality of sleep.

Also, among the sub-areas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s, only

clos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ant's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The closer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infant’s

prosocial behavior, positive affect within the daycare setting,

adjustment to daycare routines, and eating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ant’s age, gender, temperament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infant-teacher relationship have an effect

on the infant's adjustment in a daycare cen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ant's adjustment in the daycare center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fant’s age, gender and relationships with the

teacher. Also, the infant’s age and the degree of closeness between

the infant and the teach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ant's

adjustment in daycare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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