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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원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볼 수 있는 지

표로서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것이

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응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학년말에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가 보육기간, 연령,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

보고, 기질,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 따른 코티졸 일일 변화가 보육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다른지 비교하며, 보육기간, 기질,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를 고려했을 때 영아반 원아의 적응잠재유형이 어떠한지 잠재프로파일분

석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 및 대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9곳의 만

1-2세반에 재원 중인 25-49개월(평균 37개월) 영아 60명을 대상으로 타

액 검체 수집 및 코티졸 농축도 분석을 실시했다. 영아의 보호자에게 설

문지로 기질 및 보육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영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부호화 후 SPSS 20.0과 R Studio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

원변량분산분석, 이원변량분산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및 잠재프로

파일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보육기간에 따라 코티졸 일일 변화의 양상이 다르며, 보

육기간이 코티졸 일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질, 또래관계 및 교사관

계의 양상과 함께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1년 이상 다닌 영아는 오후 코

티졸 수준이 낮고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적게 증가했다. 어린

이집을 1년 이상 다닌 영아는 또래 및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

록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적게 증가했다.

둘째, 영아반 원아의 적응잠재유형은 이완형, 갈등형과 긴장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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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완형은 전체의 42%에 해당하며 코티졸 분비가 오전보다 오후

에 감소하고 교사가 평가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점수가 높았다. 갈등

형은 전체의 26%에 해당하며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나

통계적으로는 이완형의 코티졸 일일 변화량과 차이가 없는 한편, 교사가

보기에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보였다. 긴장

형은 전체의 34%에 해당하며 코티졸 분비가 오전보다 오후에 증가하고

그 변화량이 다른 유형의 경우보다 높은 반면, 교사가 평가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점수는 높았다.

셋째, 기질과 코티졸 일일 변화의 관계는 보육기간 1년을 기준으로 차

이가 있었으며, 기질, 코티졸 일일 변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의 양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닌지 1년 미만인 영아는 보호

자가 인식한 활동/접근성과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코티졸 일일

변화량이 높았다. 어린이집 적응잠재유형인 이완형, 긴장형, 갈등형 간에

활동/접근성,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완

형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활동/접근성과 의도적 통제가 중간이었다.

긴장형은 활동/접근성과 의도적 통제가 높고 부정적 정서성이 중간이었

다. 갈등형은 활동/접근성,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가 모두 낮은 수

준이었다.

넷째,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코티졸 일일 변화는 기질,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의

양상에 따라 달라졌다. 보육기간을 통제해도 만1세반 영아는 만2세반 영

아에 비해 코티졸 분비가 오전보다 오후에 상승했고, 만1세반 여아의 오

후 코티졸 수준이 높았다. 코티졸 일일 변화를 기질, 또래관계 및 교사관

계의 양상과 함께 적응잠재유형을 도출했을 때에는 유형 간에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 iii -

이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경험이 반복되는 가운데 영아의 기질, 또

래관계 및 교사관계가 코티졸 일일 변화와 복합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준

다. 코티졸 분비가 오전보다 오후에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부적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지도 있어, 코티졸 일일 변화를 적응의 지표로 이해하고

자 할 때 관련 요인의 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적응잠재유형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개인의 특성

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코티졸 일일 변화, 어린이집 적응, 영아 보육, 보육기간, 또래

관계, 교사관계, 기질,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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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한국에서 영아 보육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아

는 평균적으로 두 돌 전후에 어린이집을 최초로 다니기 시작하며(김은설

외, 2015), 주민등록 된 만1세 영아 중 81%, 만2세 영아 중 88%가 어린

이집에 다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5년 전의 어린이집 취원율이 만1

세 영아 33%, 만2세 영아 41%(보건복지부, 2012)였던 것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국가의 보육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영아

가 생애 초기부터 집단 보육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이지만, 이

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어린이집은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애착을 이룬 보

호자와 장시간 분리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에 참여해야 하는 등 어린 영아

에게 도전이 될 요소도 있다. 대부분의 영아는 적응 기간 이후에 어린이

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보육을 받더라도 개인 특성

에 따라 어떤 영아에게는 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Phillips, Fox, &

Gunnar, 2011). 유아기와 달리 영아기는 발달 및 어린이집 적응에서 개

인차가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영아

개인에게 어떠한 경험이며, 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지에 대한 세

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적응이란 “생물이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살기 좋도록 변화하는 것, 또

는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맞추기 위한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Merriam-Webster Dictionary, 2018). 인체는 스트레스에 가장 잘 대처

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조정하며,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개인마다 적

응의 표현형(phenotype)이 다양하게 나타난다(Del Giudice, El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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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tcliff, 201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느 시점에서 일회적인 평가

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로 적응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중에

어느 지점에 있는 상태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구수연, 2005). 즉 어린이집

적응이란 영아가 어린이집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생리 및

행동 체계의 활동을 조절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관찰한 어린이집 적응 특성은 그간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기 위해

생리 및 행동 체계의 활동을 조절한 결과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집 적응 연구는 어린이집의 사회적

기능에 주로 주목해온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교사 및 또래

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인 장소이며, 어린이집 적응이란 친사

회성 또는 또래유능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잘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Briggs-Gowan & Carter, 1998; Coplan, Bowker, & Cooper, 2003;

Deater-Deckard, Pinkerton, & Scarr, 1996; Howes, 1990; Jewsuwan,

Luster, & Kostelnik, 1993; NICHD-ECCRN, 2003). 물론 친사회성이나

또래유능성이 어린이집 적응을 판단하는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이지만, 영

아는 어린이집의 기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 관

계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발달하는 중이므로 친사회성이나 또래유능성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

여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어린 영아는 행동 또는 언어로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우

므로, 성인의 관찰이나 평가로 이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

로 타액 코티졸 분석법이 있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계의 호르몬이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활성

화(Hellhammer, Wüst, & Kudeilka, 2009)된다. 특정 상황에서 코티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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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수준을 유지한다면 그 상황이 인체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음을 의

미(De Kloet, Vreugdenhil, Oitzl, & Joeils, 1998)한다. 코티졸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신뢰도를 확보한 생리 지표(Clements, 2013)이므로,

코티졸을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코티졸 연구는 코티졸 일일 변

화의 패턴에 주목했다. 코티졸은 24시간을 주기로 기저 수준이 다르며,

여러 시간대의 기저 수준이 모여 하루의 일주기 리듬을 이룬다. 일반적

인 코티졸 일일 변화는 기상 후 약 30분경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계

속해서 감소(Larson, White, Cochran, Donzella, & Gunnar, 1998)하는

패턴을 보인다. 코티졸이 기상 후에 높아지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체가 환경의 도전 및 요구에 생리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준다(Fries,

Dettenborn, & Kirschbaum, 2009). 즉 기상 후에 코티졸 분비가 높아지

는 것은 인체가 하루 일과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하

루를 지내는 동안 코티졸 분비는 줄어든다. 만약 오전에 비해 오후에 코

티졸 분비가 상승한다면 이는 인체가 하루에 걸쳐 계속해서 생리적인 긴

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를 살펴보면 오전에 높고 오후에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은 오전에 비해 오후에도 코티졸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Geoffroy, Côté, Parent, & Séguin, 2006; Vermeer

& Groeneveld, 2017;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상승하는 것은 영아가 생리적으로 긴

장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코티졸 분비가 오

전보다 오후에 높아지는 것이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 코티졸 분비가 높게 유지되면 피로와 소진을 경험(Sapolsky,

1990)하게 되며, 특히 영아는 항체가 감소(Watamura, 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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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denslager, & Robertson, 2010)하거나,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

을 가능성(Gunnar & Vazquez, 2001)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티졸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적응에 필요한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는 가정보다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코티졸 분비가 오후에 높아지는 것은 스트레스 체계가 정상으

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이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Watamura, Kryzer, & Robertson, 2009)고 보는 관점도 있다. 또한 코티

졸과 적응의 관계는 역 U자 형태(Sapolsky, 1997)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코티졸 수준이 높은 것이 어린이집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도 있

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코티졸 일일 변화는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생리지표이지만, 집단 보육의 생활 특성을 고려할

때 코티졸 분비가 오전보다 오후에 상승하는 것이 반드시 부적응과 관련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개인 특성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코

티졸 일일 변화와 관련된 영아의 개인 특성으로 연령, 성별과 기질이 있

다. 코티졸 일일 변화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환경 또는 경험 특성을 반영

하는 요인으로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보육기간을 들 수 있다

코티졸 일일 변화는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3세는 어린이집에

서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상승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이다

(Geoffroy et al.,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Vermeer &

Groeneveld, 2017). 이 연령대는 대략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으로 분류되는

만1세반과 만2세반에 해당된다1). 학급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기반으로 구

1) 한국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만0세부터 만5세까지 구분되며, 동일 출
생년도 영유아는 동일 학급에 편성된다. 시기와 상관없이 1년간 연령별 학급 명칭이
고정되는 반면 영유아의 월령은 계속 증가하므로, 만1세반과 만2세반에 속하더라도
실제 월령으로는 만2-3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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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나, 또래의 발달 수준, 상호작용의 양상, 교사 대 영아 비율, 일과 구

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교실의 복합적인 특성이 코티졸 일일 변화와 관

련되므로(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만1세반과 만2

세반을 구분하여 코티졸 일일 변화를 비교한다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에 대해 실질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코티졸 일일 변화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불분명한 편이다. 일반적으

로 코티졸 일일 변화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는 않다(Vermeer &

van IJzendoorn, 2006)고 보지만, 여아의 코티졸 오후 활성화가 더 크다

(최윤경․김세헌․이윤진․나지혜, 2012; Watamura et al., 2003)는 결과

도 있다. Watamura 등(2003)은 이에 대해 우연히 발견된 결과라고 해석

하였으나,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오후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

(최윤경 외, 2012)도 제시됐다. 영아반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발달이

더 빠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여아가 더 민감한데 이는 코티졸 분비

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반에서 코티졸 일일 변화의 성차가 나

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질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성 및 이에 대한 조절의 개인차이다

(Rothbart, Ahadi, & Evans, 2000). 코티졸 일일 변화는 환경의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 및 적응과 관련된 생리지표이므로, 기질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코티졸 일일 변화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기질이 주

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

된 특정 기질이 강할수록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오전보다 오후에 코티졸

분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Geoffroy et al., 2006; Vermeer &

Groeneveld, 2017)고 본다. 그러나 개별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기질과 코

티졸 일일 변화 간에 상관이 있거나 없는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가령 사회적 두려움이 오후 코티졸 수준 및 코티졸 일일 변화량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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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련이 있다(Watamura et al., 2003)는 결과가 있는 반면, 사회적 두

려움이 입학 후 1주차와 6-9주차의 코티졸 변화량과 관련이 없었다(de

Haan, Gunnar, Tout, Hart, & Stansbury, 1998)는 결과도 있다. 기질과

코티졸 일일 변화의 관계가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밝

힐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코티졸 일일 변화와 관련된다. 영아는 사회적 기

술이 아직 미숙하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부담을 느낄 수 있으

며, 이는 오후 코티졸 상승과 관련된다(Watamura et al., 2003; Gunnar,

Sebanc, Tout, Stansbury, & van Dulmen, 2003)는 해석이 있다. 한편,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코티졸 일일 변화가 안정적으로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Ahnert, Harwardt-Heinecke, Kappler,

Eckstein-Madry, & Milatz, 2012; Badanes, Dmitrieva, & Watamura,

2012; Lisonbee, Mize, Payne, & Granger, 2008). 즉, 또래 및 교사와 양

호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영아의 코티졸 일일 변화는 안정적인 하강

패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기간은 코티졸 일일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간은 진화 과정의 핵심요소로, 유기체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Belsky, 2000). 코티졸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분비가 상승(Dickerson & Kemeny, 2004)하며, 한 번 노출

되어 익숙해진 자극에 대해서는 분비가 기저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

는다(Gunnar, Connors, & Isensee, 1989). 즉 새로운 환경 적응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응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

단되는 시기인 학년말에 코티졸 일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적으로 어린이집의 신학기 적응은 1개월 이내로 이루어지지만, 어린이집





- 151 -



- 152 -



- 153 -

교사관계 하위 요인별 질문지 문항 번호

ˆ (R) C 역문항.

유아원 적응 척도 하위 요인별 질문지 문항 번호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친밀감 7 1, 3, 5, 6, 7, 9, 15
갈등 8 2, 4, 8, 10, 11, 12, 13, 14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친사회성 5 1, 2, 3, 4, 5

긍정정서 4 6, 7, 8, 9

또래관계 6 10, 11, 12, 13, 14, 15

자아강도 6 16, 17, 18, 19, 20, 21
일과적응 7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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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urnal change of salivary

cortisol in toddlers and latent

profiles in daycare adjustment

Lee, Jungmi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aycare adjustment in

toddlers by tracking changes in diurnal salivary cortisol.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relations and latent profiles between variables

of salivary cortisol change, age, gender, length of time since

enrollment (care length), temperament, peer relationships, 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 were examined in 60 primarily

middle-class, Korean toddlers attending daycare. Diurnal changes in

salivary cortisol were assessed by measuring their salivary cortisol

level twice daily, in the morning and mid-afternoon. Temperament

was assessed by the childœs parents, along with sub categories of

activity/approach, negative emotionality and inhibitory control.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 were rated by

the teacher using a self report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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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dlers# diurnal change of salivary cortisol throughout their time

in daycare was related to care length� with a year or more in

daycare correlating to a smaller afternoon increase. In this set of

toddlers that had been in daycare for more than a year, closer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with their teacher were tied to a smaller

afternoon cortisol ris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ree distinct profiles of toddler

daycare adjustment were identified: relaxed, conflict, and tensioned.

The relaxed profile (42%) showed decreasing cortisol diurnal changes

and high levels in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 the conflict

profile (26%) maintained a steady level of diurnal salivary cortisol,

with high levels of conflict with their peers and teacher; the

tensioned profile (34%) showed prominent afternoon cortisol rise while

the quality of their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were high.

Temperament and diurnal cortisol changes were correlated to care

length; among toddlers who had attended daycare for less than a

year, higher levels of activity/approach and inhibitory control were

related to increased afternoon cortisol rise. Differences in levels of

activity/approach, negative emotionality and inhibitory control were

evident in the latent profiles of daycare adjustment: the relaxed

profile had a high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average activity/

approach and inhibitory control; the conflict profile had low levels of

activity/approach, negative emotionality and inhibitory control; and the

tensioned profile showed high levels of activity/approach and

inhibitory control, and average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Toddlers# diurnal cortisol changes differed by age and gender, and

was further differentiated by temperament, peer relationship 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 Toddlers in the 1 year old class displayed

higher afternoon cortisol rise even when care length was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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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at class, girls showed higher afternoon cortisol levels than boys.

Among the latent profiles for daycare adjustment, age and gender did

not prove to be significant variables.

The findings above illustrate the complex nature of a toddlerœs

physiological adjustment to daycare. It is a process involving factors

of temperament, and quality of connection with peers and their

teacher.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understand cortisol

diurnal changes in daycare in relation to the three distinct variables

of temperament,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

keywords : salivary cortisol, daycare adjustment, peer

relationship, toddler-teacher relationship, temperament

Student Number : 2012-3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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