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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infant-teacher relationships perceived by teachers related to observed

toddler-teacher and toddler-peer interactions in play. Participants were 57 2-year-old toddlers and their

8 teachers. Toddler-teacher perceived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y questionnaire toddler-teacher and

toddler-toddler interactions were observed and recorded during play.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Results were：(1) the perceived relationships of toddlers to multiple teachers in the classroom were very

similar. (2) The pattern of interactions between toddlers and teachers was similar to that of interactions

between toddlers and peers. (3) The more positive the toddler-teacher perceived relationship, the more

positive the observed interactions between the children and teachers and between children and their peers.

Key Words：영아(infant), 교사(teacher), 관계(relationship), 영아-교사 관계(infant-teacher relationship).

Ⅰ.서 론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Duck, 1991) 과거의 삶을 통해 사람들과 경험했

던 관계는 현재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또 다

른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유

아기에 경험한 관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

한 틀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는 상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Mill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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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

은 부모이며 특히 그 중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다.

영아-어머니 관계는 영아에게 다른 사람들과 새

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안정감과 신뢰감의

기반을 제공한다(김경란, 2006). 때문에 영아기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에 대해서 다루었

다(Frankel & Bates, 1990; Pipp, Easterbrooks, &

Harmon, 1992; Fagot, 1997).

하지만 가족구조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등 여

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종전에 주로 어머니가 맡

아왔던 양육자의 역할이 보육 기관으로 확대되었

으며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도 부모에서 교사로,

형제에서 또래로 확장되었다(김경란, 2006). 특히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들은 교사와 다차원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머니와 가지는

관계만큼 중요하며 보육시설 내의 생활에서는 어

머니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영아의 행동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친다(Howes, Hamilton, & Philipsen,

1998; Howes, Matheson, & Hamilton, 1994b).

특히 영아-교사 관계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

외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선영(2006)은 교사가 애

정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아가 주의집중과 모

방놀이를 잘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또

래와 친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등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영아

-교사 간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연구

(정미숙, 2007)에서도 교사와 영아가 안정애착을

가질 경우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면적 문제행동이

줄어들고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Howes, Hamilton과 Philipsen(1998)

이 영아기부터 9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

한 장기종단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시절 보육교사

와 가진 애착안정성은 이후 학령기의 또래 관계

를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유아기보다 영아기에

형성한 교사와의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영아학급을 한 명의 교사가 아닌 두

명 혹은 세 명의 교사가 함께 담당하는 우리나라

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영아가 주 양육자 이외 여

러 사람들과 동시에 애착을 형성하는 복합애착

의 측면에서 복수담임학급의 영아-교사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영아가 여러 사람들과 맺은 복합애착의 질

이 각각 유사하거나 다르기도 하며, 한 쪽과 맺

은 안정애착의 관계가 다른 한 쪽과 맺은 불안정

애착 관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손혜숙, 2000; 신지연, 2004).

복합애착은 어머니-아버지, 어머니-교사, 교사

-교사 등 다양하게 성립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와 교사와의 복합애착을 다루었

다. 이 연구들은 주로 복합애착의 보완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영유아기의 다양한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Adler와 Furman(1988)

의 연구에서는 한 관계의 문제가 다른 관계의 문

제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갈등이

많을 경우 형제 관계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 갈등

이 많았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교사와 영아가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의 부족한 관계를 상쇄시

켜 줄 수도 있지만, 한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가

다른 교사와 영아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만들어

영아의 기관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때문에 영아와 여러 명의 교사 간에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변화로 영아기에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다양해졌으며 그 관계들 중 하나가 영

아-또래 관계이다. 영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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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의견은 조망하게 되고 함께 나누는 의미

를 구성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DeVries & Zen, 1995/1997).

영아는 생후 초기부터 또래에 대해 관심을 가

진다. 생후 초기에 또래를 응시하거나 접촉을 시

도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10-25개월의 영아가 사

회적 행동을 어머니 보다 또래와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장영희, 1987; Field, 1979;

Kail, 2007/2008). 이후 언어적, 신체적 발달이 활

발히 이루어지는 만 2세가 되면 교사와의 상호

작용보다 또래와 가지는 상호작용이 더 증가하

며 질적인 면에서도 교사와 가지는 상호작용과

다르다고 보고하였다(박지선, 2000).

영아의 또래 관계는 영아의 놀이행동을 통해

서 살펴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어릴수

록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지 않은 단독놀이나 병

행놀이를 많이 한다(Kail, 2007/2008). 하지만 영

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

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좀

더 복잡한 놀이를 하게 된다.

또래 관계는 기질, 환경, 성별, 이전의 경험, 어

머니와의 애착 등 다양한 변인(임은혜, 2005; 최

서윤, 2002; Howes & Hamilton, 1993; Vandell,

Hunderson, & Wilson, 1988)에 영향을 받으나 그

중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현호(1997)는 교사와 안정

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또래와 더 오랜 시간 함

께 상호작용을 하며 놀이에서도 상호 협동적으로

지낸다고 보고하였다. 곽주영(1996)의 연구에서

는 교사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보

이는 집단이 또래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였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더 적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선라(1999)의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 관계가 친밀할수록 유아들의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교사 관계에서 갈등이 많

을수록 공격성과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아-교사 관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유아를 대상(김인아, 2004; 여연승,

2003, 조상흔, 2007)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했어도 한 명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김난실, 2004; 신지연, 2004; 정미숙,

2007; 조남선, 2002). 영유아의 또래 관계에 관련

된 연구의 경우에도 유아를 대상(곽주영, 1996;

구선라, 1999)으로 한 것이 많았으며 영아를 대

상으로 한 경우 성, 연령, 기질, 물리적인 보육환

경 등과 관련(김난실, 2004; 임은혜, 2005; 최지

현․박혜원, 2000)지어보았으며 영아-교사 관계

측면에서 보거나 실제 나타나는 관계의 측면에

서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2세를 대상으로 여

러 명의 교사와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영아-교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아의 놀이 시 상호작

용을 통해 실제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관계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복수담임학급에서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놀이 시 나타난 영아의 교사 및 또래

와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와 영

아의 놀이 시 나타난 교사 및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종일제 J,

M, S, C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 영아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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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징 (N=8)

배경변인 구분 빈도(%)

연 령
만 23세 - 25세 6( 75.0)

만 26세 - 30세 2( 25.0)

경 력

1년 미만 1( 12.5)

1년 이상 - 3년 미만 4( 50.0)

3년 이상 - 5년 미만 2( 25.0)

5년 이상 1( 12.5)

학 력

보육교사교육원 1( 12.5)

2-3년제 대학 4( 50.0)

4년제 대학 3( 37.5)

대학원 이상 0( 0.0)

결혼여부
미혼 8(100.0)

기혼 0( 0.0)

과 그들의 담임교사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 대상 영아 57명 중 남아는 27명, 여아는

30명이었으며 평균 월령은 37.84개월(SD=3.40)

이었다. 교사는 복수담임제로 운영되는 4개 학

급의 각 반 두 명의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1과 교사2로 임의 선정하여 설문을 하였으며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연구 대상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1

개소가 민간 어린이집, 3개소는 구립 어린이집

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은 모두 보육시설 평가인

증을 받은 곳으로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유사

하였다.

2.연구 도구

1)영아-교사 관계

영아-교사 관계는 Pianta(2001)의 영아-교사

관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l Scale;

STR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이 척도가 영아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

비연구에서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는데,

교사들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

였다. 영아-교사 관계척도(STRS)는 전반적인 관

계의 질뿐만 아니라 친밀, 갈등, 의존의 하위척

도로 나누어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위척도는

친밀 11문항, 갈등 12문항, 의존성 5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한다.

친밀은 영아-교사 관계의 따뜻함, 공감, 애착, 개

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영아-교사 관계가 따뜻하고 지지적이라는 것

을 나타낸다. 갈등은 영아-교사 관계의 부정적,

적대적인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

아-교사 관계가 예측하기가 힘들며 갈등이 많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의존은 영아-교사 관계의 지

나치게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영아-교사 관계가 분리되기 힘들고 불필요

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친

밀, 갈등, 의존의 하위척도를 이용한 총점은 점

수가 높을수록 영아-교사 관계가 갈등과 의존은

낮으며 친밀은 높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아-교사 관계척도의 계산 방법은 하위척도

점수와 총 점수로 나누어진다. 하위척도 점수 계

산 방법은 역산 문항을 포함하여 같은 하위 척도

끼리 묶어 모든 점수를 합한다. 이와 같이 하위

척도별로 합해서 나온 점수가 각 하위척도의 점

수가 된다. 총점은 하위척도 점수를 이용해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총점=(72-갈등

하위척도점수)+친밀 하위척도점수+(30-의존 하

위척도점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72는

갈등 하위척도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인 60과 가

장 낮은 점수인 12를 더하여 나온 점수이며, 30

은 의존 하위척도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인 25와

가장 낮은 점수인 5를 더해서 나온 점수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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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항목 정의

개
별
행
동

혼자놀이 또래와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혼자 놀이하는 것

관찰하기 또래나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돌아다니기 특별한 의미 없이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것

영역이동하기 놀이를 위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

공상하기/휴식하기 놀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

또
래
와
의
상
호
작
용

긍
정
적

모방하기 또래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것

도움 주고받기 또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는 것

또래와 대화하기 또래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또래 따라다니기 또래를 따라다니며 놀이하는 것

요구, 의견 따르기 또래가 제시한 요구, 의견을 듣고 따르는 것

놀잇감 주거나 받기 또래에게 놀잇감을 빌려주거나 받는 것

요구, 의견 제안하기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또래와 대화는 하지 않으나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는 것

웃음, 애정적 신체접촉하기 웃거나, 껴안는 등의 또래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

부
정
적

울기 또래와의 놀이 중 갈등상황에서 우는 것

거절, 무시하기 또래의 부탁이나 주장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

놀이 방해하기 또래의 놀이를 망가뜨리거나 어지럽혀 방해 하는 것

놀잇감 빼앗기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는 장난감을 빼앗는 것

신체적 공격하기
또래에게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받는 것

언어적 공격하기 또래에게 소리를 지르기, 비난 등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받는 것

교
사
와
의
상
호
작
용

긍
정
적

모방하기 교사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것

도움 주고받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는 것

교사와 대화하기 교사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요구, 의견 따르기 교사가 제시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요구, 의견 제시하기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제안 하는 것

교사와 함께 놀이하기 교사와 대화는 하지 않으나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는 것

웃음, 애정적 신체접촉하기 웃거나, 껴안는 등의 교사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

부
정
적

울기 교사와의 상호작용 중 갈등으로 우는 것

거절, 무시하기 교사의 의견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

신체적 공격하기 교사에게 신체적 공격을 시도하거나 받는 것

언어적 공격하기 교사에게 언어적 공격을 시도하거나 받는 것

<표 2> 영아의 놀이행동 하위범주 정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로 측정한 총점의 내적 일

관성 신뢰도는 교사1은 .72, 교사2는 .85로 비교

적 높은 편이었다.

2)놀이시나타난영아-교사및영아-또래상

호작용

영아가 교사, 또래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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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Holloway와 Reichhart-

Erickson(1988)의 놀이행동 관찰기록표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놀이행동 관찰기록표는

자유놀이시간 동안 나타나는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기위한 것으로 영아의 상호작용

을 관찰하는 연구(손순복, 1999; 신지연․최석

란, 2005)에서 많이 사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

가 성립되었다. 이 도구는 개별행동,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세 범주로 나누

어 관찰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놀이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여

세 범주 중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분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세분화하

여 관찰하였다. 관찰은 오전, 오후 자유놀이 시

간에 연구자가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10초 관찰,

10초 기록의 시간표집법으로 한 영아 당 총 90

회(30분)를 실시하였다. 각 하위 범주의 정의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3)연구 절차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종일제 S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 영

아 6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

하였다. 영아와 교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

아-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Pianta, 2001)설문지를 교사 3명에

게 배부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내용 중 이해하

기 어려운 부분이나 영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질

문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교사들이 특별한 문제

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질문 중 부정적인 느낌

을 주어 교사들이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워한 문

장이 있어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수정하였다.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6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약 20일간 7회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

찰은 오전 자유놀이시간 동안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가 10초 관찰, 10초 기록의 시간표집법으로

실시하였다. 관찰 시간은 한 명의 영아 당 10분

씩 6회 관찰하여 총 60분(180회)을 관찰하였고,

전체 관찰 시간은 총 360분(1080회)이었다. 관찰

시간은 10초 관찰, 10초 기록의 방법이 적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한 아이 당

총 관찰 시간은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여 관찰

하였다. 관찰 범주는 관찰 후 영아들이 보이는

행동 중 관찰 범주에 없었던 또래․교사와 함께

놀이하기, 거부․무시 하기 등을 첨부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강남구에 위치한 4개 어린이집 4학

급에서 9월 8일 부터 10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영아-교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설

문지 총 61부를 연구자가 직접 교사 8명에게 배

부하였다. 연구 대상 어린이집이 모두 한 학급

당 두 명의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각 학급의 교

사 두 명 모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 8명이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

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놀이 시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관찰은 연구 시작 전 연구보조자와의

연습을 통해 80%이상의 관찰일치도가 확립된

이후 시작하였다. 관찰은 한 달간 61명의 영아

중 장기결석 하는 영아 4명을 제외한 총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찰은 오전, 오후 자유놀

이 시간 동안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가 영아마다

무선으로 순서를 정해 실시하였다. 관찰 도구 사

용방법은 놀이 중 영아가 보이는 교사 및 또래와

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1회당 10분의

관찰 시간에 영아가 보이는 모든 행동을 10초 관

찰, 10초 기록의 시간표집법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관찰 시간은 한 명의 영아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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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아 놀이행동 관찰 내용

구분 내용

관찰 영아 수 57명

일과 중 관찰 시기 오전․오후 실내자유놀이시간

관찰 시간 30분(회당 10분씩 총 3회)

관찰 횟수 90회(회당 30회씩 총 3번)

평균 관찰일 2.5일

총 관찰 시간 1710분

총 관찰 횟수 5130회

회에 10분씩(30번) 총 3회 30분(90회)을 실시하

여 영아 당 평균 관찰일은 2.5일이 걸렸으며 전체

관찰시간은 1710분(5130회)이었다. 영아 놀이행

동 관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

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의 일반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라

역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상관관

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Ⅲ.연구결과

1.두명의교사가인식한영아-교사관계의관

련성

연구 대상 학급은 모두 2명의 교사를 배치하

고 있어 임의로 교사1과 교사2로 나누어 학급의

영아와 2명의 교사가 각각 맺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한 영아-

교사 관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전에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영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의 <표 4>와 같다.

<표 4>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영아-교사 관계

영아-교사 관계

하위척도
M(SD)

친밀 3.7(0.52)

갈등 2.2(0.62)

의존 2.9(0.78)

<표 5> 영아-교사1 관계와 영아-교사2 관계 간의 상관

관계

교사2

교사1
친밀 갈등 의존 총점

친밀 .41* -.06 .21 .18

갈등 -.11 .74** .24 -.66**

의존 .50** .01 .66** -.13

총점 .15 -.55** -.27* .61**

*p<.05 **p<.01

<표 4>에서와 같이, 5점 척도를 가장 높은 점

수로 보았을 때 친밀(M=3.7)은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며 갈등(M=2.2)과 의존(M=2.9)은 낮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영아와 친밀감이 높고 갈

등과 의존이 적은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1 관계

와 영아-교사2 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영아-교사1 관계와 영아-

교사2 관계 간의 상관관계는 같은 하위척도끼리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사1의 의존과 교사2의 친밀도 정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가 교사1과 맺은 관계와 교사2

와 맺은 관계가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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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영아가 교사1

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교사2와도 교

사1과 유사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1의 의존과 교사2의 친밀은

서로 다른 하위척도지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상 영아

들은 의존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 이를 교사들

이 친밀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어려워 서로 관련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2.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

호작용

첫째,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

아-또래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영아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

와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영아는 전체 90회의 놀이

시 상호작용 중 개별행동(M=57.1)을 가장 많이

했다.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 상호작용은 각각

24.7회와 8.2회로 또래 상호작용을 교사 상호작

용보다 많이 했다.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 중

긍정적 상호작용(M=19.5)을 부정적 상호작용

(M=5.2) 보다 많이 나타냈다. 교사와 상호작용도

긍정적 상호작용(M=7.2)을 부정적 상호작용(1.0)

보다 많이 나타냈다. 또래, 교사와의 상호작용

중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비율

로 살펴보았을 때, 또래의 경우는 긍정적 상호작

용은 78.94%, 부정적 상호작용은 21.06% 이었으

며 교사의 경우 긍정적 상호작용은 87.80%, 부

정적 상호작용 12.06% 이었다.

이를 통해, 영아는 놀이 시 발달상의 이유로

개별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지만 또래, 교사와의

<표 6>놀이시나타난영아-교사및영아-또래상호작

용의 특성

범주 M(%)

개별행동 57.1(63.4)

또래

긍정적 상호작용 19.5(21.7)

부정적 상호작용 5.2( 5.8)

소계 24.7(27.5)

교사

긍정적 상호작용 7.2( 8.0)

부정적 상호작용 1.0( 4.4)

소계 8.2(12.4)

총계 90(100)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교사와 하는 상호작용보다 또래와 하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부정적 상호작

용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나 영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나타났다. 하지만 또래,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비율 면에서는 교사와 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적게 나

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영아가 긍정적

인 상호작용도 많이 하지만 발달상의 이유로 갈

등 또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또래 긍정적 상호작용과

교사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또래 부정적 상

호작용과 교사 긍정적 상호작용 간에는 유의미

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래

부정적 상호작용과 교사 부정적 상호작용(r=.36,

p<.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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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영아-교사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영아-또래
긍정적 상호작용 -.01 -.14

부정적 상호작용 .09 .36**

**p<.01

<표 7>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상호작용

관계
개별행동

또래 교사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친 밀 -.21 .18 -.01 .15 .12

갈 등 -.36* .09 .34** .31* .44**

의 존 -.05 -.05 .18 .08 .10

총 점 .13 .07 -.30* -.15 -.27*

*p<.05 **p<.01

<표 8>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와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

용을 많이 하는 영아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부

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교사가인식한영아-교사관계와놀이시나

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

연구 문제 1의 결과, 영아-교사1 관계와 영아-

교사2 관계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

아와 교사1, 교사2 관계의 평균을 영아-교사 관계

로 사용하였다.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 따

른 영아의 놀이 시 상호작용을 통해 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교사가 인식한 관계의 하

위척도인 친밀, 의존과 실제 관찰된 교사 및 또

래와의 상호작용 간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교사가 인식한 갈등, 총점과 실제

관찰된 상호작용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갈등과 개별행동 간에는 부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r=-.36,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갈등과 또래 부정적 상호작용(r=.34, p<.01),

갈등과 교사 긍정적 상호작용(r=.31, p<.01), 갈

등과 교사 부정적 상호작용(r=.44, p<.01)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가 인식한 관계의 총점은 또래(r=-.30,

p<.05), 및 교사(r=-.27, p<.05)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에서 갈등

이 많다고 인식한 경우 영아는 개별행동을 적

게 보이고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 교사와 긍

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친밀이 높고 갈등과 의

존이 낮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한

영아일수록 실제 또래, 교사와 관계에서 모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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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복

수담임 학급의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의 관련성과 영아의 놀이 시 나타나는 영아-

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한 관계와 실제 나타나는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당 두 명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영아-교사 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가 교사1과 맺은 관계와 교사2와 맺은

관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이와 유사한 연구는 없으나 유아기의 다양한

관계에 관한 연구와 복합애착과 관련된 연구들

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유아기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들(Adler & Furman, 1988;

Dunn, 1993)과 연관 지어 보았을 때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

과 유아가 부모와 맺는 관계 혹은 부모 간의 관

계가 유아의 형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이것은 한 관계의 질이 다른 관

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형

성된 관계는 각각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

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영아-교

사1의 관계와 영아-교사2의 관계가 서로 유사하

게 나타나는 이유는 2명의 교사가 가지는 영아-

교사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복합애착과 관련된 연구(신지연, 2004)와

연관 지어 보았을 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

머니, 보육교사와 서로 질적으로 유사한 애착 관

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아가 교사

2명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이 영아가

여러 사람과 동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즉, 복합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아가 여러 명의

교사와 맺는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영아-교사1과 영아-교사2 사이

의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와 이 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영

아들은 개별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했

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아가 개별행

동을 많이 보이는 것은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이순형․김정연, 1997)의 결과와 일치

한다. 하지만 김난실(2004)의 연구에서는 영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가

발달상 혼자놀이, 관찰 등의 개별행동을 많이 나

타내지만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교사의 질적 수

준에 따라서 또래와도 충분히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서 교사와 보이는 상호작

용보다 또래와 보이는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만 2세가 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격

히 증가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 많이 나타

난다는 연구들과(김난실, 2004; 이선영, 2006; 이

순형․김정연, 1997)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만 2세 영아들이 교사, 부모 등의 성인보다 또래

에 더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상호작용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아들은 실제로 관찰된 교사, 또래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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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서 모두 부정적 상호작용 보다 긍정적 상

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행동을 관찰한 연구들(김난실, 2004; 이

순형․김정연, 1997)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영아

들이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긍정

적인 방법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한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비율 면에서는 보았을 때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의비율이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교사와의 관

계는 수직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반응적이나 영

아-또래관계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이나 서로 예측

하기가힘들어쉽게좌절 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이은해, 2000; Furman & Buhrmester,

1985). 즉,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가 권위를 가지

고 있으며 예측이 가능하고 반응적이기 때문에

부정적 상호작용이 적게 일어나지만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영아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힘

들어 좌절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므

로 부정적 상호작용이 교사와의 관계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상호작용

과 영아-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또

래와도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교사와 또래의 긍정적 상호작용

사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

사가 애정적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

아들이 또래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

는 선행연구(이선영, 2006; 이현호, 1997)결과와

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

을 때, 영아-교사와 영아-또래 사이의 부정적 상

호작용 간의 관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영아들

이 교사가 보이는 부정적 상호작용에 더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와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갈등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한 영아는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에서 개별 행동을 적게 하고 또래

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상호작용, 교사와의 관

계에서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

를 친밀이 높고 갈등과 의존은 낮은 긍정적인 관

계로 인식 할수록 실제 또래, 교사와 관계에서

모두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구선라, 1999; 전경아, 2003)의 유아-교사

관계에서 갈등과 의존이 높을수록 분노, 공격성

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와는 일치했으나 유아-

교사 관계가 갈등이 적고 친밀이 높을수록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애착에 관해서 연

구한 최서윤(2002)의 연구에서 영아와 어머니와

의 애착 안정성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과는 상관이 없으나 부정적 상호작용과는 상관

이 있다는 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가 인

식한 영아-교사 관계가 실제 영아가 보이는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사, 또래

와 부정적인 관계 사이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아-교사 관계에서

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상

호작용이 둘 다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사가 갈등

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

라 영아에게 대화, 제안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

용도 시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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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 관계는 서로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쪽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기질이나 성격 등도 영향

을 주어 두 명의 교사와 영아간의 관계가 서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영아를 보육함에 있어 학급의 두 명의 교사

는 영아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갈등적인 관계

를 맺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보이며 자신이 맡은 학급의 모든 영아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둘째, 만 2세 영아도 또래 관계가 활발히 이루

어지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영아기 발달상 사

회적 기술이 부족해 또래 관계에서 갈등과 좌절

을 겪기 쉽다. 그러므로 영아를 지도하는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영아기의 사회성 발달의

특징과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숙지하

고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영아의 또래 관계

에 대한 구체적인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 영아기

의 또래관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교사가 갈등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한

영아는 실제로 교사,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 또한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인식 할수록 실제 또래, 교사와 관계에서

모두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인식한 영아와의

관계가 실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사는 영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사는 놀이

시 영아에게 격려, 칭찬, 제안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 스

스로의 노력과 상호작용 훈련과 같은 장학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속연

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

부분의 복합애착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상 간 유

사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도 두 명의 교사와 영아가 맺는 관계가 유사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복합애착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애

착이 다르다는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명의 교사와 맺는 복합

애착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는 연구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로 나타나는 영아-교사 관계 및 영

아-또래 관계는 오전, 오후 자유놀이시간에 한해

관찰하였는데, 하루 종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

는 영아의 경우 화장실 다녀오기, 낮잠 자기, 식

사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또래, 교사와 활

발히 상호작용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때

문에 놀이시간 뿐 아니라 일상적인 하루 일과 중

에 이루어지는 영아-교사 관계와 영아-또래 관계

를 관찰해 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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