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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본 연구는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전라
북도 J시에 위치한 H유치원과 W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를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또래유능성의 일
반적 경향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유아의 또래유
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성, 기질도 더불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또래 유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s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sexuality, ages, tempera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upon the peer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250 children from H and W childcare center in J 
city. Date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re are three 
specific results. First, a general tendency of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is related with normal distribution. The Second indicated that the peer competenc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sexuality, ages, tempera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nd 
sexuality and temperament also notable variables. Therefo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a special educ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of peer competence is strorngly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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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유아발달에 있어 가족 영향
력은 감소하고 또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취
업모나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함께 유아들이 과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구조화된 또래집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가 유아 생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바람직한 또래

와의 상호작용은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아개념의 형성과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래관계
는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2] 이러
한 중요성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더욱 높아지게 된다.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2,3,4,5]에 의하면, 모
든 유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또래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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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
보다 성장 후에 심각한 부적응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고 한다. 실제로 많은 유아들이 따돌림등과 같은 또래관
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서 유아의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즉, 또래관계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때 또래 유능성은 형성될 수 있으며, 이후 
유아기 및 성인 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 유능성이란 또래와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6],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함께 놀
이하고, 우정을 나누며,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문제 발생 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타협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나타낸다[7]. 또래 유능성
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유아들과 어
울릴 수 있는 사교적 능력과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친사회적 능력, 그리고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
안하고 이끌며 유아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또래와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행동을 보다 주도적인 행동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
양하며 이들 간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유아의 성별이나 기
질 등을 들 수 있다[12-14] 개인차의 본질적 요소로 주목
되어 온 기질은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의 특징
적 방식으로서 활동수준, 사회성, 과민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며[12],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
의 특유한 적응행동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은 유아기의 기질특성이 또래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
적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래 유능감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기의 기질 특성과 사회적 경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기질은 유아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질과 정도에 영향
을 미친다. 이에 반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기질간의 관
련성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15-20]은 아동의 성과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지만 또래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
적 요인에만 제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생물학적 가능성
에 근거한 개인차의 특성으로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
현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서지능이 높으면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21],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안정된 정서 상태로 
회복하려고 행동하며[22] 또한 유아가 자신의 감정 상태
를 인식․조절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23]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정서지능이 뛰어난 유아들에
게서 높은 친사회적 행동이 관찰되며 자아개념 및 대인
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또래간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4,25].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
구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
다.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까지도 인식하여 그에 적절하
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인간의 성공적 발달이 지적지능만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사회부적응 
현상은 사회성 향상과 정서지능 대한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해소될 수 있으며 특히 유아기 때 정서교육이 집중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또래유능성과 정서능력과 관련
된 연구[24,25,26,27,28],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16,18,17]들이 이루어져 있으나 유아의 기질
과 성별,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또래유능성과 성, 연령, 기
질, 정서지능이라는 개인 발달 특성간의 상호적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
을 고려하여 그 적합한 개별화된 처치를 가능케 함으로
써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한 실제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
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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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H유치원과 
W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 4, 5세 유아 250명을 선정
하였다. 연령별 구성은 3세 96명, 4세 82명, 5세 72명이었
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1] Research object

Gender

Years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3 53.26(3.33) 52.16(3.73) 52.70(3.57)

4 65.44(3.74) 65.23(3.35) 65.33(3.53)

5 77.11(3.62) 76.16(4.02) 76.63(3.94)
 

2.2 연구도구 

2.2.1 유아의 기질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NYLS(뉴욕종단연구)의 9개 기질차원을 요인분석하여 
Chun(1992)이 개발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
하였다[29]. 이 도구는 적응성(10문항), 활동성(9문항), 생
리적 규칙성(4문항), 반응성(6문항), 정서성(4문항) 등 5
개 하위요인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높은 점수의 의미는 적응성의 경우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이나 식사에 관
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반응성은 자극에 대한 
민감한 정도와 반응이 강함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도구의 Cronbach ⍺값은 
적응성 .64, 활동성 .78, 생리적 규칙성 .72, 반응성 .78, 
정서성 .79, 전체 .68로 나타났다. 

2.2.2 또래  유능성 검사 도구

또래 유능성 검사는 Park & Rhee(2001)가 개발한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7].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하위 영역별로 5문항씩 전체 15문항이며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유아의 또래관계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문항별 
내용을 관찰에 의해 일과 후에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 ⍺값은 사교성 .82, 친사회성 .78, 주도성. 
85, 전체 .87로 나타났다.

2.2.3 유아 정서지능 평정 도구

유아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Mayer & Salovey(1990)가 사고와 지적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시[21]한 정서지능 모형을 근거로 Lee(1997)
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22]. 검사도구는 
자기인식(7문항), 자기조절(8문항), 타인인식(7문항), 타
인조절(9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행동과 일치
하는 정도에 따라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값은 자기인식 .91, 자기
조절 .85, 타인인식 .82, 타인조절 .83, 전체 .89로 나타났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2년 6월 4일부터 7
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연구자와 교사들이 2
회에 걸쳐 유아의 기질,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에 대해 질
문지를 숙지하고 각 문항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교사들 간의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니면서 
같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종일반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각 질문지 내용을 평정하였다. 최종적인 검사자간의 일치
도는 .8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각 유치원의 3세, 4세, 
5세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평가척도에 응답
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유아들의 기질, 
또래상호작용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에게 
각 항목에 대한 평정은 1회 관찰결과가 아니라 최근 1개
월 동안 유치원에서 유아의 평균적인 일상행동을 중심으
로 평정하였다.

2.4 자료 분석 

유아의 개인변인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교사 관찰법과 검사법을 통해 수집된 연구자
료를 가지고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
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성요소 및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결과 및 해석

3.1 유아 기질, 정서지능, 또래유능성의 일반

적 경향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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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é
ndent 
váriab

le

Inde
pend
ent 

varia
ble

    ⊿R² 

P e e r 

comp

etence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28 .70 15.34*** .49 .49 123.46***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31 .76 15.80***

.51 .02 73.80***

T e m p
erame
nt

-.10 -.16 -3.38
**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30 .74 15.17***

.52 .01 52.49***
T e m p
erame
nt

-.10 -.15 -3.14**

Gende
r 1.18 .09  2.02

*

Sociab

ility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09 .62 12.22*** .38 .38 149.24***

Pro-so

ciality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90 .57 10.80*** .32 .32 116.74***

Em o t i
o n a l 
intelli
gence

.10 .62 11.04
***

.34 .02 62.53***

T e m p
erame
nt

-.03 -.14 -2.44*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
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General tendency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M SD Skewness Kurtosis
Score 

range

Temperament 100.59 10.97 .23 .03 6-24

Emotional 

intelligence
105.86 15.88 .11 .65 9-36

Peer 

competence
52.16 6.43 .34 -.10 7-28

 

기질의 평균점수는 100.59, 표준편차는 10.97, 왜도는 
.23, 첨도는 .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의 평균점수
는 105.86, 표준편차는 15.88, 왜도는 .11, 첨도는 .65의 
분포를 이루었고, 또래유능성의 평균점수는 52.16, 표준
편차는 6.43, 왜도는 .34, 첨도는 -.10으로 나타났다. 왜도
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초과하
면 정규성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30]. 따라서 
이 연구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유아 개인변인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유아의 개인변인인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
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er 

competence and gender, age,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Peer competence

Personal variables

Sociabi

lity

Pro-soc

iality

Initiati

veness

Total

Gender  .15* .15* .25** .21**

Age  .17** .12 .07 .13*

Temp

e r a m

ent

Adaptation  .23
**

.18
**

.21
**

.23
**

Activity -.05 -.09 -.19** -.12

Biological 

regularity

-.22** -.23** -.15** -.22**

Response  .30
**

.25
**

.28
**

.31
**

Emotional -.03 -.06 -.15* -.09

Total  .17** .10 .08 .13*

Emot

iona l 

intelli

gence

Self-aware

ness

 .46
**

.41
*

.51
**

.52
**

self-regulat

ion

 .61** .52** .49** .62**

Other-awar

eness

 .55** .48** .58** .60**

Other-regul

ation

 .58
**

.55
**

.65
**

.66
**

Total  .61** .57** .68** .70**

유아의 개인변인에서는 성별, 연령, 기질, 정서지능 모
두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1, r=.13, r=.13, r=.70, ps<.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유능
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에서는 
적응성, 반응성은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생리적 규칙성은 또래유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기질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유아의 정서지능에서는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
인인식, 타인조절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2, r=.62, 
r=.60, r=.66, ps<.01). 즉,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또
래유능성도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3 유아 또래유능성에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유아 또래유능성에 개인변인인 성, 연령, 기질, 정서지
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influence of gender, age,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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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

veness

Em ot i
o n a l 
intelli
gence

.11 .69 14.70
***

.47 .47 216.14
***

Em ot i
o n a l 
intelli
gence

.12 .76 15.72
***

.51 .04 124.92***

T e m p
erame
nt

-.05 -.21 -4.28***

Em ot i
o n a l 
intelli
gence

.11 .74 15.05***

.52 .01 88.21
***

T e m p
erame
nt

-.04 -.19 -3.99
***

Gende
r .62 .13 2.79** 

*
p<.05.. 

**
p<.01.

 ***
p<.001.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유아 개인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또래유능성이 여러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을 검정하는 척도로 분산확대인자(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고, 분산확대인자의 범위는 
1.04- 1.20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
해본 결과 공차와 VIF가 1에 근접하였다. 또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73-1.82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으로써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가장 적합하며 서로 간에 독립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정서지능이 49%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
고 있었으며, 유아 또래유능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기질이 추가되어 2%의 영향력
을 부가하였으며, 정서지능은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고, 
기질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성이 추가되면 1%의 영
향력을 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과 성은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고, 기질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이 
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친사회성에 대해서는 정서지
능이 32%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기질이 2%의 설명
력을 부가하였다. 주도성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이 47%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기질과 성이 각각 4%, 1%의 설
명력을 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 개인변인 중 정서지능, 기
질, 성이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이 되며, 더불어 기질과 성도 영향력을 부가하는 유의미
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
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
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연령이 높을수록, 기질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또래
유능성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밝힌 연구들
[3,31,32,33]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또래유능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시기에 주
목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또래유능성과 기질 간의 관
계는 전체적으로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 관계를, 활동성
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
교성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예
측 관계가, 활동성은 부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친사회성
의 관계에서는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예측 관계가, 활동
성은 부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주도성에서는 반응성과 적
응성은 정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즉, 새로운 자극이나 변
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긍
정적이며, 지나치게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긍정적 
사회능력이 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
과는 유아의 기질이 까다롭거나 활동적일수록 유치원 적
응[34]과 자기유능감[35] 및 사회적 능력[17], 또래수용도
[36], 또래유능성 관계[30,37]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행
동에도 높게 나타난다는 [2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
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적응성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높은 활동성은 타인과
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순한 기질은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타인인식과, 까다로운 기질은 자기조절, 타
인인식, 타인조절과, 둔한 기질은 자기인식, 타인인식, 타
인조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38]의 연구와는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또한 기질 요인 중 적응성과 반응성 기질
은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이, 활동성은 부적 상관이 있
음을 밝힌 [37]의 연구과도 일치한다. [3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기질특성이 부분적으로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
침을 밝혔다. 즉, 유아가 수면이나 식사, 일상습관에서 규
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고 유연하며 접근적
인 태도를 가진 유아일수록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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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성별이 또래유능성 전체와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질이 
외향적일수록 또래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3]의 연구결
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기의 기질 특성이 또래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고 밝힌 [4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경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
을 받으며 이러한 기질은 유아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질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은 성과 연령, 기질과 같은 개인변인에 비해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과 또래유
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4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자
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감
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정서
에 맞추어 적절한 행동과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타인
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기가 높은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42,43], 타인의 기분이나 
정서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달래주거나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들이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유능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어지
고 발달할 수 있음[44]을 전제한다면 성, 연령, 기질을 고
려해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교육적 실천을 수행한다면 유아 또래유능성을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이 직
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45,46]의 연구들과 일치하
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33]의 연구에서는 정서지
능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기질도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정
서지능을 매개로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아 기질 중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이,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과 타인조절이 중요한 예
측변인으로 또래수용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4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 기질
이 또래유능성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며 적응성과 반응성
은 정적 예측관계를, 활동성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인 
[37]의 연구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이 또래수용도
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4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정서지능에 주목한 [44]의 연구와 정서지능이 사
회성, 대인관계기술, 정서표현능력, 사회적 관계를 긍정
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48,49,50]과도 맥
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정서지능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질과 성
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성이 또래 유능성 전체와 주도
성, 친사회성, 사교성에 각각 다르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이해하는 데 성, 
기질과 더불어 정서지능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지능이 낮으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정서지능의 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
유능성의 발달을 위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
조할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의 발달을 도와주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요구된다. 이
와 더불어 기질과 성도 고려하여 또래유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면 
첫째,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아 개인변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해 또
래 유능성과 기질 및 정서지능간의 관련성에 대한 변이 
과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또래유
능성과 관련된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변인
들을 살펴보았으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교사, 또
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밝힐 필
요가 있다. 셋째,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이 유아 또래유능
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또래유능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
하는 경로를 분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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