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4. Vol. 23, No. 1, 15-29

http://dx.doi.org/10.5934/kjhe.2014.23.1.15
ISSN 1226-0851(Print)/ISSN 2234-3768(Online)

- 15 -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1)-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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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effect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and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222 preschoolers(110 boys, 112 girls, aged 5)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was assessed by Emotional Availability Scale(Biringen, et al., 1998).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was 
measured by the Child Behavior Questionnaire(Rothbart, et al., 1994). Preschooler's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TRSSA(Buhs & Ladd,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effected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Second,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effected o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Thir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effected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Forth,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mediated the effect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That was, the more mother-child were emotionally available to each other, the more preschooler's effortfully control 
their attention and behavior,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ffect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and preschoolers contro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preschool adjustment.

Keywords: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eschool adjustment.  

Ⅰ. 서  론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취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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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학업 및 일과

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유아

기에 경험하는 기관에서의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집단생

활을 즐겁게 여기게 하거나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관

계를 확립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적응하지 못

할 경우 추후 초․중․고등학교까지 적응상의 문제로 

연결되는 등 부적응 현상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Hauser- 
Cram et al., 2007; Ladd & Dinella, 2009). 이와 같이 

유아시기에 경험하는 기관에서의 적응은 추후 초등학교

를 지나 중고등학교 시기의 사회정서적 적응 및 학업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므로 유아가 처음 경

험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

악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 내에

서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순응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Moon, 2007)으로, 교실에서

의 또래와의 관계나 교실 내의 개인적인 행위 및 과제수

행에 관련된 독립성 및 협력성과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표

현하는 유아의 학교에 대한 선호 및 회피 정도,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측정한다(Ladd & Price, 1987).
유아가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

아의 성(Lee, 2004; Yang, 2007), 연령(Yang, 2007), 기

질(Bae & Lim, 2013; Yang, 2007)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유아의 관계의 질과 

같은 양육 관련 변인(Lee, 2004; Lee & Seo, 2006; 
Moon, 2007; Song, 2004; Yang, 2007),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측면(Ahn, 2002; Lee, 200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거나 

그들 각각이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

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 이들 변인들의 관계와 

이들 변인들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기제

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

서 양육 관련 변인과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 경로

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기

제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에서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

는 미시적 환경으로서의 성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Pianta & Walsh, 1996; Pitcl & 
Provance, 2006). Pitcl과 Provance(2006)는 학교생활의 

준비도로서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초기 부모-유아 상호작

용 내에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초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가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

아기에 부모로부터 배운 바는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타인

과 관계하며 작업하는 능력에 반영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Pianta와 Walsh(1996)는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한 이

후 유아가 어머니와 교사와 형성하는 관계의 질은 이후 

유아기 및 아동기에 형성되는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성인의 정서적 관계의 질은 유아가 유아교육

기관에 적응하는 데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
머니와 자녀가 서로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와 관련된 대화

를 나누는 것은 건강한 어머니-유아의 관계에 있어 필수

적인 요소이며(Bornstein & Lamb, 2008), 이때 신뢰와 

애정 및 관심과 기쁨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유아의 발달

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Emde, 1980). 어머니와 유아 간 

정서적인 교류는 정서의 표현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

머니와 유아 간 상호성의 양식을 의미하는데(Bornstein & 
Lamb, 2008), Biringen et al. (1998)은 민감성(Ainsworth 
et al., 1978)과 유아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정

서적 가용성(Emde, 1980; Mahler et al., 1975)을 근거로 

하여 ‘정서적 가용성’을 어머니와 유아 정서적 관계의 질

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정서적 가용성은 어머

니와 유아 상호간의 정서표현과 상대방 정서에 대한 이해, 
정서의 수용을 의미한다(Bornstein & Lamb, 2008).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

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과 정서

에 맞추어 상호작용할 경우 유아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며 집안일을 스스

로 하는 등 책임감을 보이며,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Denham, et al., 1991; Dumas & 
Lafreniere, 1993; Kwon, 2002). 또한 어머니가 유아에 

맞추어 정서를 교류하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유아

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잘 마무리하며, 집단에서 자신감을 잘 보

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10). 또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의 사회적인 기술, 공격성, 
또래 배척, 문제행동, 외로움 등의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보이는 다양한 적응행동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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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ingen et al., 2005).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볼 때 어

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교육기관과의 관련성이 이

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의도적 통제라는 

변인이 매개되어 나타나는 외형적 관계에서 나타난 것으

로 보여진다. 정서적 가용성과 의도적 통제, 그리고 유아

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는 Eisenberg et al.(1998)의 정

서사회화의 발견적 모델에 의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정서능력은 유아가 

사회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정서적 표현 등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능력을 

바탕으로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

지하며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 특히 정서와 관련된 부모자녀관계

의 질과 유아의 정서적 능력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과제에 대

해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의 정서적 능력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의도적 통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혹은 실수를 탐

지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거나 우세하지 않은 반

응을 활성화하는 주의 실행기술의 효율성(Rothbart & 
Bates, 2006)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맞추거나, 주의를 전환함으

로써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과 상황에 적응하고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능력을 포함한다(Eisenberg et al., 2007). 따라서, 의도적 

통제는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환하여 정서의 내적 경험을 조절하거나 충동이 일어날 

때 행동을 억제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행동을 활성화하여 정서의 행동적 표현을 조

절하는데 사용되므로(Eisenberg et al., 2007; Rothbart & 
Bates, 2006), 정서의 자율적 조절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어머니

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내에서 자신이 경험한 정서와 정서의 표현을 어머니와 일

치시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정서

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추측하는 등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George & Watson, 1996). 따라서 유아는 

자신의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어머니의 정

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맞추며 긍

정적인 정서를 표현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

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비계 설정을 잘 할수록 유

아는 의도적 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nis, 
2006; Kochanska et al., 2000; Kochanska et al., 2008; 
Lengua, et al., 2007; Little　& Carter, 2005; Rakes et 
al., 2007; Volling et al., 2002).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역

시 이론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의 

과정과 행동적 반응의 조절에서 적응적인 융통성을 발휘

한다(Rothbart & Bates, 2006). 잘 조절된 유아는 좀 더 

부적절한 행동과 충동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교사 혹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잘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교사로부터의 칭

찬을 받거나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긍정적

인 경험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교육기관을 더 좋아하

고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관계

에서 또래를 돕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등 사회적인 기술이 

좋거나(Caspi et al., 1995; Hill, 2003; Lengua et al., 
2007; Raver et al., 1999),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정

해진 시간에 과제를 잘 마무리하며, 집단에서 자신감을 

잘 보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

정을 잘 조절하며(Moon, 2010),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Valente, et al., 2007). 반대로, 잘 조절하

지 못하는 유아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학급 내에서 긍정적

인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

로 불안을 겪거나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도적 통제를 잘 하

지 못하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 쉬웠으며

(Deater- Deckard, 2001),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하지 

못하며(Eisenberg et al., 2001), 학교생활을 선호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Burgees, 2001). 따라서 의

도적으로 자신의 행동 및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어려움

에 처한 유아들은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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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종합해 보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는 어머니-유
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그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유아의 의

도적 통제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

한 검증은 미약한 실정이다. 만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 역할을 한다면 환경적 맥락에

서의 어머니 유아관계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각각 유아

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단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어머니-유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의도적 통제

의 향상을 통해 영향을 주게 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유아 관계에서의 정서적 가용성

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간의 관

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

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환경 맥락에서의 어머니-유아의 관

계와 사회적 환경맥락에서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간

의 관계와 유아기의 의도적 통제 발달과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적응 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 기관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매개하는 기제로서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역할

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교

육기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어머니와 유아의 정

서적 가용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유치원 6곳

의 만 5세 유아 222명 (남 110명, 여 112명)과 그들의 

어머니 222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구

광역시의 동구, 북구, 달서구에 위치한 유치원 6곳을 

임의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연령은 평균 5세 5개월 (범

위: 51개월～75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유아 가족의 일반

적인 특성은 아버지가 평균 36.8세, 어머니가 평균 35.2세

로,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179명(80.6%), 어머니의 경우 

30대가 183명(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

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90명(40.5%)으로 가장 많았

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대졸이 75명(33.8%)으로 가장 많

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62명

(2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 57명

(25.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96명

(43.2%)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전문직 24
명(10.8%), 사무직 20명(9%)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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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입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79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32.4%), 400만원대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Biringen et al.(1998)가 개발한 정서적 가용성 척도 아동

중기판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3rd edition, 
Middle Childhood Version)을 선행연구자가 번안한 정서

적 가용성 척도 영유아기판(Min, 2009)을 참고하여 번안 

후 사용하였다. 정서적 가용성 척도(EA Scales)는 어머니 

척도와 유아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

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차원은 민감성, 구조화, 비침

해, 비적대감이며,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차원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

니 참여시키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차원은 어머니 

민감성은 9점 척도,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은 각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유아의 반응성,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

기는 각 7점 척도로 평정한다. 평정의 기준은 어머니나 유

아 모두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적절하고 행동하고, 반
응 할 때 적절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므

로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에서 상호적이지 않으면 좋은 점

수를 받을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척도의 개발자인 Zeynep 
Biringen에게 원격 훈련 테잎으로 신뢰도 훈련을 받고 자

격인증을 받았으며, 본 연구 관찰항목의 신뢰도를 산출하

기 위해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신뢰도 훈련을 같이 받은 아동학 전문가 한명과 

사례를 보면서 점수에 대해 논의한 후, 전체 사례 중 15%
에 해당하는 30사례에 대해 평정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4～.92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2)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 et al. 
(1994)이 개발한 아동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 맞추기의 9문항, 억제 통제의 13문항, 
주의 전환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 맞추기는 

활동 중에 주의 초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매우 집중하면서 한다' 등의 문항

을 포함한다. 억제 통제는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시에 잘 따른다'의 등의 문

항을 포함한다. 주의 전환은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

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한 활동에

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

한다. 각 문항은 어머니로 하여금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

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대단히 그렇

다’의 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교사 평정을 실시하여 교사평정에 적절치 않은 

문항은 교사의 자문을 거쳐 수정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주의 맞추기 1∼63점, 억제 통제 1
∼91점, 주의 전환 1∼35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7∼18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하위영역별 특

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의도적 통제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형 문항(1, 2, 4, 6, 7, 8, 11, 12, 13, 20, 
22, 24, 27)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전체 27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83이였으며,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주의 맞추기 .74, 억제 통제 .78, 주의 

전환 .73이었다. 

3)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Buhs와 

Ladd(2001)의 학교적응 척도 (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TRSSA)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Buhs와 Ladd(2001)의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선호

(5문항), 학교회피(5문항), 교사와의 관계(5문항), 협동적 

참여(7문항), 독립적 참여(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선호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

하며, '유아교육기관에 가기를 좋아한다', '유아교육기관에

서 즐겁게 지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학교회피는 학

교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아의 시도를 의미하며, '유아

교육기관에서 집에 가고자 하는 핑계를 댄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에 대한 관심과 편안함 

정도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의미하며, '교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협동적 참

여는 유아가 교사의 권위를 수용하고 학급 규칙과 책임에 

따르는 정도를 의미하며, '교사의 요구에 즉각 반응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독립적 참여는 학급에서 자기주도

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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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업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총 26개 문항에 대해 담당교사가 평소 관찰

한 근거에 의하여 0～2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하위 영역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학교선호 .75, 학교회피 .76, 교사와의 관계 .80, 협동

적 참여 .85, 독립적 참여 .74로 나타났다. 

3.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유아 222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방문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 석사 이상의 연구보조자 2
명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관찰을 위해 기관과 협의한 후 기관을 방문하였

으며, 방문한 첫날 교사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교사 

일인 당 평정한 유아의 수는 최소 2인에서 최대 7인이었

다. 또한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치원의 일과가 끝난 오후 시간 어머니들이 기관을 방문

하여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은 비

디오로 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의 분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모

형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은 구조방정식 모

형(Structural Equas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

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표본크기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모형

의 간명도를 반영하는 표준카이자승을 선정하였고, 절대

적 적합적 지수인 RMSEA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 N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적합도, 그리고 .10보다 크면 바람직하

지 않은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as 
cited in Hong, 2000). 표준카이자승의 비율은 5이하면 바

람직하다고 보며(Tanaka, 1987), 2-3 이하이면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여겨진다(Cho, 1996). 또한, 
매개모형 검증절차는 Bae(2009)의 검증절차를 따랐으며, 
모형비교 및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매개효과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측정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변인 간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측정변인들 간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때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유아의 인구학적 특성

(성, 월령, 출생순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측

정치들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대체로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r=.15～.22).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측정치들

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

(r=.14～.27)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측정치

들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

(r=-.16～.69)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어
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 적응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관계의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

해 보고자 측정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왜도와 첨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측정 변인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최대우도

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유아의 인구학적 특성 중 유아의 성과 어머니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본 연

구의 이론모형을 검증할 때 유아의 성을 통제한 상태

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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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Preschooler's 
demography

(1)Month 1

(2)Sex -.009 1

(3)Birth order .066 -.068 1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4)Parental 
Sensitivity .078 .113 .062

(5)Parental 
Structuring .102 .191** .061 .783*** 1

(6)Parental
Noninstrusivenes .187* .068 .035 .452*** .445*** 1

(7Parental 
Nonhostility .080 .106 .076 .726*** .606*** .334*** 1

(8)Child 
Responsiveness to
Parent

.104 .175** .109 .800*** .737*** .407*** .637*** 1

(9)Child  
Involvement with 
Parent

.068 .153* .071 .760*** .725*** .364*** .595*** .875*** 1

Child's Effortful
Conrtrol

(10)Attention 
Focusing -.055 .195** .040 .143* .142* .062 .210** .130 .167* 1

(11)Inhibitory 
Control .003 .286*** .034 .161* .152* 118 .221** .148* .157* .669** 1

(12)Attention 
Focusing -.043 .248*** .072 .069 .039 .072 .127 .103 .080 .400*** .637*** 1

Preschool 
Adjustment

(13)School Liking -.027 .153* .056 .178** .157* -.049 .140* .178** .192** 410*** .446*** .281*** 1

(14)School 
Avoidance .012 .006 -.050 -.123 -.039 .036 -.018 -.126 -.069 -.160*** -.202** -.192** -.320*** 1

(15)Comfort with 
Teacher -.111 .257** .018 .191** .190** .154 .096 .185** .268*** .329*** .380*** .317*** .441*** -.201** 1

(16)Cooperative 
Participation -.055 .331** .031 .195** .154* .134 .166* .174** .181** 634*** .693*** .566*** .676*** -.408*** .552*** 1

(17)Independent 
Participation .097 .209** .099 .160* .134* .068 .135* .146* .168* ..525*** .449*** .315** .502** -.076 .529*** .534*** 1

skewness . .305 -.125 -.417 -.534 -.121 .255 .124 -.235 -.075 -.761 1.486 .121 -.501 -.183
kurtosis -.485 -.681 .063 -.074 -.662 -.704 -.017 -.361 -.567 -890 1.351 -.488 -.743 -.536
Mean . 5.43 3.46 3.77 3.91 4.97 4.47 41.69 69.52 23.81 6.67 .63 5.98 10.47 4.86
SD 1.63 1.02 .93 .93 1.32 1.40 7.00 11.64 4.19 1.62 .95 1.77 3.00 1.99

*p<.05. ** p<.01. ***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with Variables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전, 각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적절하게 이론 변인을 측정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

2=226.529(df=74, p<001), χ2/df=3.061, CFI=.917, 
TLI=.882, RMSEA=.0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CFI 수준 및 RMSEA 수준이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자가 설정한 측정 구조를 본 분석

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총효과모형의 검증

이론 모형의 분석에 앞서 매개 변인을 제외한 어머니-유
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χ2=147.165(df=52, 
p<001), χ2/df=2.830, CFI=.932, TLI=.898, RMSEA=.091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χ2/df, CFI 수준 및 RMSEA 
수준이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
체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Figure 3]와 같이, 어머니-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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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Measurement Model

[Figure 3]  Total effect model

4. 매개효과모형의 검증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을 분석

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론모형

의 적합도는 χ2=241.807(df=85, p.<001), χ2/df=2.845, 

CFI=.916, TLI=.881, RMSEA=.091로 나타나 대체로 적합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론모형에서 어머니-유아

의 정서적 가용성에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으로의 직접 경

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

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2=243.438(df=86, p.<001), χ
2/df=2.831, CFI=.916, TLI=.882, RMSEA=.09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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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full mediation model

Direct Indirect Total

M-C Emotional Availability-> P's Preschool Adjustment .127* .127*

M-C Emotional Availability-> P's Effortful Control .162* .162*

P's Effortful Control-> P's Preschool Adjustment .783*** .783***

<Table 2> The effect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05. ** p<.01. *** p<.001.

 Variables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Low 95% Upper 95%

Preschooler' Effortful Control .127 .052 .020 .211

<Table 3> Bootstrapping result of mediation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증가하였

을 때 χ2 값이 1.63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계치인 3.84보다 작으므로 완전매개모형이 더욱 간명하

게 수정되었으나 모형의 부합도는 나빠지지는 않은 것이

다. 이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고 

최종 분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Figure 4]와 같으며, 매개효과 분석결과 나타난 공변량 

분해는 <Table 2>와 같다. 
[Figure 3], [Figure 4]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

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의 총효과 모형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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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Figure 4]의 완전매개모형에서 유아의 의

도적 통제에 대한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직접효

과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

제의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때 [Figure 
3]에서 유의하였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어머니-유
아 정서적 가용성의 직접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

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신뢰구간 95%
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할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α=.05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
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으로 향하는 경로가 95% 신뢰기

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간

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로들을 통하여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은 67% 설명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의

도적 통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유
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총효과모형을 통하여, 그리고 어머니-유아

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

는 영향, 마지막으로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해 이

론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효과모형의 검증결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

용성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인 기술, 공격성, 또래 배척, 문제

행동, 외로움 등의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보이는 다양한 

적응행동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Biringen et al. 
(2005)의 연구결과,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과 정서에 맞추

어 상호작용할 경우 유아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보이며 과제를 잘 마무리하며, 집단에서 자신

감을 보이며,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들(Denham et al., 1991; Dumas & Lafreniere, 1993; 
Kwon, 2002; Moon, 2010)과 일관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와 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서로 

정서를 주고 받으며 조율하는 가운데 정서적 관계를 돈독

히 맺어오는 것은 유아기 가정환경을 벗어난 다양한 환경 

내에서 유아가 타인과 관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스스로 완수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Dennis, 2006; 
Kochanska et al., 2000; Kochanska et al., 2008; Lengua 
et al., 2007)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Volling et al.(2002)
의 연구,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ittle과 Carter(2005)의 연

구와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의 의도

적 통제는 미시적 환경의 맥락, 즉 어머니와의 정서를 교

류하는 가운데에서 발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Sroufe(1996)는 영아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정서를 조절하

며, 걸음마기에는 양육자의 조력 하에 스스로 정서를 조

절하며, 유아기에는 정서조절을 내재화하여 어머니 없이

도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며, 양육자와의 정서적

인 경험이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는 생애 초기부터 상호 

정서 조율을 통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어머

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영아기 이후부터 유아기까지 지속

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어오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와 유아가 생애초기부터 서로 다양한 정서를 표현

하고 조율하며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유아로 하여

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밑받침이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의도적 통제를 잘하는 유아가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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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Caspi et al., 1995; Hill, 
2003; Lengua et al., 2007; Raver et al., 1999), 의도적 

통제를 잘 할수록 또래 관계에서 인기도가 높았다는 연구

(Eisenberg et al., 2001),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유아들

이 리더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Zhou et al., 
2004),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들이 또래 거부의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Deater-Deckard, 2001), 주의 조절에 어려

움을 겪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생활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add　& 
Burgees, 2001)와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Valente et al., 
2007), 의도적 통제의 학업적 유능성을 예측한 연구들

(Blair & Razza, 2007; McClelland et al., 2007)과도 맥

을 같이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지연하며, 정서가 각성되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

로 주의를 맞추고 주의를 전환하며, 의도적으로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지시

를 잘 따르거나, 과제를 잘 수행하며, 친구를 쉽게 사귀거

나 타인과 협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또한 학

교생활을 선호하고 회피하는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 내에 발생하는 

강한 정서 반응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또

래나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의

견 차이를 타협하거나, 과제나 일과를 수행하는 가운데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등 잘 적응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이론모형을 통해 유

아의 의도적 통제의 간접영향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어머니의 정

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가 유아로 하

여금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유아가 어머니와 상호 정서조율

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통제 능력을 형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사 및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과업을 

독립적이며 협동적으로 수행하며,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등 적응을 잘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유아의 관계와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

계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역할에 의해 나타난 외형적인 

관계이며, 실제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어머니-유
아의 상호 정서적인 질에 의해 형성되어온 유아의 조절능

력에 의해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 하게 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어머니-
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환경 내에서의 적응을 연결 

짓는 기제로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hou et al.(2004)은 개인의 조절능력은 사회에 순응하

고, 사회집단의 가치가 매우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여, 집단주의 문화권 안에서의 자기조

절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 보

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업수행 및 사회적인 성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있어서 집단 안에서 

스스로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Ladd와 

Dinella(2009)는 유아기에 형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태도

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고 하였으며, Hauser-Cram et al.(2007)은 유아기 시기 교

육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유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업적 성취도도 낮았다고 밝혀 유아기 교

육기관에서의 경험 및 태도가 이후의 초등학교 이후의 학

업적 성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

다. 따라서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로 하여 

교육기관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시기의 새로

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영유아기부터 지속되어온 어머니-
유아의 정서적 관계의 질과 의도적 통제에 의해서부터 비

롯되며, 특히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의 질은 유아기 

시기 및 이후의 학업적 성취에 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유아기 시기 그리고 이후의 교육기관 적응에 까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

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가용성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맥락에서의 유아의 

적응을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정

서적 가용성의 지원이 취약하더라도 유아의 조절과정에 

개입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서도 유아의 교육기

관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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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인 연구이므

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유아의 정

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측정시기를 

구분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의

도적 통제를 평가하여 교사 관점에서의 의도적 통제만을 

측정하였다. 의도적 통제는 부모평정 그리고 실험측정에 

의하여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실험과 검

사를 통해 의도적 통제를 세밀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변인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적인 가외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로 교사-유아 상호작

용, 또래와의 경험 등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은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기관이라는 두 

생태학적 맥락을 연결짓는 기제로서의 유아의 의도적 통

제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한 중

재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의도적 통제를 포함시킨 접근방

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줌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으

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 유아의 의도적 통

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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