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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oddler's temperament 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 on their peer inter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A total of 221 toddlers(122 boys and 99 girls) attending 16 child care 

centers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toddler was observed 

during a free-play period in the classroom over 4 sessions of 5 minutes, so a total 

of 20 minutes was measured. Two observers scored recorded observation scenes 

with two peer interaction criteria, including interaction initiation and interaction 

participation lev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gicant gender difference in peer interaction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toddler-teacher relationship. Second, the factor of toddler-teacher relationshi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boys' peer interaction, while for the girls, the 

significant predictor was intentional control of temperamental factors. Further, 

implications for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affecting factor on toddlers' peer interaction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Toddlers' Peer Interaction, Gender Difference, Toddlers' 

Temperament, Toddler-Teacher Relationship

Ⅰ. 서 론 

  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아가 래집단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앞당

겨지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  성인 양육자와의 계 속에서 성장하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  래집단과 생활하게 되면서 아가 경험하는 사회  상호작용의 범 도 확 되고 있

다. 2014년 기 으로 만 1세 아의 66%와 만 2세 아의 8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이는 우리나라 아의 일상에 있어서 래의 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Vaugh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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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의 계는 부모나 교사와의 계와 달리 자발 이고 수평 이라는 에서 아의 사회

 능력을 보다 잘 드러내고 신장시킨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부모나 교사의 경우 

아의 발달  제약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동일한 발달수 을 가진 

래의 경우 아에게 지속 인 갈등과 실패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아기 래상호작용의 경험

은 유아기와 학령기 사회  유능감의 토 가 되는 사회  기술과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owes & Phillipsen, 1998), 아기 래상호작용 양식이 지속 인 경향을 보인다(Howes, 

Hamilton, & Philipsen, 1998)는 을 고려할 때 아 래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장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 래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은 주로 래상

호작용을 정  는 친사회  행동과 부정  는 문제행동의 이분법  평정에 기반하고 있

다(김난실, 이기숙, 2008; 김민희, 2010; 김향, 이소은, 2014; 하지 , 서소정, 2011). 이는 아가 

래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을 유아기 이후의 아동과 동일하게 행동의 결과에 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다. 아기는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사건의 인과나 타인의 감정에 한 조망 능

력이 완 하지 않다는 을 고려할 때, 아의 부정  래상호작용 행동은 유아의 행동과는 다

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Deynoot-Schaub & Riksen-Walraven, 2006). 를 들어 1세반 아가 

래가 사용하고 있는 놀잇감을 가져가는 것은 래를 방해하는 부정  상호작용이 아니라 래

에 한 심의 표명이자 래와 어울리려는 노력이나 사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

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acNichol, 1998). 

즉, 아기에는 래갈등을 야기하는 부정 인 행동도 정 인 행동과 동일한 상호작용 의도와 

목 을 가진 행동이자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Williams, 

Ontai, & Mastergeorge, 2010). Williams, Ontai 그리고 Mastergeorge(2007)는 래와의 놀이를 시작

하기 해 근하고, 래의 놀이와 행동을 모방하며, 놀잇감을 얻거나 나 려고 극 으로 시

도하는 등의 아 래행동이 아기 이후 사회  유능성과 련이 있음을 밝혔다. 

래와 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상호작용 행동은 놀이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성

미 , 2014). 아는 놀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유지하려

는 노력을 보인다. 아가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에 한 욕구를 극 으로 표 하는 행동

인 상호작용 시도는 아기를 거쳐 학령기까지의 래 계를 설명하는 안정 인 변인으로 알려

져 있다(Vaughn et al., 2009).  아는 상호간에 한 사회  행동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달

인 제약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Howes, 1987) 래상호작용이 일방의 시도에서 

끝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Eckerman, 1996), 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시도행동에 주목해야한

다.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아의 사회  동기를 반 하며(Vaughn et al., 2009) 유아기의 

래상호작용 빈도와 정  상 이 있었다(Fein, Gariboldi, & Boni, 1993). 

아기는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하며 사회  계를 이해

하고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타인에 해 무 심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표를 해 동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의 상호작용 참여수 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아기의 래상호

작용에서 아가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수 은 아의 사회  능력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한 지표이다(Kontos, Burchinal, Howes, Wisseh, & Galinsky, 2002). 래와의 놀이는 주고받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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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구조가 있는 활동으로(Howes & Phillipsen, 1998) 래와의 놀이형태  내용을 통해 아

의 상호작용 수 이 드러난다. 아는 단순히 래를 의식하거나 래에 한 심을  나타내며 

래 곁에서 유사한 놀이를 반복하다가 래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놀이 트 가 

되어 래와 상호보완 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 의 놀이를 즐기게 된다. 래상호작용 참여수

은 아동의 정서  인지능력 뿐 아니라 보육의 질과도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학령기의 사회  유능감과도 련이 있었다(Howes & Matheson, 1992). 

래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찰하는 주요 맥락이다. 아동의 사회성에 련하여 성

별에 따른 차이에 한 논의는 여 히 주요한 이슈(Carlo, Roesch, Knight, & Koller, 2001; Russel, 

Pettit, & Mize, 1998)이며 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도 아의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래에게 보다 극 이나 물리  공격행동이나 끼

어들기 등 부정  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김난실‚ 이기숙‚ 2008; 유희정‚ 2008)‚ 여아는 래에게 

동의나 지지를 끌어내기 한 친사회  행동을 많이 하는 등(이순형‚ 김정연‚ 1997; 이지 ‚ 

1997)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다른 아기 

래상호작용 련 연구와 마찬지로 아의 행동을 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

회  기술과 유능성의 에서 평정하고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행동 특성에 

한 정  는 부정  평가가 아닌‚ 아의 래상호작용 방식에 근하는 시도와 참여수 에

서의 성차를 확인하는 것은 아의 사회성 발달의 성차와 련된 논의에 새로운 시사 을  수 

있다.

Shaffer(2008)는 남아와 여아가 사회  능력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 역시 다르

다고 보았다. 한‚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아의 특성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다르다는 

발달  체계모델은 아의 성별에 따라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 래상호작용에서의 성차와 더불어 이러한 차이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 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의 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 련 요인과 환경 련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아 련 요인으로는 개인이 사회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행동하며 사회  계를 

맺는데 향을 주는 아의 기질이 표 이다. Rothbart(2011)는 생물학  요인을 바탕으로 기

질을 정서, 행동, 주의와 련된 반응성과 이 반응성을 조율하는 자기 조 의 차원으로 구분하

다. 기질 차원의 하 요소는 부정  정서성, 외향성‚ 의도  통제로 구성되는데 특히 자기조  

차원의 요소인 의도  통제는 아동이 욕구를 억제하고 사회화된 행동을 하는데 핵심 으로 작

동한다(Eisenberg et al., 2004)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질의 요소  부정  정서성은 개인의 취약한 요인으로 부정 인 발달  결과를 이끌 뿐 아

니라 환경  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ngua & Kovacs, 2005). 등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부정  정서성과 사회  능력 

간에는 부 인 상 이 있었으며(Murphy, Shepard, Eisenberg, & Fabes, 2004), 분노와 좌 은 낮은 

사회  유능감  리더십 결여와 련이 있었다(Zhou, Eisenberg, Wang, & Reiser, 2004). 외향성은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래 계에서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고 정 인 반응을 끌어낸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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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Eisenberg, Cameron, Tryon, & Dodez, 1981)가 있는 반면, 공격 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Billman 

& McDevitt, 1980; Mendez, Fantuzzo, & Cicchetti, 2002)는 등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의도  

통제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주의를 통제하고 정서를 조 하는 역할을 하

므로, 유아의 사회  유능감, 친사회  행동(Eisenberg & Spinard, 2004)  행동문제(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Kochanska, Barry, Aksan, & Boldt, 2008)와 련되어 있다. 

유아의 양육환경이 가정에서 기 으로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아의 발달과 일상

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이다. 특히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계의 질은 사회

화의 학습기제로서 사회  유능감 발달에 요하게 작용한다(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애착과 련된 유아와 교사의 계는 부모와의 애착을 평정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 으나, 근래의 연구들은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로 구성된 Pianta 

(2001)의 교사가 지각한 유아와 교사 계척도를 리 사용하고 있다. 지 까지의 유아와 교

사 계에 한 국내외의 연구는 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사와 유아의 

계가 친 하고 갈등이 을수록 유아는 더 나은 사회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Ladd & 

Burgess, 2001) 공격성을 비롯한 외 화 문제행동이 게 나타났다(Pianta & Stuhlman, 2004). 

한, 취학  유아-교사 계는 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와 학교 시기의 행동문제와 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Hamre & Pianta, 2001). 아기는 애착 상이자 사회화의 주요 행자인 

성인양육자의 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므로(강정원, 김순자, 2006; Doll, 1996) 아와 교사와의 

계가 아의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의 래상호작용에는 반 으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에 근거하여 아의 래상호작용 행동을 시도와 참여수 으로 평정할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측된다. 한, 이러한 래상호작용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인 기질과 아-교사 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이 연구에서

는 먼  아의 래상호작용과 련요인의 성차를 살펴보고, 이 결과를 토 로 남아와 여아의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의 향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

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의 래상호작용(시도/참여수 ), 기질, 아-교사 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시도/참여수 )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시도/참여수 )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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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직장 어린이집 16곳의 1세반(19~30개월)과 2세반(31~42

개월) 아 22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아는 모두 맞벌이 가정의 아 으며, 

직장 어린이집 아로 표집을 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이용시간, 가정의 소득수  등을 일정부분 

통제하 다. 연구 상 아 모집을 해 연구에 한 안내서를 어린이집에 일주일간 게시하 으

며 이후 아의 부모와 교사에게 개별 으로 연구 참여에 한 동의서를 배부하고 참여의사를 

물었다.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총 221명의 아  남아가 122명(55.2%), 여아가 99명(44.8%)이

었고 1세반 아가 108명(48.9%), 2세반 아가 113명(51.1%)이었다. 연구 상 아의 담임교사 

55명은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에 한 설문지 응답에 참여하 다. 

2. 연구도구

  1) 래상호작용

래상호작용 시도와 래 상호작용 참여수 은 어린이집 자유놀이 시간에 상 아가 보이

는 행동을 시간표집법을 통해 찰하여 평정하 다. 아의 행동은 비디오테이핑 자료를 통해 

두 명의 찰자가 평정하여 그 일치도를 확인하 다. 아의 행동은 20  간격(10 간 찰, 10

간 기록)을 두고 평정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를 근거로 

설정하 다. 아의 행동은 아별로 5분 단 로 4회기 총 20분 동안 찰 되었다.

  (1) 래 상호작용 시도 

아의 래상호작용 시도는 찰 상 아가 상  래의 심과 반응을 유도하기 한 목

을 가진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를 의미한다. 구체 으로 래상호작용 시도 행동은 Barbu 

(2003)의 유아의 사회지향행동을 바탕으로 근, , 물지향행동, 행동모방, 언어행동의 다섯 

가지 행동유형을 선정하 으며 필요에 따라 세부유형을 구분하 다. 세부유형  찰된 행동실

제는 <표 1>과 같다. 래상호작용 시도의 찰자간 신뢰도는 .92 다.

  (2) 래 상호작용 참여수

아의 래상호작용참여는 Howes, Rubin, Ross 그리고 French(1988)가 사용한 Peer Play Scale 

(PPS)를 비조사를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비조사에서는 상호작용 참여수 의 찰범주

로 PPS의 놀이형태(혼자놀이, 병행놀이, 사회  놀이, 상호보완놀이, 상호보완 사회놀이)를 사용하

으나, 아에게서 사회  놀이 수  이상이 찰되는 빈도는 제한 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하

여 본 연구에서는 단독놀이-유사놀이-공동놀이로 놀이형태를 조정하고 아 래상호작용의 부

분이 찰되는 유사놀이를 사회  교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수 으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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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행동실제

근 래를 향해서 몸을 숙인다/ 래 곁에 앉는다/ 으로 다가간다

정  래의 팔을 잡는다/ 안는다/ 손을 얹는다/ 간지럽힌다/ 어깨동무를 한다

부정  래의 몸을 친다/ 옷을 잡아 당긴다/ 래의 팔을 흔든다/ 머리카락을 당긴다

물지향행동

정  

물지향행동

래에게 놀잇감을 보여 다/ 건네 다/ 찾아 다/ 놀이를 도와 다( : 블록을 

찾아와 같이 쌓아 다)

부정  

물지향행동
래의 놀잇감을 가져간다/ 놀잇감을 던진다/

행동모방 래의 행동을 수  내에 따라한다

언어행동

언어행동 손가락으로 놀잇감이나 장소를 가리킨다/ 박수를 친다/ 고개를 젓거나 끄덕인다

소리내기 동물소리를 흉내낸다/ 감탄사를 내뱉는다(와∼!)/ 소리를 지른다 

말하기 말을 건다 

<표 1> 래상호작용 시도의 찰범주 

Howes 등(1988)은 놀이형태별 놀이에 참여하는 래의 수가 증가하고 놀이에서 요구하는 사

회  기술의 수 이 높아지는데 주목하여 놀이형태별로 가산 을 부여하여 총 을 구하는 방식

을 타당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수 별 빈도에 참여수 별 가산 을 곱하여 계산한 총 을 

최종 참여수  수로 사용하 다. 참여수 별 특징과 수 별 가산 은 <표 2>와 같다. 래 상

호작용 참여수 의 찰자간 신뢰도는 .84 다. 

  2) 기질

아의 기질은 Putnam, Gartstein 그리고 Rothbart(2006)의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very short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하 고 아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ECBQ-very  

 

놀이형태 교류수 내용 가산 수

Ⅰ
단독

놀이
1 무 심

자기가 흥미있는 놀이감으로 혼자 놀이하거나 놀이에 집 하

지 못하고 배회함
0

Ⅱ
유사

놀이

1 무교류
두 명 이상의 아이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맞춤이나 

사회  행동이 없음
1

2
소극  

교류

아들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맞춤 등 서로를 

의식하는 행동을 보임
2

3
극  

교류

각자의 놀이를 하는 가운데 아 상호간에 직 인 사회  

시도가 일어남 

형 인 행동은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웃거나 만지고 놀잇

감을 빌려주거나 가져감

3

Ⅲ
공동

놀이
1

상호보완 

교류

래 간에 서로 심을 보이며 서로 상호 호혜 이고 보완

인 역할을 하는 공동의 놀이를 제안하거나 참여함
4

<표 2> 래상호작용 참여수 의 찰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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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orm은 ECBQ의 축약형으로 외향성(12문항), 부정  정서(12문항), 의도  통제(12문항)의 

3가지 요인(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이며, 하  항목별 Cronbach's α값은 .72, .75, .81로 나타났다. 

  3) 아-교사 계

교사가 지각한 교사- 아 계는 Pianta(2001)의 아-교사 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갈등(12문항), 친 감(11문항), 의존(5문항)의 3가지 요

인(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이며, 하  항목별 Cronbach's α값은 .83, .86,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16개 어린이집에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어린

이집별 방문은 평균 2회 이루어졌으며, 재방문 간격은 일주일 이내 다. 1차 방문 시 아의 기

질  아-교사 계에 한 설문을 교사들에게 배포하 으며, 2차 방문 시 이를 수거하 다. 

아의 상호작용행동은 5분 단 로 4회기 찰되었으며, 1회 방문 시 5분 단  찰을 2회 실시

하여 체 찰은 총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행동의 평정은 녹화 자료를 두 명의 찰자가 평정하여 일치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아의 상호작용 시도와 상호작용 참여  참여수 은 20  간격(10 간 찰, 10 간 기록)

을 두고 평정되었다. 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의 경우, 두 명의 찰자가 동일한 시간의 동 상

을 보고 각각 평정한 후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에 한 평정에 있어서 

찰자간 일치도는 각각 .92와 .84로 나타났다. 불일치한 평정에 해서는 두 명의 찰자가 함

께 동 상 자료를 확인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다시 평정을 하 다. 

Ⅲ. 결과  해석

1. 아의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기질, 아-교사 계의 차이

아의 성별에 따라 래상호작용, 기질, 아-교사 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3>과 같이 래상호작용 하 역인 시도(t = -2.29, p < .05) 와 참여수

(t = -3.15, p < .01)에서 성별차가 유의하 고, 기질의 하 역인 의도  통제(t = -4.74, p < .001)와 

아-교사 계의 하 역인 친 계(t = -2.89, p < .01)에서 성별차가 유의하 다. 반면, 아 

기질의 하 역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역  갈등 계, 의

존 계에서는 성별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래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

의도  통제, 친 계 수 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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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아 

M(SD)

여아

M(SD)
t

래상호작용
시도 16.92( 5.07) 18.38( 4.25) -2.29*

참여수 63.14(22.28) 77.14(22.81) -3.15**

기질

외향성 39.56( 8.54) 37.70( 8.29) 1.62

부정  정서성 33.46( 8.03) 32.97( 7.74) .46

의도  통제 41.71( 6.79) 45.72( 5.45) -4.74***

아-교사 계

친 계 42.12( 5.86) 44.25( 4.89) -2.89**

갈등 계 23.45( 6.85) 22.16( 5.74) 1.49

의존 계 11.26( 3.59) 11.89( 3.98) -1.23

<표 3> 아의 성별에 따른 래상호작용, 기질, 아-교사 계의 차이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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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  향

남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래상호작용 시도의 경우 기질의 하 역  외향성(r = .38, p < .01), 의도

 통제(r = .24, p < .01)와 아-교사 계의 하 역  친 계(r = .43, p < .01)와 유의한 정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의 경우 기질의 하 역  의

도  통제(r = .21, p < .01)와 아-교사 계의 하 역  친 계(r = .31, p < .01)와 유의한 정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기질  외향성과 의도  통제, 아-교사 

계  친 계가 높을수록 래와의 상호작용을 더 극 으로 시도하 다. 한, 기질  의

도  통제와 아-교사 계  친 계가 높을수록 래와의 상호작용 수 이 더 높았다. 남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기질과 아-교사

계를 독립변인으로, 래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가능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래상

호작용 시도에 한 기질, 아-교사 계의 VIF는 1.001~.287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

래 
상호작용

기질 아-교사 계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

시도 .38** -.15 .24** .43** -.16 -.16

참여수 -.01 .01 .21** .31** -.09 .06

<표 4> 남아의 래상호작용과 기질, 아-교사 계의 상 계                                      (N=12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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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독립변수 B β R2 △R2 F

래상호작용 
시도

1 월령 .54 .53*** .28 46.61***

2
월령 .52 .50*** .31 .03 25.9***

친 계 .21 .16*

래상호작용 
참여수

1 월령 .42 .62 .39 74.63***

2
월령 .40 .59*** .42 .03 42.36***

친 계 .16 .18**

<표 5> 남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  향                            (N=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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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성의 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bin-Watson 지수 역시 1.273~1.780으로 정상분

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 , 남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해 래상호작용 시도를 종속변수로, 월령, 기질의 하 역인 외향성, 부정  정서

성,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역인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령(β = .50, p < .001)과 친 계(β = .16, p < .05)로 나타났으며, 기질은 래상호작용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월령의 설명력은 

28% 고, 친 계가 추가 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3%p가 증가하여 남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월령과 친 계의 체 설명력은 31% 다. 

남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미치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해 참여수 을 종속변수로, 월령, 기질의 하 역인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역인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월령

(β = .40, p < .001)과 친 계(β = .16,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의 기질은 래상호

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한 월령의 설명력은 

39% 고, 친 계가 추가 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3%p가 증가하여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한 월령과 친 계의 체 설명력은 42% 다. 

2. 여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  향

여아의 기질, 아-교사 계와 래상호작용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와 같이 래상호작용 시도의 경우 기질의 하 역  외향성(r = .32, p < .01), 의도

 통제(r = .21, p < .05)와 아-교사 계의 하 역  친 계(r = .30, p < .01)와 유의한 정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의 경우 기질의 하 역  의

도  통제(r = .28, p < .001)와 아-교사 계의 하 역  친 계(r = .30, p < .01)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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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상호작용

기질 아-교사 계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

시도 .32** -.01 .21* .30** -.18 -.09

참여수 -.12 -.03 .28*** .30** -.06 .02

<표 6> 여아의 래상호작용과 기질, 아-교사 계의 상 계                                     (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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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기질에서 외향성과 의도  통제와 아-

교사 계  친 계가 높을수록 래와의 상호작용을 더 극 으로 시도하 다. 한, 기질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  친 계가 높을수록 래와의 상호작용 수 이 더 높았

다. 

여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기질과 아-

교사 계를 독립변인으로, 래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가능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본 결과, 여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기질, 아-교사 계의 VIF는 1.010~1.287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의 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bin-Watson 지수 역시 1.453~1.783으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 , 여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의 상  향력을 살

펴보기 해 래상호작용 시도를 종속변수로, 월령, 기질의 하 역인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역인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

령(β = .55, p < .001)과 의도  통제(β = .19, p < .05)로 나타났으며, 아-교사 계는 래상호

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월령의

설명력은 25% 고, 의도  통제가 추가 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3%p가 증가하여 여아의   

 

구분 모형 독립변수 B β R2 △R2 F

래상호작용 
시도

1 월령 .58 .50*** .25 30.57***

2
월령 .64 .55*** .28 .03 18.05***

의도  통제 .18 .19*

래상호작용 
참여수

1 월령 .50 .62 .38 57.49***

2
월령 .47 .59*** .43 .05 33.94***

의도  통제 .24 .21**

<표 7> 여아의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  향                             (N=9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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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호작용 시도에 한 월령과 의도  통제의 체 설명력은 28% 다. 

여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미치는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의 상 향력을 살

펴보기 해 참여수 을 종속변수로, 월령, 기질의 하 역인 외향성, 부정  정서성,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역인 친 계, 갈등 계, 의존 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월령

(β = .59, p < .001)과 의도  통제(β = .21, p <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교사 계는 래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아의 래상호작용 참여수 에 한 월령의 설명력

은 38% 고, 의도  통제가 추가 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5%가 증가하여 래상호작용 참

여수 에 한 월령과 의도  통제의 체 설명력은 43% 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 아-교사 계, 래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 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 아-교사 계가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  향력을 살펴

보았다. 이를 해 어린이집 1세반과 2세반 아 22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수는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래 계에 보다 원만하게 

응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이진숙, 한지 , 2004; LaFreniere et al.,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아의 래상호작용을 선행연구들

과 달리 시도와 참여수 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래상호작용의 성차를 확인했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아의 래상호작용에 향 요인인 아의 기질과 아-교사 계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있었다. 특히 기질의 하 요소  의도  통제와 아-교사 계의 하 요소  친 계에

서 여아의 수가 남아의 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의도  통제 능력에서의 성차는 4~5세 유

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의 수가 남아의 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선행연구의 결과

(권연희, 2011)와 일치한다. 의도  통제는 1세경에 나타나서 이후 2~3년 동안 속히 발달하고 

4~5세경이 되면 안정 인 성격특성으로 유지되며(Kochanska & Knaack, 2003), 아기에는 주의

조 이 주된 요소이나 언어, 인지, 신체발달과 더불어 정서조   행동통제의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즉, 아기는 의도  통제 능력이 양 , 질 으로 크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아에서 유아에 이르는 발달과정에서 의도  통제의 성차가 지속되

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의도  통제 능력이 일 된 경향성을 갖는다는 결과(배윤진, 임지

, 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계  친 계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를 나

타내는 것은 일부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권연희, 2011; 박 아, 2013).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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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아-교사 간의 갈등 계를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경험하며(Baker, 2006; Rudasill & 

Rimm-Kaufman, 2009), 의존 계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Ewing & Taylor, 2009; 

Howes, 2000) 결과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 친 계에서만 성차가 나타난 것은 연구 상의 특성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갈등 계의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 등으로 교사의 개입이나 힘겨루기가 반

복되며 고착되는 특성이 있는데(Silver, Measelle, Armstrong, & Essex, 2005) 아의 경우 교사가 

아의 특정행동을 문제로 지각하거나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 으로 다. 의존성의 

경우도 아의 발달특성상 유아에 비해 보다 허용 인 경향이 있어서 아를 상으로 한 이 연

구에서 갈등 계와 의존 계에서는 의미가 있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반면, 친 계는 교사가 아의 행동이나 정서를 보다 쉽게 읽고 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고 믿는 교사 자신의 지각에 기인하는 특성이 있다는 을 고려할 때(Silver et al., 2005), 남아에 

비해 상 으로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과 공감 등의 정서  교류에 능숙한 여아에 해 교사가 

우호 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아의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아의 상

호작용 시도와 참여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 교사와의 친 계가 향을 끼치는 반면 여아의 경

우 기질  의도  통제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난 교사와의 친 계는 정 인 계를 맺은 아동에게 교사는 보다 지지 이

며 상황에 따른 한 지원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아의 래상호작용에서 의도  통제가 의미가 있는 향요인으

로 나타난 결과는 의도 으로 주의를 통제하고 조 하는 능력이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 참

여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사회  기술을 발 시킨다는 선행연구

(Spinrad et al., 2006)를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에만 의도  통제가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의도  통제의 발달시기  발달속도와 연 된다고 볼 수 있다. 의도  통제의 발달이 시

작되는 시기인 아기부터 여아의 의도  통제 수 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는 여

아의 의도  통제의 발달시기가 남아보다 이르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여아의 경우 의도  통

제 능력이 아기부터 래 상호작용 행동에 여하고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는 결과는 여아의 의도  통제가 남아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기능함을 시사한다. 

남아의 경우에만 교사가 지각한 아-교사 간 친 계가 래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의 성차와 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아-교사 간 친 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래상호작용에서의 시도와 참여수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원만한 래 계를 보이며(이희 , 최

태진, 2008) 범문화 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 이라는 연구결과(Carlo et al., 2001;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와 함께 사회  계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취약함을 나타

낸다. 교사와 정 인 계에 있는 아는 교사와 보다 극 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호작용 과

정에서 아는 교사의 정 인 모델링과 강화를 경험하게 된다(O’Connor, Dearing, & Collins, 

2011). 이러한 경험은 아의 사회  기술  능력 발달에 향을 끼치게 된다(Howes &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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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아-교사 친 계가 남아의 래상호작용에 한해서 유의한 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는 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모델링이자 강화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사회  계나 상호작용에서 

상 으로 취약한 남아에게 보다 직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남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교사와의 계  교사역할의 요성을 시

사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 인 의도를 가지고 남아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한

편 남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걸음마기 남아

는 여아에 비해 비언어 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율이 높아(이순형, 김정연, 1997), 남아의 

행동의 의도나 의미를 이해하기 한 교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의도  통제 능력이 높은 아가 교사의 지도를 따르

고 집단 보육상황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보다 잘 따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걸음마기 남아는 여아에 비해 의도  통제 능력이 낮다. 이로 인해 교사는 남아에 비해 여아를 

보다 순응 이라고 인식하게 되며(이진숙, 한지 , 2004; 이희 , 최태진, 2008;) 나아가 아-교

사 계의 질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발달  특성이나 차이에 한 

이해는 장에서 교사가 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아-교사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해 교사가 지각하는 아-교사 간 친 계를 증진시키기 한 련 교사교육과 

장에서의 실행에 한 연구를 장 심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를 상으로 일상 인 보육장면을 자연 찰한 연구임에도 충분한 연구 상을 

확보하여 련 요인들의 향력을 통계 으로 입증했다는 에서 방법론  의의가 있다. 한편, 

교사 일방의 설문지 응답방식의 아-교사 계 측정은 실제 보육 장에서 교사와 아의 객

 상호작용 양상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 평정 등 보다 객 인 

아-교사 계 측정방식을 용할 필요가 있다. 

한 이 연구는 아의 래상호작용을 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의 측면에서 새롭게 근하

고 이를 통해 아의 래상호작용 발달에 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에서 이론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들의 성장을 추 하여 아기의 상호작용 시도와 참여수 이 

아기 이후의 래 유능성, 사회  능력 등과의 어떠한 계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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