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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depending on child-mother's goodness of fit.

Methods: A total of 478 subjects, 239 dyads of 3 and 4 year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16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DOTS-R, EAS Scale and PAQ.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and regression with the SPSS.

Results: First, mother's deman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with regard to

the income level. Second,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the mother's demand was influenced by the mother's

temperament. Third, mother's demand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was

indicated to differ significantly. Fourth,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mother's demand was influenced by

children's temperament. Finally, ego strength according to active and adoptive

temperaments in child-mother's goodness of fi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dition,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regular temperament of child-mother's

goodness of fit was indicate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mothers

to understand and appropriately demand the temperament of the children in the

adaptation of the child care center.

key words goodness of fit, temperament, mother's demand,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Ⅰ. 서 론

기질연구가들은 기질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성인기까지 변치 않는 특성(Caspi & Silva, 1995)

으로 믿었고 기질연구도 기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Bates, 1987). 그러나 기질

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하던 몇몇 기질연구가들은 생의 초기 기질 특성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기질 특성이 드러난 행동들이 생의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정옥분, 정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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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2012; Bates, 1987), 이러한 연구에 따라 기질연구의 방향을 기질의 발달적 변화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McCall, 1990; McDevitt, 1986). 유아의 기질이 선천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이

유전적인 것은 아니며(Goldsmith, Buss, & Lemery, 1997), 유아의 발달은 개체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 지지되고 있는(Sameroff & MacKenzie, 2003)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

구는 유아의 선천적인 특성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유아의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휘되어 최적

의 유아발달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졌다.

최근 연구는 기질을 단일차원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양방향적인 접근에 관심

을 갖는다. Thomas와 Chess(1977)는 개체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조화적합성은 개인의 기질이 환경이 바라는 요구, 기대등과 조화를 이

루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단순히 동일한 기질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의 특성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의 적절한 요구와 기대를 의미한다. 기질적인 특성이 표출되는 데에는

개체의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개체가 놓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관계에 있어서

기질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한다(Thomas & Chess, 1977). 같은 기질 특성일지라도 환

경의 요구나 기대에 따라서 유아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Paul,

1999), 유아의 능력 및 기질 특성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게 환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조화적

합성’은 유아발달에 매우 중요하다(Thomas & Chess, 1977).

조화적합성 모델은 비교문화연구에서 시작되었고 기질적 특성이 동일할지라도 상이한 맥락적

인 요구로 인해 적합성과 발달의 결과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Super & Harkness, 1981). 규칙적

인 식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식습관이 불규칙한 자녀는 일정한 시간에 같은 양을 먹기를 요구하

는 어머니로 인해 식사시간이 불편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환경에서는 어머니

가 자녀에게 식습관에 대한 요구를 적게 할 것이고 자녀의 불규칙한 식습관은 문제 상황이 아니

다. 이처럼 사람들이 특정 맥락환경에서 지니는 신념을 ‘맥락특유이론(ethnotheory)’이라고 하였

다(윤진, 김정민에서 재인용, 1991). 유아의 기질도 관련되는 여러 맥락적인 요구, 즉 중요한 타

인의 태도, 기대, 가치의 형태로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에게 요구되는 바에 따라 다른 결과라 나

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유아의 기질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조화적합성 모델을 맥락특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화적합성은 유아의 기질특성이 환경의 반응을 유발하고, 그 반응은 다시 유아에게 귀환반응

(feedback)으로 순환되어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기능을 가정한다(Schneirla, 1957). 예

를 들어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적용해보면, 활발한 기질특성을 가진 유아를 이해하여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이 기대되

지만 활발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정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렇듯 유아의 기질에 대한 환경의 반응과 기대 즉,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

에 의해 유아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Oates, 1994). 반면에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해 부적절한

환경의 요구와 기대로 인해 ‘부조화 적합성(Poorness of fit)'이 있을 때에는 유아가 쉬운 기질이

더라도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 있고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주현,

2009; Thomas & Chess, 1977) 유아의 기질 특성보다도 기질과 환경과의 조화인 조화적합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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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발달의 중요한 변인임을

지지하고 있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대의 조화로운 합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허미경, 이

소은, 2010) 및 자기결정력(박근주, 2014)과 관련이 있고 정서지능에도 영향을 미치며(김난경,

2001; 이소은, 2011; 이순복, 김문숙, 2011; 한동옥, 2009), 정서발달과도 관련이 있다(Seifer et al.,

2014). 또한 문제행동에 있어서 기질보다 부모자녀조화적합성(Lerner, 1984)이 더 연관이 있으며,

유아의 자기지각, 사회적 기술, 문제 행동 모두에서 유아의 기질보다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장유진, 2011) 유아의 기질이 아니라 유아의 기질과 환경에 대

한 조화로운 합치가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 대부분은 어머니의 기질과 유아의 기질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 개별적인 영향에 치

중되었고 유아의 기질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요구하는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수

준이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환경 요인이며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는 유아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정정란, 2007)

다양한 유아의 환경요인 중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환경의 반응은 환경의 태도, 기대, 가치가 연관되어 유아에게 주어지는 요구(Lerner et al., 1986)

이기에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의 기대와 가치 등이 포함된 요구이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배경숙, 조희숙, 2004) 부모의 적절한 기대는 유아 발달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오영미, 1998) 유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elsky, 1997). 또한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은 유아의 기질특성

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수준이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요구하는데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 변인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머니 요구

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기위해 유아의 인구학적인 변인인 성, 연령, 출생순위 및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

준, 취업유무 및 어머니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42.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보건복지부, 2012)있는 현실에서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어

린이집 환경은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이후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송진숙, 권희경, 2003; 정대현, 지성애, 2006)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의 부적응은 유아기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

하여 많은 연구(구수연, 2005; 김광웅, 정은혜, 2003; 김민아, 이재신, 2004; 김상림, 2012; 류경,

2000; 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오종은, 2001; 원영미, 1990; 이영숙, 서소정, 2005; 이진숙,

2001; 장혜정, 2003; 전미경, 2004; 정은혜, 2001)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유아의 인구학적 변인

및 유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증하지 않은 변수들이 있거나 일관되

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므로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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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적합성은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양방향적인 통합적 효과(joint effec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Gallagher, 2002)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질과 양육행동의 개별적인 영향에 치중되

었고 조화적합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조화적합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

해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은 유아가 어린이집 내에서 심리적,

물리적인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이정희, 2012; 임영심,

박은주, 문수백, 2012). 따라서 유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

어서 주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는 가정에서 사회적 환경을 처음 접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서적으로 사회화되어

가며(Dunn & Brown, 1994) 주 양육자인 어머니 요구와 유아 기질의 조화적합성은 유아의 어린이

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의 정서상태가 어린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의 불쾌한 감정이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원할 때 호기심이 많은 유아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함으

로써 유아가 불쾌한 기분으로 어린이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아의 성향을 이해하고 적절

한 요구를 한 어머니의 자녀는 기분 좋게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

성이 가정환경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적응과도 관련이 있음(김기홍, 이주리, 2010)을 예측할 수

있고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조화적합성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조화적합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선행연구들(김기홍, 이주리, 2010; 서주현, 2009; 이경

옥, 2005; 이순복, 김문숙, 2011; 이시자, 2013; 장유진, 2011; 천희영, 1995, 1996; 최미경, 2010;

허미경, 이소은, 2010)은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조화적합성 점수를 유아의 기질특성

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와 유아의 기질특성 점수 차이의 절대 값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

만 절대 값으로 측정된 조화적합성은 기질 특성에 대해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조화로운지,

조화롭지 못한지의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모든 차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화적합성의 모든 차원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아기는 가족중심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시기로서, 이때의 안정적인 관계맺

음은 이후에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하는데 중요하며(김향은, 정옥분, 1999; 신유림, 윤수정, 2009;

오경희, 2010), 유아의 기질 특성은 3세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그 후에는 발달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천희영, 1998) 만3세와 만4세의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변인 및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조화적합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

아와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어머니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에게 요구

하는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제시하고, 조화적합성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화적합성의 모든 수준에서 그 양상을 살펴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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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변인 및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구학적인 변인 및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6곳에 재원중인 만3세 97명, 만4세 142명의 유아(남아

116명, 여아123명)와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 104명

(43.5%), 둘째 107명(44.8%), 셋째이상이 28명(11.7%)이었다. 어머니는 30대가 175명(73.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이 118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는 134명(56.1%)이었다.

가정의 월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이 188명(78.6%)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기는 가족중심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시기로서 이때의 안정적인 관계 맺

음은 이후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하는데 중요하여(김향은, 정옥분, 1999) 유아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표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N=239)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아 116 48.5

여아 123 51.5

연령 만3세 97 40.6

만4세 142 59.4

출생순위 첫째 104 43.5

둘째 107 44.8

셋째이상 28 11.7

어린이집 생활시간 7시간 미만 73 30.5

7시간~8시간 129 54.0

8시간 초과 3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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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239)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아버지 20대 1 0.4

30대 127 53.1

40대 96 40.2

50대 7 2.9

무응답 8 3.3

어머니 20대 11 4.6

30대 175 73.2

40대 49 20.5

무응답 4 1.7

학력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이하 38 15.9

전문대졸업 51 21.3

대학교졸업 125 52.3

대학원졸업 21 8.8

무응답 4 1.7

어머니 고등학교 졸업이하 47 19.7

전문대졸업 70 29.3

대학교졸업 97 40.6

대학원졸업 21 8.8

무응답 4 1.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2 5.0

200~299만원 31 13.0

300~399만원 50 20.9

400~499만원 50 20.9

500~599만원 39 16.3

600만원이상 49 20.5

무응답 8 3.3

어머니 취업유무 미취업 101 42.3

취업 134 56.1

무응답 4 1.7

2. 연구도구

1)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서주현(2009)이 번안하여 수정한 개정판 기질차원검사(DOTS-R; Windle &

Lerner, 1986)를 사용하였다. 원 DOTS-R척도는 10개 하위영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주현(2009)은 각 하위영역별(주의집중, 주의분산, 활동수준 일반․수면, 유연성, 접근성, 기분,

섭식, 일상습관, 수면)로 총 3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활발한 기질 요인,

적응적 기질 요인, 규칙적 기질 요인의 3요인(<표 3>에 제시)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대개

그렇지 않다’에서 ‘대개 그렇다’까지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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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유아의 기질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69이고,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적응적 기질 요

인 .76, 활발한 기질 요인 .64, 규칙적 기질 요인 .80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3> 유아의 기질 척도

하위영역 구성요인 속성 문항수

활발한 기질 활동수준(일반, 수면),

주의분산, 주의집중

주의집중이 낮고 주의분산정도가 높으며, 일상생활과

수면에 있어서 움직임이 많은 활발한 속성

12

적응적 기질 긍정적 기분, 유연성,

접근성

새로운 환경에 접근성이 높고 유연적이며, 긍정적인

기분으로 적응력이 높은 속성

9

규칙적 기질 규칙성

(수면, 식사, 일상습관)

수면, 식사, 일상습관이 규칙적인 속성 9

2)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성인용 Emotion, Activity, Sociability(EAS)척도

를 이은주(200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정서성, 활동성, 사회

성)의 총 20문항(<표 4>에 제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

렇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기질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3이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성 .84, 활동성 .71, 사회성 .74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4> 어머니의 기질 척도

하위영역 속성 문항수

정서성 쉽게 화가 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 11

활동성 움직임이 많고 활발한 성격 5

사회성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특성 4

3) 어머니 요구도

어머니 요구도는 Windle과 Lerner(1986)가 개발한 개정판 기질차원검사(DOTS-R)를 맥락특유

이론에 적용하여 측정한 서주현(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 기질 문항 “우리 아

이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를 어머니 요구도 문항 “우리 아이가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배가 고팠으면 좋겠다.”로 적용한 것이다. 개정판 기질차원검사와 동일한 30문항, 3개 하

위영역(적응기질 요구도, 활발기질 요구도, 규칙기질 요구도)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응답하였다. 어머니 요구도의 전

체 신뢰도는 .78이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활발기질에 대한 요구도 .68, 적응기질에 대한 요

구도 .78, 규칙기질에 대한 요구도 .87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1호

50  

4) 조화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점수도 어머니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4집단으로 나누었다. 선행연

구들(김기홍, 이주리, 2010; 서주현, 2009; 장유진, 2011; 천희영, 1995; 허미경, 이소은, 2010)은 조

화적합성의 점수를 어머니의 요구도에서 자녀 기질 점수의 차를 절대 값으로 측정하여 어머니

의 요구도와 유아의 기질 수준의 차이에 대한 방향성을 알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유아의 규칙적

기질 수준이 높고 규칙적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가 낮은 경우와 유아의 규칙적 기질 수준

이 낮고 규칙적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가 높은 두 경우를 모두 조화적합성이 낮다고 해석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조화적합성의 절대 값은 동일하지만 그 특성은 매우 다르다고 여

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화적합성의 절대 값 뿐 만 아니라 특성도 고려하여 조화적합성을 4집

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아 기질의 평균점수와 어머니 요구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

(30%)․중(40%)․하(30%) 집단으로 나눈 후에 각각 상위 30%, 하위 30% 집단을 이용하여 4집단

으로 분류하였으며, 중(30~70%)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중간 값이 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효순과 이성한(2006), 임연자와

최미숙(2011), 천희영, 이귀숙 그리고 신세니(2011) 등의 연구에서도 집단을 나누어 비교할 때와

동일한 방법이다. 4집단은 어머니 요구도 상․유아기질 상 집단, 어머니 요구도 상․유아기질

하 집단, 어머니 요구도 하·유아기질 하 집단, 어머니 요구도 하․유아기질 상 집단으로 <표 5>

와 같다.

<표 5> 조화적합성 4집단

구분 낮음 높음

높음 어머니 요구도 상․유아 기질 하 어머니 요구도 상․유아 기질 상

낮음 어머니 요구도 하․유아 기질 하 어머니 요구도 하․유아 기질 상

5) 어린이집 적응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ink(1993)가 개발하고 김영희(1995)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유치원 적응 척도(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영역(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정서,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

총 28개 문항(<표 6>에 제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이집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적응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각 하위영

역별 신뢰도는 친사회적 행동 .80, 긍정적 정서 .73, 또래관계 .87, 자아강도 .88, 일과에 대한 적

응 .91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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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린이집 적응 척도

하위영역 속성 문항수

친사회적행동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 5

긍정적 정서 기본적인 신뢰감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 4

또래관계 같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정도 6

자아강도 자기 주장성, 독립성 및 자신감 정도 6

일과에 대한 적응 일과 속의 상황이나 변화에 잘 어울리는 정도 7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5월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 재원중인 유

아 32명(남17명, 여15명)과 유아의 어머니 32명, 담임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2) 본 조사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6곳에 재원중인 유아 239명(만3세아 97명, 만4세아 142명) 과 유아의 어

머니 239명, 유아의 담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어린이집에 배부된 265

부의 설문지 중 248부(93.6%)가 회수되었으며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가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총 239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Cronbach-α값을 구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유아의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요구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기질 및 유아의 기질과 어

머니 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기질 및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4그룹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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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변인 및 기질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

1)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에 따라서 어머니의 요구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2) 어머니의 기질이 어머니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기질이 어머니의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는데 1.85~1.94로 잔

차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용도의 값이 .75~.86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은

1.16~1.34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을 보면 어머니의 기질은

활발기질 요구도에 대해 4% 설명하고 있으며(F = 3.56, p < .05), 어머니의 기질 중 사회성은 활발

기질 요구도에 부적인 영향(β= -.18,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기질은

적응기질 요구도에 대해 10% 설명하고 있으며(F = 8.63, p < .001), 어머니의 사회성은 적응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β= .2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질은

규칙기질 요구도에 대해 7% 설명하고 있으며(F = 5.55, p < .01), 어머니의 활동성은 규칙기질 요

구도에 정적인 영향(β= .16,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 기질이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N=239)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F

활발기질 요구도 정서성 -.07 -.13 -1.89 .04 3.56*

활동성 -.02 -.04 -.48

사회성 -.08 -.18* -2.43

적응기질 요구도 정서성 .03 .05 .80 .10 8.63***

활동성 .06 .10 1.44

사회성 .13 .27*** 3.75

규칙기질 요구도 정서성 .086 .11 1.59 .07 5.55**

활동성 .122 .16* 2.21

사회성 .087 .1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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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53

<표 9> 유아 기질이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N=239)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F

활발한 기질 요구도 활발기질 .38 .04 .58 .01 .54

적응기질 -.06 -.08 -1.19

규칙기질 .02 .03 .40

적응적 기질 요구도 활발기질 .05 .05 .82 .10 9.26***

적응기질 .23 .27*** 4.30

규칙기질 .11 .14* 2.14

규칙적 기질 요구도 활발기질 .08 .06 .87

적응기질 .01 .01 .13 .06 5.14**

규칙기질 .27 .25***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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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아의 인구학적 변인 및 기질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

1) 유아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요구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과 출

생순위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

데, 활발기질 요구도와 규칙기질 요구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

응기질 요구도는 유아의 성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 = 2.04, p < .05), 어머니가 여

아(M = 3.39, SD = .34)보다 남아(M = 3.48, SD = .34)에게 적응적인 요구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 유아의 성별에 따른 요구도 차이 (N=239)

하위영역 성 n 평균 표준편차 t

활발기질 요구도 남 116 2.29 .34 1.17

여 123 2.24 .31

적응기질 요구도 남 116 3.48 .34 2.07*

여 123 3.39 .34

규칙기질 요구도 남 116 3.07 .51 1.13

여 123 3.00 .44

*p < .05.

2)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는데 1.84~1.97로 잔

차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용도의 값이 .93~.97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은

1.04~1.08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9>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은 어머니의 적응기질 요구도에 대해 10% 설명하고 있으며(F = 9.26, p < .001), 유아의 적응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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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어머니의 적응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β= .27, p < .001)을 미치고, 유아의 규칙적 기질

도 어머니의 적응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β= .14,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규칙기질 요구도에 대해 6% 설명하고 있으며(F = 5.14, p < .01),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어머니의 규칙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β= .2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조화적합성과 부조화적합성의 모든 양상을 알 수 없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여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을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은 활발 기질 조화적합성, 적응 기질 조화적합성, 규칙 기질 조화적합성의 세 가지 하

위영역으로 나뉘며, 하위영역별 조화적합성 4집단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활발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표 10>을 보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아강도는 활발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

합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83, p < .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활발

요구도 상․활발기질 하 집단(M = 3.81, SD = .78)의 유아가 활발요구도 하․활발기질 하 집단(M

= 3.12, SD = .77)의 유아보다 자아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

인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정서, 또래관계, 일과에 대한 적응 및 어린이집 적응 총점은

활발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활발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N=85)

하위영역 조화적합성 n M SD F 사후검증

자아강도

요구도 상․유아기질 상 (ａ） 22 3.67 .81 2.83* b > d

요구도 상․유아기질 하 (ｂ） 23 3.81 .78

요구도 하․유아기질 하 (ｃ） 25 3.33 .91

요구도 하․유아기질 상 (ｄ） 15 3.12 .77

*p < .05.

2) 적응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표 11>을 보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아강도는 적응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

합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93, p < .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응

요구도 상․적응기질 상 집단(M = 3.20, SD = .78)의 유아보다 적응요구도 하․적응기질 하 집단

(M = 3.86, SD = .77)과 적응요구도 상·적응기질 하 집단(M = 3.90, SD = .77)의 유아가 자아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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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적응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N=100)

하위영역 조화적합성 n M SD F 사후검증

자아강도

요구도 상․유아기질 상 (a) 32 3.20 .78 4.93** a < b,c

요구도 상․유아기질 하 (b) 12 3.90 .77

요구도 하․유아기질 하 (c) 38 3.86 .77

요구도 하․유아기질 상 (d) 18 3.40 .92

**p <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정서, 또

래관계, 일과에 대한 적응 및 어린이집 적응 총점은 적응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 간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규칙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표 12>를 보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규칙기질 유아-어머니 조

화적합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60, p < .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규칙요구도 상․규칙기질 하 집단(M = 3.31, SD = .71)은 규칙요구도 하․규칙기질 상 집단(M =

4.01, SD = .65)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긍정적

정서,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 및 어린이집 적응 총점은 규칙기질 유아-어머니 조

화적합성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규칙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차이 (N=94)

하위영역 조화적합성 n M SD F 사후검증

친사회적행동

요구도 상․유아기질 상 (a) 25 3.84 .70 3.60* b < d

요구도 상․유아기질 하 (b) 13 3.31 .71

요구도 하․유아기질 하 (c) 36 3.55 .72

요구도 하․유아기질 상 (d) 20 4.01 .65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구학적인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유무 및 어머니의 기질

과 유아의 인구학적인 변인인 성, 연령, 출생순위 및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

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인

조화적합성 4집단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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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6개 기관에 재원중인 유아 239명(만3세아 97명, 만4세아 142명)

과 유아의 어머니 239명, 유아의 담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아의 어머니

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를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유아의

담임교사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는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미취업 어머니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

구(공경혜, 2003)와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대, 양육태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거나 높은 거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거

와 상관없이, 또한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어머니의 기질은 어머니

의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사회성은 적응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활발기질 요구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규칙기질 요구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활동성은 규칙 기질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는 자녀도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

하고 사교적이기를 바라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지만 수면

이나 식사와 같은 타인과 관계없는 일상습관에 있어서는 유아에게 유의미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활동적인 어머니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유아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수

면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된다.

셋째, 유아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연령과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의 성차에 따른 어머니의 요구도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성차 및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 및 요구를 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적응기질에 대한 요구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지도함에 있어서 여아보

다는 남아에게 적응적이기를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여아에게는 새로운 상황에서 주의하고 경계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에 따라 유아에게 갖는 기대(서미정,

1999)와 요구도(천희영, 1998)가 다르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독립성과 적응성을 기대한다

는 오영미(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유아의 기질특성에 맞춰

어머니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적응적 특성이 많다고 지각

한 유아에게는 적응적 기질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규칙적 기질특성이 많다고 지각한 유아에

게는 규칙적 기질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 요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적응기질 요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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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적응적 기질이며 어머니의 규칙기질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반영하여 유아가 기질특성을 많이 지닐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요구도가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배경숙과 조희숙(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활동적인 기질특성

이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며(신지연, 2011) 규칙적인 기질특성이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합리적 지도와 한계 설정을 하고(두경자, 홍계옥, 1997) 접근적인 기질

특성이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합리적 설명을 한다(성숙자, 1999)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

다.

다섯째,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김기홍, 이주리, 2010; 서주현, 2009; 이경옥,

2005; 이순복, 김문숙, 2011; 이시자, 2013; 장유진, 2011; 천희영, 1995, 1996; 최미경, 2010; 허미

경, 이소은, 2010)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요구도 차이의 절대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가 조화로운지, 조화롭지 못한지의 두 가지 차원만 알 수 있을 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요구 수준 차이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알 수 없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기홍(200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활발한 기질 조화적합성, 적응적 기질 조화적합성, 규칙적 기

질 조화적합성과 보육시설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어머니와 자녀간의 조화

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조화적합성을 측정하였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 수

준이 높고 낮은 모든 양상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밝힐 수 있었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 수준을 짝지어서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 4집단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유아의 활발한 기질과 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활동성이 낮을수록 적응을 잘한다

(이영숙, 서소정, 2006)고 보고하거나 반면에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한다(Klein, 1982)고 하

여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발 기질 조화적합성은 어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정서, 또래관계, 일과에 대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자아강도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만하지 않고 주의집중을 잘하는 유

아에게 주의가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활발하고 산만한 유아에게 집중

하라고 강요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산만한

행동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유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발 기질에 대한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타인과의 관계와 신뢰감이 포함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정서, 또래관계, 일과에

대한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되는 반면에 유아의 기질을 이해하고 포용하

는 어머니의 적절한 요구는 유아가 독립성과 자신감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준다

고 해석된다.

적응 기질 조화적합성도 어린이집 적응 중 자아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적응적 기

질수준이 높은 유아에게 적응 기질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적응적 기질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1호

58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상관없이 적응적 기질이 낮은 자녀가 자아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

로운 환경을 낯설어하는 유아에게 어머니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거나 유아의 기질을 이

해하여 낯선 환경에 스스로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유

연성이 높은 유아에게 더 잘하도록 많은 요구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어린이집에서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유아가 적응력이 높다고 여겨 더 많은 요구를

하면 오히려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주장을 갖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아

가 적응력이 낮더라도 어머니가 도와주고 이해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

다고 해석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어머니와 자녀의 조화적합성과 어린이집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기홍(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규칙적 기질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조화적

합성과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 중 집중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규칙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

상습관이 불규칙적인 유아에게 규칙적으로 행동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규

칙적인 유아에게 요구를 덜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이지 못한 유아에게 어머니의 과한 요구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유아가 일상습관을 행하는데 조차 수동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일상습관부터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어머니의 요구는 유아가 스스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연구방법대로 조화적합성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유아-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이 어린이집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방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방향성까지 고려한 결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 수준의 높

고 낮음에 따라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수준의

조화로운 정도인 조화적합성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므로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요

구하여 유아의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중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김광웅, 정은혜, 2003)에

서도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과 한계설정적 양육태도라고

밝히며 자녀의 기질에 맞는 한계설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화적합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화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환경의 영향으로 나아질

수 있는 어머니의 요구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어머니의 요구도는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

위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인보다 자녀의 기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

을 반영하여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의 조화로운 정도에 따라서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대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을 파악하여 적절

하게 수용하고 요구해야함을 제시한다. 활발한 기질특성을 지닌 유아의 어머니는 활발하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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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잘 못하는 기질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해야하며 적응적

기질을 지닌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가 낯선 환경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아가 너무 접근성이 높을 경우에는 주의를 주며 지도하는 것이 유아의 어

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변인만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유추하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인 조화적합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기질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요구수

준을 조절하여 어린이집 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조화적합성을

측정하여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나 처음 시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

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이뤄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의 편차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대상을 수집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화적합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어머니 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자

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제시하고 어머니 요구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

으며 조화적합성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화적합성의 모든 양상에

대한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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