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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시작하고, 지

속적으로관계를맺고확장하면서살아간다. 유아는생애첫

관계를 가정 내에서 가족과 맺으며 성장하다 유아교육기관

에보내지면서사회적맥락이확장되고그속에서또래와관

계를 맺기 시작한다. 또래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

어져왔는데그중하나는집단에기초한또래관계와이원적

(dyadic) 또래관계를구분하는관점이다[21]. 집단수준에서

또래관계는다른집단구성원들에의한선호도혹은사회적

수용, 집단에서의 가시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거나 집단 내

다른 아동들과의 연결정도, 집단위계에서의 지배력, 또래들

에게지각되는명성그리고보다넓은사회적네트워크로특

징지워진다. 이와달리이원적또래관계는우정[13], 보다최

근에는 공격자-희생자(Bully-victim) 관계[14], 상호 반감

혹은 적[3]과 같은 관계들이 있다. 유아기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 수준에서는 또래집단에서의 수용과 거부[16,

30, 34, 47 48]에 초점을두어왔고이원적수준에서는우정

[38, 44]을주로다루어왔다. 최근에는유아들의또래관계를

사회적네트워크[31]로확장시켜연구하기도하고이원적관

계유형의하나인상호반감관계[41, 51]를 다루는연구도이

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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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형성되고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23].

집단내모든이원적관계는서로알고지내는두사람간의

상호작용의 의미, 기대 그리고 정서에 따라 관계의 유형이

결정된다[53]. 또래관계에서의 이원적 관계는 크게 상호 우

정관계와상호반감관계로분류할수있다. 상호우정관계는

오랫동안연구되어오는주제[13]인반면상호반감관계는상

대적으로관심을받지못하 다. 상호우정과상호반감관계

는사회성측정법을통해확인할수있는데상호우정관계는

좋아하는 친구로 서로를 지명한 한 쌍을, 상호 반감관계는

서로를싫어한다고지명한한쌍으로확인된다.

상호우정과상호반감은질적으로반대되고독립적인관

계특성을가진다[62]. 상호우정은애정, 친 감, 신뢰감, 도

구적도움, 양육, 동료애, 가치추구및소속감의특성을보이

는또래관계[20]로상호호혜적인애정이바탕이된자발적이

고주관적인관계이다[53]. 상호우정을형성한유아들은서

로 간에 정서 표현을 자주하고[26] 상대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너그럽게여긴다[33]. 또한, 긍정적인상호작용및갈등

해결, 과제중심의생산성, 친 감, 그리고낮은지배성의관

계특징을토대로개인을보다더사회적이고이타적이며자

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45] 인기, 자아존중감 및 심리사회

적적응에긍정적인 향을미친다[10, 46, 53].

상호반감은상호우정과는질적으로독립적인관계유형

으로 최근 들어 연구되기 시작하 다. 반감은 늘 존재하는

흔한감정으로Abecassis는상호반감관계를아동의비선호

와혐오를토대로하는“어두운관계(dark relationships)”라

고언급하며이러한관계가아동의사회적경험과어떻게통

합되는지에관한이해없이아이들의사회적세계를이해하

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하 다[2]. 상호 반감은 상호 우정과

마찬가지로심리사회적적응문제와관련되는데상호반감관

계를가지고있는아동은상호반감관계가없는아동보다반

사회적 행동, 사회적 위축, 집단 따돌림, 괴롭힘 및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24, 52]. 그러나

상호반감이상호우정과반대개념이기는하나반드시부정

적인 발달결과와 관련되지는 않는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타

인에대한개인의긍정적/부정적인감정이일방적이기보다

상호적일때그리고관계가불균형인상태보다균형적일때

사람들은더편안해한다고하 다[quoted in 62]. 즉, 자신을

선호하는 비호감인 사람보다 자신을 선호하지 않는 비호감

인사람을더편안해하고[9] 자신이특정인을싫어하거나좋

아하는것과타인이자신을좋아하거나싫어하는것사이의

균형상태를선호하기때문에적또는상호반감관계가만들

어지게된다[42]. 예를들어, 거부되는아동은자신을싫어하

는또래를본인역시싫어한다고보고함으로써관계의균형

을획득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자신이싫어하는또래에게

거부되는 것은 쉽게 회복이 된다는 점[49]에서 볼 때, 상호

반감관계의 균형은 자기보호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이원적

또래관계의유형인상호우정과상호반감관계는유아의발

달과 적응에 서로 다른 향력을 가지므로 이 둘을 모두 고

려한유아의이원적또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겠다.

한편, 생애 첫이원적관계의시작은부모와의관계이다.

부모와의관계에관한주요한이론인애착이론은부모-자녀

와의이원적관계가유아의발달과적응에중요하다고보았

다. 유아들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상호적

특성에대하여학습[56]하는데, 유아-부모애착관계의이원

적특성은또래들과의이원적관계에도 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 관련성은 Bowlby의 내적작동모델로 설명될 수 있

다. 유아는 표상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획득된부모에대한표상즉, 내적작동모델을가지게

된다. 부모의 개방적인 상호작용과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으

로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

성하며,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반응으로 불안

정-회피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

성한다.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와 학대 등으로 인해

불안정-비조직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비조직적이고 방향성

없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아-부모 간 이원

적 관계에서의 내적작동모델은 유아가 또래와의 이원적 관

계를 맺기 위한 상호작용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중

요한역할을하게된다. 예를들면, 공격적이고거부적인불

안정-회피 애착집단의 유아들은 부모의 거부로부터 스스로

안정을찾기위해자신의힘과독립성은강화시키고부모와

의애착은최소화하는전략을사용하는데이러한행동유형

은이후또래관계의취약성과빈약함과관련되었다[8]. 실증

적으로아동-부모애착은상호우정과정적관계 으며[32],

유아-어머니 애착은 이후 아동기의 우정에 향을 미쳤다

[55]. 또한 아동이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의 질은 상호 우정

[61]과 상호반감[14]에 향을미쳤다. 즉, 부모와의애착유

형은 또래관계와 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특히 애착대상

에따라다른발달결과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

는 내적작동모델이 대상에 따라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

이다. 내적작동모델은 한 사람의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역

사를기초로형성되므로하나의애착관계는또다른관계로

대체될수없어개인은다양한별개의애착관계를형성한다

[6]. Fox 외의연구에따르면어머니애착과아버지애착일

치정도가미미하 으며[19], Park 외의연구[47]에서도불일

치정도가약35%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아-부모 애착 유형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들은 내러티

브를 통해 유아의 애착 표상과 내적작동모델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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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구들이개발되면서가능해졌다. 이러한검사도구들은

그림, 사진, 인형등과같은도구를이용하여유아의표상을

이끌어내는이야기접근방법으로이야기속에서애착대상

과의일상경험을통해구성된사건도식을바탕으로애착관

계에 대한 표상을 반 투사적으로 나타내준다[11]. 대표적인

검사도구가Bretherton 외의애착이야기완성과제(ASCT)로

인형을 이용하는데 이야기 등장인물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등장시킴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

한내적작동모델을밝혀낼수있게되었다[12].

결론적으로, 본연구는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

애착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므로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

아버지애착이유아의이원적또래관계유형인상호우정관

계와 상호 반감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봄

으로써유아의생애첫이원적관계인부모와의애착관계가

이후 유아가 형성하는 이원적 또래관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를통해유아의이원적또래관계에대한

확장된이해와함께유아의발달과적응에중요한역할을하

는 이원적 또래관계에 대한 유아-부모 애착의 향의 중요

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얻고자한다.

이에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유아-부모애착유형에따라유아의상호우

정은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부모애착유형에따라유아의상호반

감은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부모 애착이 유아의 상호 우정에 미치

는 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애착이야기완성과제(ASCT)를실시할수있는

만3-5세유아중자신의애착이야기를언어로유창하게표

현할수있는만 5세를연구대상으로선정하 다. 연구를허

락한A시의유치원만5세4개학급에재학중인남아64명,

여아52명총유아116명을대상으로하 고, 평균월령은약

74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어머니(아버지) 애착유형

본연구는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애착을측정

하기위하여Bretherton 외[12]가개발한‘애착이야기완성

과제’를 Lee[3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자발적

인 이야기를 통해 유아의 내적 표상에 접근하는 방법[39]으

로 5개의애착관련주제이야기로구성되어있으며, 각이야

기주제는유아가일상생활에서부딪칠수있는애착관련갈

등이나문제를다루고있다. 구체적으로이야기주제에따른

애착관련주제를살펴보면, 아이와관계에서권위있는애착

대상에관련된‘1. 쥬스를엎질 어요’, 애착과보호적행동

을이끌어내는고통에관련된‘2. 무릎을다쳤어요’, 애착과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두려움에 관련된‘3. 내 방에 괴

물이있어요’, 격리불안과대처능력과관련된‘4. 엄마(아빠)

가여행을가셨어요’, 반김대회피, 저항·비조직재결합행

동과관련된‘5. 엄마(아빠)가돌아오셨어요’이다. 단, Lee에

의하면‘4. 엄마(아빠)가여행을가셨어요’의경우한국문화

에서는 대부분 할머니가 안전기반을 형성해주어 유아의 분

리불안이별로나타나지않을수있으므로이장면에서할머

니인형을가족이아닌잘모르는동네할머니로대치한다고

하 다[37].

본 연구 대상의 애착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은 Table 1과

같다.

2) 또래와의상호우정·상호반감

본연구에서유아의상호우정과상호반감관계를확인하

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는 사회성측정법이다. 사회성측정법

은집단구성원들상호간의관계나상호간의선택에기초를

두는신뢰로운검사[4]로 상호우정및상호반감관련연구

들[2, 24, 53]은사회성측정법을통하여상호적인관계의다

양한 유형을 확인하여왔다. 연구자들은 교실과 분리된 조용

한공간에서개별유아에게‘자신이좋아하는/싫어하는동성

친구’를 3명씩응답하도록하 다. 이때, 학급의동성유아

들의이름이제시된사진을제시하며유아의이해를도왔다.

좋아하는/싫어하는친구라고지명한유아와질문을받은유

아가서로좋아하거나싫어한다고하 을때상호우정또는

상호반감관계인것으로보았다.

연구대상의상호우정과상호반감빈도와백분율은Table

2와같다.

Table 1.
Frequency and percentage of child’s attachment

Child-mother
attachment

Child-father
attachment

N (%) N (%)

Secure 63 (54.31) 57 (49.14)
Insecure-avoidance 38 (32.76) 36 (31.03)

Insecure-
bizarre/ambivalent 15 (12.93) 23 (19.83)

Total 1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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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연구는 2011년 6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루어졌으

며, 먼저 어머니 애착 검사를 한 후 아버지 애착 검사를 한

경우와그반대의경우를반으로나누어실시하여계수균형

(counter balance)을맞추었으며첫애착검사를실시하고일

주일후남은애착검사를실시하 다. 애착검사를실시한후

사회성측정법을 실시하여 상호 친구와 상호 반감관계를 측

정하 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교

실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어머니 인형과 아버지 인형

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두 차례의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

를실시하 다. Bretherton 외[12]의‘애착이야기완성과

제’의 표준화된 원안에 따라 이야기를 제시하 고 유아에

게 다음에 예상되는 이야기에 대해 물어본 후 유아가 인형

과 소품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 다. 모든 면

접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한 후 연구자의 질문과 질문에 따

른유아의언어적반응과행동적, 정서적반응과같은비언

어적 반응, 인형들의 움직임과 상대적 위치를 자세히 전사

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애착검사 자료의 분석은 Kim의 연구

[35]에근거하여Golby, Bretherton, Winn와 Page의코딩

지침 및 Goodman, Andrew와 Jones에 의해 수정된

Bretheron 외[12]의지침에따라두단계의과정을거쳐분

류작업을실시하 다. 따라서각이야기에대해Golby 외의

코딩지침에 제시된 내용과 구조(내용코드, 해결코드, 과정

코드, 이야기의일관성)에 근거하여평정한후 Bretherton

외[12]의분류준거에따라안정, 불안정-회피, 불안정-비조

직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 다. 불안정-회피 유형인 유아

는모자분리상황에서방어적인반응을많이보이며, 불안

정-비조직 유형은 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

우로정의되었다. 애착유형분류는유아교육전공박사 1인

과박사과정수료생 1인에의해수행되었다. 먼저임상장면

에서 수집된 애착검사 결과 10개를 읽고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과유형분류기준을일치시키는연습을한후, 본연구

의 자료 중 무작위로 30사례를 선정하여 일치도를 산출하

으며 일치도는 .74 다. 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

우 전사자료 분석과 토의를 통해 합의한 후 애착유형을 일

치시켰다.

상호 우정과 반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회성측정법 검

사는교실과분리된조용한공간에서개별유아에게‘자신이

좋아하는/싫어하는동성친구’를 3명씩응답하도록하 다.

이 때, 학급의 동성 유아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진을 제시하

며유아의이해를도왔다. 유아한명당검사시간은5분에서

10분정도소요되었다.

유아들의 사회성측정법검사 응답자료를 토대로 상호 우

정관계는 좋아하는 친구로 서로 지목한 유아의 수, 상호 반

감관계는싫어하는친구로서로지목한유아의수를확인하

다. 따라서 개별 유아의 상호 우정과 상호 반감관계의 수

는0명~3명범위안에분포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과 2를위하여

유아-부모애착유형에따른유아의상호우정과상호반감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

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 다. 연구문제 3을 위하여 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유아의 상호 우정의 형

성 유무에 유아-부모 애착이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두집단으로나뉜이분변수일때종속변수와독

립변수의인과관계를추정하는통계적모형[36]으로상호우

정의 형성 유무에 유아-부모 애착이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보기에적합하 다.

Ⅲ. 연구결과

1. 유아-부모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 우정관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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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of mutual friendship and
mutual antipathy

N (%) Total

Mutual friendship (%) 71 (61.21)
116

No mutual friendship (%) 45 (38.79)

Mutual antipathy (%) 32 (27.59)
116

No mutual antipathy (%) 84 (72.41)

Table 3.
The differences of child’s mutual friendship by attachment
styles

Mutual friendship
Child-mother

attachment
Child-father
attachment

M SD F M SD F
Secure 1.54a .88

9.299***

1.40a .91

8.282**

Insecure-
avoidance .60b .63 .62b .65

Insecure-bizarre/
ambivalent .33b .82 .30b .67

Total 1.07 .94 .9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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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모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 우정관계의 수

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F검증을실시한결과Table 3과같

다. Table 3을 살펴보면, 유아-어머니 그리고유아-아버지

애착유형에따라유아의상호우정은유의미한차이가있었

다. 구체적으로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 둘

다안정애착을형성한경우가불안정-회피애착과불안정-

비조직애착을형성한경우보다유의미하게상호우정의수

가 많았다. 불안정-회피애착과 불안정-비조직 애착 간에는

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2. 유아-부모 애착에 따른 유아의 상호 반감관계 차이

유아-부모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상호 반감관계의 수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Table 4를살펴보면, 유아-어머니와유아-아버지애

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상호 반감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구체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

았으나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애착모두안정애

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비조직애착 순으로 상호 반

감관계를더많이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유아-

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유형별로 상호 반감관계

수가모두 1이 넘지 않아 1명 이하와상호 반감관계를형성

하 다.

3. 유아-부모 애착이 유아의 상호 우정관계에 미치는 향

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애착이유아의상호우

정관계형성에미치는 향을살펴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

분석을실시한결과Table 5와같다. 본연구에서선정한분

석모형의 적정성은 모델 계수의 Omnibu 검증 결과인 χ2과
Hosmer-Lemeshow 적합도두가지로살펴보았다. 기저모

형과분석모형을비교분석한결과에서 χ2의값이 17.29(p <

.01)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우수함

을보여준다.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분석하여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성을살펴보는Hosmer-Lemeshow적합도(χ2 = .755, df
= 5, p = .98)를살펴본결과, 실제관측치와모형에의한기

대치의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본분석모형이적합

함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적절성을 나타내주는 Cox와

Snell R2은 .344이고Nagelkerke R2은 .471이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

지 애착이 유아의 상호 우정이 있는 집단을 예측할 확률은

66.7%이고상호우정이없는집단을예측할확률은84.6%이

며, 두집단을정확히예측할확률은78.0%이다.

유아-어머니 애착의 기준범주는 비조직 애착이며, 회피

애착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안정애착과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 < .05). 유아-어머니 안정 애착의 B값이

2.995로기준범주인비조직애착보다상호우정을형성할가

능성이높으며, 그확률은OR (Odds Ratio)인 Exp (B)값에

따라19.986배더높다.

유아-아버지 애착의 기준범주도 비조직 애착이며, 회피

애착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안정애착과는 유의미한 차

이가있었다(p < .05). 유아-아버지안정애착의B값이2.276

으로기준범주인비조직애착보다상호우정을형성할가능

성이높으며, 그확률은OR (Odds Ratio)인Exp (B)값에따

라9.737배더높다. 따라서유아가어머니와아버지모두안

정애착을형성하면회피애착과비조직애착을형성한경우보

다또래와상호우정을형성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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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모 애착이 유아의 상호 우정과 상호 반감관계에 미치는 향 5

Table 4.
The differences of child’s mutual antipathy by attachment
styles

Mutual antipathy
Child-mother

attachment
Child-father
attachment

M SD F M SD F
Secure .36 .81

.658

.44 .87

1.357

Insecure-
avoidance .33 .62 .14 .36

Insecure-bizarre/
ambivalent .00 .00 .10 .32

Total .30 .70 .29 .68

Table 5.
The effect of child-mother and child-father attachment on child’s friendship

EXP (B) of 95% C.I

B S.E. Wals Exp (B) Low High

Friendship

Mother attachment-bizarre/ambivalent† 5.706*

Mother attachment (1)-secure† 2.995 1.402 4.565* 19.986 1.281 311.853

Mother attachment (2)-avoidant† 1.467 1.388 1.118* 4.337 .286 65.858

Father attachment-Bizarre/ambivalen† 4.944*

Father attachment (1)-secure† 2.276 1.090 4.362* 9.737 1.150 82.424

Father attachment (2)-avoidant† .879 1.183 .552* 2.409 .237 24.480

†Dummy variable,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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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애착유형에

따른유아의상호우정과상호반감관계의수의차이를살펴

보고자하 다. 연구결과를중심으로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유아-부모애착유형에따른유아의상

호 우정관계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안정애착관계를형성할수록상호우정을맺는친

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은 또

래와의미있는관계를구축하도록한다는기존의애착이론

을 지지하는 결과로 애착관계의 친 하고 이원적인 특성이

우정과같은유아의가까운관계형성에 접한관련[7, 60]이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

[18, 57]에 향을준다는사실을재확인하 다. 또한유아-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정의 질에

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43]도본연구와일맥상통하는결

과로서 유아-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이후 또래관계

의질을결정함을다시금강조해준다.

또래관계에서 우정의 깊이, 지속성 및 상호성과 같은 질

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아의 적응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양질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

동은또래에게수용되지못하거나친구가많지않더라도잘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27, 50, 54]은 우정에 있어서

상호성의중요성을시사해준다. 본연구결과에서부모와안

정애착을형성한유아가적응에보호요인이되는상호우정

을 맺는 친구의 수가 많다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강

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의 첫 시작인 유

아-부모안정애착관계를형성하는것의중요성을환기시켜

주고 더 많은 유아가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적극적인도움이제공되어야하겠다. 이를위해서는부

모와의안정애착이어떠한경로로상호우정관계를맺는데

향을주는지를분석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부모 애착유형과 상호 반감관계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유아들은 1명 이하의 상호 반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가지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 첫째, 유아기라는발달적

특성의 향이다. 일반적으로 상호 반감관계는 아동 중기부

터청소년기에흔하게나타나는데[3, 25], 이는반감관계에

대한 인지적 이해뿐만 아니라 조망수용능력이나 자아개념

등또래관계발달에 향을미치는인지발달을비롯한수많

은요인이작용[24, 28]하기때문이다. 그러나본연구를포

함한최근연구들[31, 41, 51]에서유아및아동초기도상호

반감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유아기의 다양한

또래관계의특성및유형에대하여깊이있는연구가이루어

져야할것이다.

두번째해석은상호우정관계와는구분되는상호반감관

계자체의특성으로인한유아-부모애착관계와의낮은관

련성이다. 상호반감관계는두사람이서로를좋아하지않는

즉, 비선호에기반한관계[1]로또래관계의부정적측면에속

한다고볼수있다. 부정적인또래관계유형중대표적인것

으로 또래로부터의거부가 있다. 또래로부터의 거부와 상호

반감관계 모두 비선호에 기반하지만, 이 두 관계는 엄연히

다르다. 자세히살펴보면, Doh은부모와의애착이또래로부

터의 괴롭힘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다[17]. 한편

Card 외는어머니와의애착유형과아동의반감관계의수가

관련이없었다며상호반감관계는일방적또래거부와다르

다고 주장하 다[15].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일방적이고

1 대 다수로 이루어지는 반면, 상호 반감관계는 상호적이며

이원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또래관계의 부정적 유형이라도

관계의질이나특성에따라다르게개념화되어져야함을시

사한다.

상호반감과또래선호도와의관련성에관한상반된연구

결과들은상호반감관계가가지는독특한관계특성을잘드

러내준다. Pope의연구[51]에서는사회적선호의정도가반

감관계의수에 향력이없었으나또래들로부터의비선호에

는 유의미하 다. 즉, 상호 반감관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사회적기술이나또래선호도와관련성이낮다는것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에게 거부되는 유아는 또래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래에게 거부된다고

해서 상호 반감관계를 많이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비슷한연구로Kang도또래집단에서잘수용되는인기유아

가 상호 반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가 한 학기동안

지속됨을보고한바있다[31].

종합해 볼 때, 상호 반감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친사회성

이나사회적기술이외에다른 향력즉, 관계의질이나특

성그리고보다광범위한맥락적 향력이작용할수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유아기의상호반감관계에관한연구가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유아기에도 상호 반감관계는 존재하고 있

으므로이에대하여연구가많이이루어져야하겠다.

셋째, 본연구에서유아-어머니, 유아-아버지와안정애착

을형성할수록유아가상호우정관계를많이가지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와의애착보다어머니와의애착이상

호우정관계에상대적으로더많은 향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유아-어머니애착과유아-아버지애착은서

로 다른 상호작용의 역사를 가지고[22] 있으므로 유아의 또

래관계형성에 향을주는발달적요인과의관련성이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유아-어머니애착은친사

회적 행동에서 유아-아버지 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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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보 고, 유아-어머니 애착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놀이행동과 정적상관[40]이 있었던 반면, 유아의 수줍음과

불안은 유아-아버지 애착과 더 접한 관련성[5]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은

또래관계형성에다른 향을미칠수있음을알수있다. 특

히, 상호우정이성립되기위해서는친사회성이나사회적기

술과같은긍정적인또래관계기술이요구[29, 33, 59]되는데

아버지와의 애착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에, 어머니와

의애착은긴 한관계와관련된다[14]는점에서볼때, 본연

구에서아버지애착보다어머니와의안정애착이상호우정

관계의수에상대적으로강력한 향력을미친것으로볼수

있겠다.

중요한점은유아가상호우정을형성하는데아버지와의

안정애착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착과 또

래관계 관련 연구들은 어머니와의 애착에 초점을 두어왔고

특히유아의상호우정을형성하고유지하는데 향을주는

유아-아버지애착을다룬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그러

나 아버지와의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

고하는연구들[58, 61]은어머니와의애착은유아의내적세

계와, 아버지와의 애착은 외적 세계와 더 관련된다며 특히,

유아기시기는사회적근접성, 놀이에서의공통된흥미와같

은외부적요인에기반하여우정이형성되므로유아-아버지

와의안정애착은유아가또래들과보다넓은사회적관계를

맺을수있도록하는최초의우정구축에도움을줄수있다

고제안한다. 따라서어머니, 아버지와의안정애착은유아가

긍정적인또래관계를형성하는데서로다른기여를한다고

할수있다. 추후연구에서는어머니, 아버지와의애착이어

떠한 경로로 유아의 또래관계에 향력을 미치는지 구체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Park 외는 부모 중 어느

한쪽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 다 하더라도 안정애착을 형

성한다른부모와의관계를통해유아의또래지위가보완됨

을보고하며또래관계에 향을미치는부모애착의보상적

인 향력에대하여언급한바있다[47]. 따라서상호우정관

계에도부모애착의보상적 향력이작용하는지에대한연

구가필요할것이다.

종합해보면, 본연구를통해부모자녀애착유형은상호

우정에는 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상호 반감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상호우정의경우어머니와의애착과아버지와의애

착이 모두 유의미한 향력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어머니

와의애착이더큰 향력이있는것을알수있었다. 부모와

의 애착관계는 또래관계와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알려

져 왔고 본 연구결과에서도부분적으로 이를 지지하 으나,

상호반감관계와같은또래관계의다양한유형이나질에따

라부모애착의 향력의정도는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

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호 반감 관계가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음이밝혀짐에따라유아기의상호반감관계를살펴볼필

요가있겠다. 또한, 상호반감관계가유아의적응과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양한 발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 확인

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양육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향이라는 큰 주제범위 내에서 양육의

한 측면인 유아-부모애착을 통하여 상호 우정과 상호 반감

관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의상호작용방식이나문화적요인과같은양육의다양한측

면과또래관계의다양한유형들간의관련성에관한연구가

이루어질필요가있겠다.

또래관계 관련 연구들이 인기도나 또래집단에의 수용에

초점을두어왔으나본연구는또래관계가지닌상호성에초

점을두어상호우정과상호반감관계를살펴보았고유아기

에생소한상호반감관계를다루었다는데연구의의의가있

다. 그러나상호우정과반감관계를양적인측면으로살펴보

았기 때문에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호적 또래관계의 질적인 특성에 관하여 관찰

연구및다양한변인들간의관련성을다루는연구가이루어

져야할것이다. 본 연구를통해, 부모에게는또래관계에미

치는긍정적인부모자녀관계의중요성을다시한번환기시

켰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또래관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래

관계지도를위한정보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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