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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세 

유아 240명과 그들의 담임교사 24명이었다.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은 교사에게 의뢰한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자유놀이시간의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

는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놀이성, 교사-

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성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또래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에 유아의 놀이성 일부 요인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작용효과의 검증 결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효과

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점수

가 높은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에 따른 놀이단절 수준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즉, 교사-유

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낮은 자발성 수준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이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서 개인이 가진 취약한 특성의 부정

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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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기는 가족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 시기보다 생활 범위가 넓어진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나가고, 사회적 비교 준거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

원을 얻게 된다(박주희, 2001). 최근 여성 취업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보육료 지원 정책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유아들이 기관에 다니는 시기가 보다 하향화되고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유아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또래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또래상호작용이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 특성을 의미하며(최혜

영, 신혜영, 2011), 이를 토대로 유아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Vygotsky의 근접발달지대에 따르면 성인뿐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 개

인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김혜선, 2013). 구체적으로 긍정적 또

래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정체감을 획득하며,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갖는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11). 

이러한 경험은 이후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또래

로부터의 거부, 문제행동 등과 관련되어 결과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이와 같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개인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또래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유아가 또래로부터 어떻게 사회적 지

식을 획득하고, 어떻게 상호작용 기술을 획득하는지 연구하기 위한 맥락으로 유아의 놀이장면을 

주목해왔다(김수영, 2000). 놀이는 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될 수 있

다. 특히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과 Dehnam(1995)은 놀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맥락에서 또래상호작용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학 전 유아의 사

회적 행동을 이해하려면 놀이장면에서 또래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놀이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을 제공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놀이장면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궁극적 관심사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유아의 개인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기질(신혜진, 신나리, 2014), 놀이특성(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정서성(권연희, 2012;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Cohen & Mendez, 2009), 또래수용

(김수영, 2000) 등의 개인특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이 조명되었다. 특히 Barnett(1990)은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 특성 중 하나인 놀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놀이성이란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태도이고 놀이자의 내적 특성이므로 놀이의 질적 특성에 영

향을 주고(Barnett, 1991), 다양한 놀이행동을 나타나게 해준다(남진경, 김명순, 2014). 이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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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자들은 놀이성과 놀이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관련성(고윤지, 김명순, 2013; 김명순, 유정

은, 이민주, 조항린, 2011; 남진경, 김명순, 2014)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놀

이행동을 위계적 관점으로 분류한 Parten의 전통적 단계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놀이는 단순히 위계적 행동으로 제한되지 않기에 놀이에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반응

할 때 보이는 사회적이며 상호적 놀이행동을 파악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신은수 외, 2010). 

특히 또래관계와 놀이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임희경, 2008)에 따르면 유아의 놀이성은 

또래 간 적응을 예측하였고,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또래상호작용과 놀이성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

구(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에서는 놀이성 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이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놀이성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놀이성의 하위요

인별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유아가 경험하는 또래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인 부모

(문혜련, 엄정애, 2009; 윤현숙, 2007)와 교사(최미숙, 황윤세, 2007; 황윤세, 2008)와 같은 성인에

게서 찾으려고 시도해 왔다. 유아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주로 교실에서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에서 일어나는 또

래상호작용은 유아의 개인특성 뿐 아니라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황윤세, 2008). 이러한 맥락 속

에서 교사의 지원은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란 

교사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이 때 성인과 마주하는 유아의 초기 경험은 또래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에게 기대하는 

상호작용 유형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Kostelnik et al., 2011). 특히 교사는 유아와 관계를 형

성하고, 또래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교사가 보이는 개입 

행동은 유아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은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교

사변인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실제로 선행연구(최혜영, 2004;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에 따르면 교사가 유아의 정

서를 지원하고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등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사회적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일례로 

최혜영(2004)은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지도행동이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신혜영과 최혜영(2008)은 유아의 부정적 놀이행동과 목적 

없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사행동의 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 

혹은 갈등관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들(권연희, 2014; 이경

님, 부예숙, 2013; Arbeau, Coplan, & Weeks, 2010; Pianta & Stuhlman, 2001)은 교사-유아 관계

의 질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해보면, 교사가 유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유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환경 요인으로써 교사 변인은 다수 연구를 통해 주목받아 왔으나, 주로 

교사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장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관찰

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직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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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해 그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특성인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가정된다. 일부 선행연구들(권연희 2012, 2014; 신혜진, 신나리, 2014; Hamre & Pianta, 

2001; Myer & Pianta, 2008)에서는 다양한 조절변인으로 교사-유아의 관계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교사-유아 관계성이 일부 중재효과를 

나타냈고(권연희, 2012),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에 교사-유아 

관계성이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진, 신나리, 2014). 이렇듯 교사-유아의 관계성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위험을 예방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교

사-유아 관계성의 기초가 되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역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유아의 놀이

성의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으로 옮겨가는데 있어 교사-유아 상호

작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조절효과를 모두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 밖에도 다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성이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한다(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박화윤 등, 2004; 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유아의 배경변인인 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를 살펴본 후 이를 토

대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개인특성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세반 유아와 그들의 담

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관찰자의 객관적 관찰에 기초하

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자기보고식 측정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권연희, 2012; 신혜진, 

신나리, 2014; 최미숙, 황윤세, 2007; 황윤세, 2008)보다 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로써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장면 속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

이라 여겨진다. 또한, 더 나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근간이 되는 또래상호작용의 지원 및 교

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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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 4세반 학급의 담임교사 24명과 

해당 교사의 담당학급 유아 240명(남아 118명, 여아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국공립, 민간, 직장어린이집 중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만 4세반을 독

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24개 어린이집을 유의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 

만 4세반 담임교사를 선정하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유아 중 관찰자가 출석부를 토대로 

임의로 선정한 교사 1명당 유아 10명씩, 총 240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유아 

(N=240)

남 118(49.2)

여 122(50.8)

교사

(N=24)

기관유형

국공립 14(58.3)

민간 6(25.0)

직장 4(16.7)

학력

전문대 졸 13(54.2)

4년제 대학교 졸 9(37.5)

대학원 졸 2( 8.3)

경력

1년 미만 1 (4.2)

1~3년 미만 3(12.5)

3~5년 미만 5(20.8)

5~8년 미만 10(41.7)

8년 이상 5(20.8)

연령

21~25세 6(25.0)

26~30세 10(41.7)

31~35세 8(33.3)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이상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2호

- 316 -

  1) 또래상호작용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특성으로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반응할 때 보이는 사회적이며 상호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o 등(1995)이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 Penn Interaction Peer Pla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취학 전 유아의 학급 내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유아행동 관찰을 기초로 교사가 평정

하며, 놀이방해(play disruption) 13문항,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 9문항,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 8문항으로 3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방해는 빼앗기, 부수기, 

화를 내기, 언어적 비난 등과 같이 또래와 놀이를 지속하기보다는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부정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놀이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도와주기, 놀이 지속

하기 등과 같은 또래 간 긍정적 행동이나 지속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

한다. 놀이단절은 배회, 어슬렁거리기, 위축, 거부와 같은 놀이를 시작하기 어렵거나 시작하더라

도 또래 간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최

근 1개월 간 자유선택활동시간 개별 유아의 놀이관찰을 바탕으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별 행동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Cronbach’s α는 놀이방해 .94, 놀이상호작용 .85, 놀이단절 .90이었다. 

  2)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이란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유아의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심

리적 성향 내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nett(1991)의 ‘놀이성 척도(CPS: 

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취학 전 유아들을 대

상으로 개발된 평정척도로서 교사가 평정하였다. 놀이성 척도는 5개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자발

성(physical spontaneity) 4문항, 사회적 자발성(social spontaneity) 5문항, 인지적 자발성(cognitive 

spontaneity) 4문항, 즐거움의 표현(manifest joy) 5문항, 유머감각(sense of humor) 5문항씩 총 23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자발성의 문항은 놀이 과정에서 보이는 신체를 활발히 움직

이는 정도와 협응, 민첩성과 같은 운동 기능 정도를 포함하고,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에 함께 참

여하는 또래와 잘 어울리고 주도성을 포함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에서 발휘하는 상

상력과 탐색적 행동, 사고의 융통성을 포함하고,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과정에서 보이는 웃음이

나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를 포함하며, 유머감각은 농담하기, 재미있게 행

동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놀이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Cronbach’s α는 신체적 자발성 .79, 사회적 

자발성 .76, 인지적 자발성 .67, 즐거움의 표현 .78, 유머감각 .82로 나타났다.

  3)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란 교사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언어적 ‧ 비
언어적 소통체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Arnett(1989)의‘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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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호작용 척도(CIS; Caregiver Interaction Scale)’를 번안한 후 어린이집 맥락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별 관찰내용 및 장면은 선행연구(Colwell, Gordon, Fujimoto, 

Kaestner, & Korenman, 2013; Kostelnik et al., 2011)를 참조로 구성하였다. 

  보육교사 상호작용 척도(CIS)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찰을 토대로 민감한(sensitivity) 상호작

용 10문항, 엄격한(harshness) 상호작용 8문항, 무관심한(detachment) 상호작용 4문항, 관대한

(permissiveness) 상호작용 4문항씩 총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민감한 상호작용은 다정함, 

경청, 격려, 개별적인 대화, 놀이 확장 등을, 엄격한 상호작용은 적대적, 위협, 금지와 같은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 또한 무관심한 상호작용은 유아와 거리를 두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호작

용을, 관대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실시한 요인분석을 통해 교사의 상호작용 하위요인이 4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최근 이를 단일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Colwell et al., 

2013)에 근거하여 각 하위영역의 관찰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관찰평정

은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의 수준을 외부관찰자가 4단계, 즉‘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며 허용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찰은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자유선택활동 시

간에 이루어졌으며, 원도구의 사용지침에 따라 2시간 관찰을 실시하였다. 즉, 훈련받은 관찰자 1

인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내 자유선택놀이시간을 60분씩 2회에 걸쳐 총 120분 관찰한 후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평정하여 관찰기록 용지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관찰자 간 신뢰

도(r)는 .82~.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놀이성을 측정할 도구의 문항들이 연구에 

적합한지를 파악하였다. 아동학 관련 박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경험 5년 이상인 전문가 

2인에게 보육교사 상호작용 도구(CIS)의 적절성과 관찰내용 등을 검토, 의뢰하였다. 이를 통해 

모호한 관찰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유선택놀이 상황에서 관련 장면의 예를 구체화하였다. 더

불어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6인을 대상으로 교사 질문지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문항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5점 척도의 놀이성 도구는 4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관찰

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자는 총 3인으로 모두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석사 이상 및 재학

생으로 현장경력 3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관찰에 앞서 관찰지침과 문항별 내용 및 평정

기준을 숙지한 후 관찰내용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을 반복하였다. 이렇듯 관찰내용 및 

평정기준의 충분한 숙지 후 녹화자료를 통해 2회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문항에 대해 논의를 통해 관찰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후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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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반의 자유선택놀이시간에 관찰자 3명이 동시에 들어가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조사는 총 7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자유선택놀이시간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놀이성은 담임교사의 질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관찰은 훈련받은 관찰자 1인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내 자유선택놀이시간을 60분씩 2회에 걸쳐 총 120분 관찰한 후 척도의 각 항목과 관련된 교

사-유아 상호작용의 예를 기록하여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의 수준을 4단계

로 평정하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은 관찰 대상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의 유아 

중 1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유아가 보이는 행동과 성향을 토대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

용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주효과와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해 교

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유아의 놀이성,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상

호작용의 문항 수, 점수범위, 평균 및 문항평균 점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 문항 수 점수범위 평균(SD) 문항평균(SD)

또래

상호작용

 놀이방해 13 13～52 27.23( 7.87) 2.09( .83)

 놀이상호작용 9 9～36 24.55( 3.82) 2.73( .65)

 놀이단절 8 8～32 14.86( 4.49) 1.86( .73)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4 4～16 12.45( 2.42) 3.11( .83)

 사회적 자발성 5 5～20 13.84( 2.49) 2.77( .72)

 인지적 자발성 4 4～16 11.33( 1.93) 2.83( .70)

 즐거움의 표현 5 5～20 15.44( 2.09) 3.09( .59)

 유머 감각 5 5～20 14.57( 2.93) 2.91( .79)

  교사-유아 상호작용 26 26-104 82.29(11.61) 3.1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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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문항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는 2.09, 놀이상

호작용은 2.73, 놀이단절은 1.86로 나타나, 연구대상 유아가 다른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놀이

단절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의 문항평균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신체적 자발성 3.11, 사회적 자발성 2.77, 인지적 자발성 2.83, 즐거움의 표현 3.09, 유머감

각은 2.9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유아는 신체적 자발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사회적 자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17로 나타났다. 즉, 교사

들은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체로 중간 수준 이상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유아의 놀이성,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유아의 놀이성,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을 포함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240)

                         종속변인    
   독립변인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유아의 성 .30
***

.26
***

.13
*

놀

이

성 

 신체적 자발성 .23*** .20** .28***

 사회적 자발성 .41*** .75*** .55***

 인지적 자발성 .01 .50*** .40***

 즐거움의 표현 .07 .50*** .50***

 유머 감각 .20
**

.30
*** .28

***

  교사-유아 상호작용 .15* .02 .19**

   주1.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코딩함. 

   *p＜.05, **p＜.01, ***p＜.001

  먼저 유아의 성은 또래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

는 여아에 비해 또래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놀이방해(r=.30, p<.001), 놀이단절(r=.13, p<.05)을 많이 나타냈고, 놀이상호작용

(r=-.26, p<.001)은 적게 하였다. 둘째, 개인특성인 유아의 놀이성은 하위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과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방해(r=.23, p<.001), 놀이상호작용(r=.20, p<.01), 놀이단절

(r=-.28, p<.001)과 관련되었고,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방해(r=-.41, p<.001), 놀이상호작용(r=.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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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놀이단절(r=-.55, p<.001)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상호작용(r=.50, 

p<.001), 놀이단절(r=-.40, p<.001)과 연관되었으며,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상호작용(r=.50, p<.001), 

놀이단절(r=-.50, p<.001)과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유머감각은 놀이방해(r=.20, p<.01), 놀이상호작

용(r=.30, p<.001), 놀이단절(r=-.28, p<.001)과 관련되었다. 한편,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놀이방해

(r=-.15, p<.05), 놀이단절(r=-.1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예측변인들과 또래상호작용의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1

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1.06에서 2.72의 범위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변인들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변인들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240)

                          또래
                        상호작용
   독립변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유아의 성 .30*** .09 .10 -.26*** -.09 -.09 .13* .07 .09

신체적 자발성 .24** -.41 -.13* .05 -.04 -.66

사회적 자발성 -.59*** -.94* .65*** -.00 -.36*** -1.66***

인지적 자발성 .11 .67 .11 .50 -.06 .84

즐거움의 표현 -.11 -.83 .14* -.40 -.27** -.24

유머감각 .27** .31 -.02 .53 .10 .11

교사-유아 상호작용 -.11* -1.05* -.04 -.24 -.16** -.77

신체적 자발성 × 교사-유아 상호작용 .79 -.23 .75

사회적 자발성 × 교사-유아 상호작용 .47 .83 1.71
**

인지적 자발성 × 교사-유아 상호작용 -.68 -.51 -1.14

즐거움의 표현 × 교사-유아 상호작용 1.01 .80 -.12

유머감각 × 교사-유아 상호작용 -.04 -.65 -.00

ΔR2 .09*** .29*** .00 .06*** .53*** .00 .01* .35*** .02**

R2
.38 .59 .38

F 13.51*** 29.70*** 13.26***

 주1. β계수는 표준화된 값임.

 *p＜.05, **p＜.01, ***p＜.001     

  앞서 상관분석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경변인인 유아의 성이 또래상호작용과 높

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에서 유아의 성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2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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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아 놀이성의 5개 하위요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

현, 유머감각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일부 변인들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놀이방해에는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β=-.24, p＜.01), 사회적 자발성(β=-.59, p＜.001), 

유머감각(β=.27, p＜.01)과 교사-유아 상호작용(β=-.11, p＜.05)이 유의하였다. 즉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이 높고, 사회적 자발성이 낮으며, 유머감각이 많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

을수록 놀이방해 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유아가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 자발성이 낮

고, 유머감각이이 높을수록,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가 놀이방해와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네 변인은 놀이방해 총 변량의 29%를 설명

하였다. 둘째, 놀이상호작용에는 신체적 자발성(β=-.13, p＜.05), 사회적 자발성(β=.65, p＜.001)

과 즐거움의 표현(β=.14, p＜.05)이 유의하였다. 즉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이 낮고, 사회적 자발

성이 높으며, 즐거움의 표현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놀이상호작용과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세 변인은 놀이상호작용 총 변량의 53%를 설명하였다. 

한편 놀이단절에는 사회적 자발성(β=-.36, p＜.001), 즐거움의 표현(β=-.27, p＜.01)과 교사-유아 

상호작용(β=-.16, p＜.01)이 유의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이 낮을수록, 즐거움의 표현이 적

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가 놀이단절과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세 변인은 놀이단절 총 변량의 총 35%를 설명하였다 .

3.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유아의 성을 1단계에서 통제한 후 2단계에서 관련변인들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

서는 추가로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합(신체적 자발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사회적 자발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인지적 자발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즐거움의 표현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머감각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또래상호작용의 하위영역 중 놀이단절에 대해서만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앞서 <표 4>의 주효과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놀이단절에서 사회

적 자발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항(β=1.71, p＜.01)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의 회귀

모형에서 놀이단절에 대해 추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 투

입된 상호작용항은 추가로 2%를 설명하여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유아의 놀이단절 변량의 

총 38%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과 놀이단절의 관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정도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속변인인 독립변인(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

성)과 조절변인(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

음 이를 토대로 각 집단의 종속변인(놀이단절)의 평균값을 각각 산출하여 [그림 1]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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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1]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과 놀이단절 간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그래프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에 따른 놀이단절의 

수준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즉,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낮은 자발

성 수준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주 관심사인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련 변인들은 하위영역별로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배경변인인 유아의 

성은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와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수 선행연구의 결과들(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Coolahan et al., 2000)과 일치한

다. 즉, 유아가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화를 통해 남아가 

여아보다 거친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에 대해 용인되는 차별적 경험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유아 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특성인 놀이성은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유머감각은 놀이방해에 영향을 주었고,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상호작용에,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적게 하고, 또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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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으로 잘 어울리며, 즐거움을 자주 표현하고, 유머를 적게 하면, 유아는 놀이에서 긍정적으

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방해 행동과 놀이를 연결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단절 행동은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 요소들 중 신체적 자발성과 사회적 자

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또래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박화윤 외, 

2004; 지성애, 김승희,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와 관련되

었다는 연구들(고윤지, 김명순, 2013; 김주혜, 2008; Barnett, 1990)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었

다는 연구들(이상은, 이주리, 2010; 황윤세, 2006)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내적 

성향인 놀이성은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성의 하위 차원 중 사회적 자발성은 또래상호작용의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

단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여 또래와 어울리려는 

개인적 성향이 클수록 또래와의 놀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방해 행동이나 놀이를 시작하기 어

렵거나 놀이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행동은 적게 보이는 반면, 또래와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놀이성의 하위 영역 가운데 사회적 자발성이 또래관

계기술의 협동․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김리한, 2012)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놀이에서 유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행동은 다

른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이를 지속하게 만든다. 유아는 놀이에서 갈등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데, 이 때 사회적 자발성을 지닌 유아는 적절한 언어로 타협하고 또래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

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태은, 2014). 이에 사회적 자발성이 높은 유

아는 또래의 생각을 수용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

용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반면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놀이에서 신체를 활발히 움직이고 농담을 많이 할수록 또래와의 놀이에 방해가 되거

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은옥과 최영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신체적으로 거친놀이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또래와의 놀

이에서 유아의 신체적 행동수준이 놀이 종류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조절되지 못한 채 과도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은 오히려 또래에게 침입이나 방해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김

희태, 이임순, 2009; 이선애, 현은자, 2010)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도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단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놀이장면에서 보이는 유아의 웃음이나 즐거움, 행복과 관련된 정서 표현은 상호작용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보여준다. 놀이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기쁨, 즐거움, 미소 등의 긍정적 정서(이숙재, 2004)임에 근거해 볼 때 즐거움의 표현

은 놀이에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 중 유머감각은 놀이방해에 영향을 주었다. 즉, 유아의 농담이나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행동이 오히려 또래상호작용을 방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농담이나 장난기, 익살 등의 행동은 놀이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유아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rnett(1991)의 도구는 우

리나라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데 일부 적절치 않다는 의견(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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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유머감각에 대한 의미 재고와 함께 도구의 타당화 작업

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교사가 유아와 양질의 상호작용할 때 유아가 놀이를 방해하거나 놀이로부터 단절되

는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유아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

을 때 유아가 배회하기 등의 목적 없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신혜영, 최혜영, 2008; 

Choi, Park, & Shin, 2010)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양질의 상호작용이란 교사가 유아의 이야

기를 경청하고, 민감하게 대화하며,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허용적

이지 않음을 이른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라 함은 유아가 놀이를 순조롭게 진행하거

나 연결하지 못하고 중단시키거나 놀이로부터 단절되는 행동을 말한다.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

용에서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범이나 모델을 제공하기도 하고, 정

서적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권연희, 2014). 더불어 아이들 간의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에 적

절한 지도를 실행한다(이숙재, 2004).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장면에서 미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

고 적절한 방법을 몰라 놀이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앞서 제시한 

교사의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중 긍정적 차원인 놀이상호작용에는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긍정적 지도행동과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간에 관

련이 없었다는 결과(최혜영, 200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내용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례로, 교사는 유아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

능한 유아와 상호작용을 덜 하였다는 결과(Russon, White, & Rochester, 1990)가 보고된 바 있

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교사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에게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상호작용을 적게 함으로써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상황을 간과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Singer, Nederend, Penninx, Tajik과 Boom(2014)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유아들 근

처에서 항상 놀이장면을 주시하면서 그들에게 적절히 개입할 때 유아의 놀이참여 수준이 높다

고 하였다. 더불어 적합한 교사-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율적 놀이를 유도한다는 의견

(Trawick-Smith & Dziurgot, 2011)도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또래 간 갈등상황이

나 문제행동에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놀이장면에서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 보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유아 상

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권연희, 

2012; 신혜진, 신나리, 2014; Hamre & Pianta, 2001; Myer & Pianta, 2008)에서 교사역할의 조절 

및 예방효과를 밝힌 내용과 맥을 함께 한다. 즉, 양질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발성 

수준이 낮은 유아의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교사는 놀이 속 교사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유아와 수준 높은 상호작

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경우 각 하위요인별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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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놀이성 요인이 동시에 반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등을 통해 놀이성 유형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차이를 탐색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상호작용

을 교사가 평정하였다. 이는 유아의 놀이를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나 유

아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대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유아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외부관찰자에 의한 평정 등 보다 더 객관적 자료수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찰을 위해 Arnett(1989)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Colwell et al., 2013)에 기초하여 관찰평정 점수의 총점을 단일 요인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향후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 교사에게 본 도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연구를 통해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유놀이시간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유아의 개인특성인 놀이성과 환경특성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력

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과 놀이단절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역할의 중요성

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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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children's playfulnes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ir

peer interactions, and investigated whether teacher-child interactions had any moderating effects

upon the relation between child playfulness and peer interaction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0 children in fourth year classes in child care centers in Seoul and Gyoung-gi province and 24 of

their teachers. In order to measure the research variables, the Korean version of PIPPS(Pen

Interaction Peer Play Scale) by Choi and Shin(2008), the Children's Playfulness Scale(Barnett, 1991),

and the modified version of the Caregiver Interaction Scale(Arnett, 1989)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playfulnes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eer interactions. Especially, the teacher-child interactions were related to the play

disruption and the play disconnection of peer interactions. In addition, teacher-child interactions

moderated the effect of children's social spontaneity(children's playfulness) on their play

disconnection(peer interactions). Th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peer play interactions and a range of prevention efforts.

▶Key Words : peer interactions, playfulness, teacher-child intera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