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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만 2세 두 개 학급의 영아 24명을 대상으로 자유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
래 간 상호작용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만 2세 학
급 영아들은 자유놀이 시간 동안 또래의 관심을 끌어 놀이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상호작
용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말의 운율, 속도, 반복, 소리 등 언어의 여러 요소를 이용한 말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은 상상놀이 상황과 현실 상황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
냈으며, 또래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감이나 놀이영역을 둘
러싸고 서로 간의 욕구 충돌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의존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또래
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놀이감을 공유하거나 또래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직접 도움을 주는
등의 친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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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은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
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해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서정은,
2005). 영아가 처음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울기, 응시하기, 미소짓기 등
자신의 호기심․욕구 등을 표시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다가 점점 타인과의 관계로 확
장시키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권혜진, 1996). 과거에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이 주로 부모나 형제였으나 현대 사회는 영아기부터 보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대상이 교사 및 또래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영아들은 이른 시기부터 교사 및 또래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요구를 상대방에게 표
현하여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유능한 영아(competent infant)라는 관점
이 주를 이루고 있다(Hay, Peterson, & Nash, 1982). 이는 영아가 환경에 대해 상호호혜적
인 관계를 끌어내는 유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김경란, 2006) 변화된 사회적 관계에
서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해졌음을 나타낸다.
최근 어린 시기부터 기관보육을 경험하는 영아들이 증가하고 있고, 영아와 성인과의 상
호작용이 수직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험이라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서로 대등한 관계
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영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Hartup & Moore, 1990). 또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행동은 촉진하고 부
정적 행동은 감소시키는 등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Shaffer, 2000)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언어적․인지적 능력을 얻는 기제를 제공하게 된
다(Bijou, 1993).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면 또래와 언어 교환능력을 갖게 되면서 행동이나 언어를 통한 정
보교환이 가능하며 놀이감을 중심으로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Eckerman &
Stein, 1990; 장영희, 1987에서 재인용), 18개월 말경의 영아에게서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
과의 상징놀이가 나타나며(Erickson, 1963), 2세경에는 또래들과 함께 놀이감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차 사회적 놀이의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Jacobson, 1981). 특히 2세
영아는 상호작용 대상이 성인에게서 또래로 이동할 뿐 아니라 급속한 언어발달과 함께 언
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김성현, 2003) 성인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
발히 이루어진다(김정연, 1996; 장영희, 1987). 따라서 2세 영아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접
어드는 과도기로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짐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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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에 따
른 기관 적응과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임은혜, 2005), 보육시설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권혜진, 1996), 교사 개입 전
략이 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손순복, 2000), 영아의 또래 간 갈등
에 대한 교사의 개입전략에 대한 연구(마혜진, 2005) 등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과 관련
된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빈도로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영아의 의
도 및 정황을 파악하며 연속적인 장면으로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2세 학급 영아들의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또래 간 상호작용 특징이 무엇
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들과 부모
들이 이 시기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도움으로써 바람직한 지도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만 2세 학급 영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햇살어린이집의 만 2세 두 개 학급인 슬기반과 아름반에
재원 중인 영아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어린이집 만 2세 학급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만 24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연구 시작 당시인 5월에 영아들의 평균 월령
은 33.1개월이었다. 슬기반과 아름반은 각각 남아 8명과 여아 4명으로 구성되어 두 학급의
인원 수 및 남녀 성비는 같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4명의 영아 중 한 명의 영아를 제
외하고는 모두 맞벌이 가정의 자녀였다.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에 대한 배경은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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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김은수(남)

연구시작
당시월령
36개월

햇살어린이집
재원기간
5개월

하루 평균
보육시간
10시간

박민철(남)

32개월

5개월

8시간

없음

박은영(여)
박강호(남)
박 준(남)
이찬희(남)
이동건(남)
이희은(여)
윤정민(남)
장민수(남)
최나리(여)
최은경(여)
김윤호(남)
김지민(남)
김정현(남)
김수경(여)
김 혁(남)
민승원(여)
오재원(남)
윤예나(여)
이정수(남)
이지선(여)
정성호(남)
한종국(남)

37개월
31개월
28개월
34개월
37개월
39개월
28개월
37개월
29개월
29개월
32개월
29개월
28개월
39개월
39개월
37개월
34개월
30개월
32개월
36개월
37개월
36개월

5개월
17개월
1개월
5개월
11개월
22개월
5개월
1개월
5개월
5개월
1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1개월
11개월
23개월
5개월
17개월
4개월
19개월
5개월

9시간
12시간
12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30분
10시간 30분
9시간
6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2시간
9시간
8시간
10시간 30분
12시간
11시간 30분
10시간
9시간
9시간 30분
11시간

여동생1
누나1
없음
형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동생1
없음
없음
없음
오빠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여동생1
누나1
없음

영아 이름*(성별)

슬기반
영아

아름반
영아

형제․자매
형1

*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영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

슬기반은 1～2세 학급 교사 경력이 5년차인 본 연구자와 함께 4년제 대학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처음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신입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아름반
의 두 교사는 모두 4년제 아동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햇살어린이집에서 2년차, 1년차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슬기반과 아름반 교사는 평소 수업진행 과정 및 영아들의 반응, 영아
들의 특이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며 본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관
찰 및 비디오 촬영에 대해 허용적이었다. 특히 아름반 교사들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영아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 또래 간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두 학급을 관찰한 이유는 관찰되는 영아들의 상호작
용이 특정한 학급에 한정된 것인지 혹은 두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
서 이해하고, 연구자의 학급이 아닌 다른 학급을 관찰하면서 낯선 곳에서 새롭게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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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이 있으면 연구자의 학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연구자가 이미 익숙
해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기반과 아름반의 놀이실은 신체영역, 언어영역, 극화영역, 쌓기영역, 탐색영역, 창의영
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주제에 맞는 놀이감이 제공된다. 영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이 되면 교사나 또래를 모방해 놀이를 시작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감을 스
스로 골라서 놀이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은 주로
극화영역과 쌓기영역으로, 다양한 음식 모형, 가방ㆍ모자ㆍ신발, 전화기, 자동차, 여러 종
류의 블록 등의 놀이감이 있으며 영아들은 이를 이용해 음식 만들어 먹기, 엄마ㆍ아빠 흉
내내기, 병원놀이, 자동차 길 만들어 자동차 놀이하기, 레고블록이나 벽돌블록으로 구성하
기 등의 놀이를 즐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6년 5월에 햇살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로부터 연구의 목
적과 내용, 절차 등을 설명하고 연구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는 햇살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연구자가 두 반을 모두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워 연구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관
찰과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연구문제, 연구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비디오 조작법, 촬영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 2006
년 6월 28일～6월 30일 3일간 슬기반과 아름반 실내 자유놀이 시간(50분) 동안 예비연구
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영아들의 또래 간 상
호작용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학급 당 주 2회 오전․오후 시간을 번갈아 가며 관찰
과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오전에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자
유놀이가 이루어지는 약 1시간 정도씩 관찰과 비디오 촬영을 하였으며, 전체 촬영 시간은
슬기반과 아름반 각각 24시간씩 총 48시간으로 오전․오후 시간의 촬영 빈도는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슬기반은 담임인 본 연구자가 현장에 있는 상황이지만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
으므로 일과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기반 영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포착되는 점들을 약기로 메모 하였으며 동시에 연구 보조자가 슬기반의 실내 자
유놀이시간 동안 나타나는 영아들의 상호작용을 촬영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직접 관찰
할 수 없었던 아름반에는 연구 보조자가 자유놀이 시간에 영아들의 놀이 상황을 비디오
촬영 하였고, 연구자는 오후 시간에 아름반 영아들을 직접 관찰하였다. 또한 슬기반과 아
름반 영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실외놀이 시간에 아름반 영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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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여 영아들을 관찰하였다. 아름반을 촬영할 때에는 연구 보조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하는 것처럼 놀이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전체 촬영과 함께 연
구 대상 영아들의 말이나 몸짓, 표정 등의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히 듣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간격을 두고 촬영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이렇게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서 연구자가 지금 현재 직접 관찰하고 있는 입장
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자세히 전사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비디오 관찰할 때 영아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행동 패턴, 사고,
지식, 경험, 문제 해결 방법, 감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이상황, 사건,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한 Erickson(1986)의 제안을 참조하여 관찰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관찰 후 작성한 필드노트와 비디오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
떤 영아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 상호작용의 유형은 어떠한지, 어떤 계기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면서 각 사례에 적절한 제목들을 현장노트 여백에 적었다.
이렇게 적혀진 제목들을 같은 유형으로 모으고 분류하면서 또래 간 상호작용에 있어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하여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면서 최종 범
주와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관찰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해석 및 설명에 왜곡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s)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어린이집 만 2세 학급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에게서 만 2세 학급 영아의 발달 특성들이 반
영된 다양한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특징은 또래와의 놀
이 유지 전략 활용, 말놀이를 즐기는 상호작용, 상상놀이-현실-상상놀이로의 빠른 전이를
통한 상호작용,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 욕구 충돌로 인한 문제해
결을 위한 상호작용,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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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래와의 놀이 유지 전략
영아들은 또래나 교사의 놀이행동을 모방하거나 놀이제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놀이를 시
작하는 경우가 많다. 학기 초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의 놀이는 또래의 놀이 행동을 모방
한 단편적인 가작화 놀이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때 또래와 같은 놀이를 하지만 서로 접촉
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혼자 놀이하는 병행놀이(parallel play)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다 시
간이 지나면서 또래와 친숙해지고 언어적․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지면서 또래와 함께 놀이
하는 연합놀이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역시 많아졌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주로
상상놀이를 함께 하면서 나타났으며 본 연구가 진행된 7월～9월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
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즉, 학기 초에는
교사와 함께 놀이하거나 또래의 놀이를 모방한 단편적인 가작화 놀이 모습을 많이 보였다
면 점차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놀이를 영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이러한
놀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또래와 상호작용하였다. 다음은 아름반에서 주
유소 놀이, 슬기반에서 병원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종국이는 노란 자동차 2대를 바닥에 놓고 벽돌블록을 꺼내 자동차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든다. 잠시 후 재원이가 레고블록을 한 손에 들고 노란 자동차를 밀면서 종국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재원이는 “빵빵, 어떻게 들어와요?”라고 묻는다. 종국이는 대
답하지 않고 레고블록을 길게 연결해 벽돌블록 위에 올려놓는다. 재원이는 레고블록
을 들고 종국이에게 다시 말한다.
재원 : (레고 블록을 가리키며) 여기 기름 나와, 기름.
종국 : (자신의 레고블록을 가리키고는 벽돌블록을 들고) 여기 기름 넣는 거야.
종국 : 여기 좀 만들어 봐 봐.
재원 : 어떻게?
그러자 종국이는 자신이 만든 벽돌블록의 끝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재원이가 “여
기 문 막아? 이렇게?”라고 다시 묻는다. 종국이는 벽돌블록을 옆으로 늘어뜨리며 공
간을 구성하다 재원이가 하는 말을 듣고 일어서서 재원이가 만든 것을 살펴보고 블록
하나를 더 꺼내 재원이가 만든 블록 옆에 자신의 블록을 세운다. 재원이는 레고 블록
으로 자동차에 기름 넣는 흉내를 내며 종국이에게 “기름 다 넣습니다. 여기에”라고 말
한다. 종국이가 재원이 옆으로 다가오자 “앉아봐, 기름 많이 넣었어”라고 말한다. 종국
이는 재원이의 말을 듣고 다시 벽돌블록 장으로 가서 벽돌블록을 꺼내고 재원이도 벽
돌블록을 꺼낸다. 둘은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벽돌블록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

(아름반, 2006/7/7)
강호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희은이에게 “배가 아파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더
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동건이가 강호에게 다가와 “아픕니까?”라고 묻는다. 강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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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하자 동건이는 청진기를 강호 배에 대고 희은이도 청진기를 강호 배에 대
본다. 그리고는 주사기를 강호 배에 대고 놔준다. 동건이는 계속 청진기를 강호 배에
문지른다. (중략)
희은 : 다 했습니다.
동건 : 다 했습니다.
희은 : 이제 배 안 아픕니다. 열도 안 나구요.
강호가 일어나자 동건이는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한다. 강호는 언어영역에서 그림
책을 꺼내 본다. 이 때 희은이가 강호에게 다가와 “아파요?”라고 묻는다. 강호는 “아니”
라고 말하며 계속 책을 본다. 잠시 뒤 다시 강호에게 희은이가 다가와 “아파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강호는 “네”라고 말하고 희은이는 아까 강호가 누웠던 카펫 쪽을 가리
키며 “병원 가야돼, 저기요”라고 말한다. 강호가 카펫 앞으로 와서 병원놀이 기구가 담
긴 바구니를 보고 있자 “여기 누워요”라고 말한 뒤 강호 배에 청진기를 댄다.

(슬기반, 2006/8/23)

아름반의 놀이상황에서 재원이는 종국이가 하는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종국이의 놀이
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종국이와 함께
놀이하기에 성공한 재원이는 종국이와 계속 놀이하기 위해 블록 하나를 놓을 때도 종국이
에게 확인을 받으며 함께 주유소놀이를 하고 자동차 길을 만들며 놀이하였다. 슬기반에서
는 강호가 희은이의 청진기를 보고 배가 아프다며 스스로 환자가 되어 병원놀이가 시작되
었으며 병원놀이를 계속 하고 싶었던 희은이는 책을 보고 있는 강호 주변에서 강호를 계
속 살펴보면서 강호에게 다가가 아픈지를 물으며 함께 놀이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했다.
이렇게 또래와 함께 계속해서 놀이하기 위해 영아는 평소 또래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고
또래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또래의 놀이 행동을 보
고 또래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또래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만큼
유능한 상호작용 전략가임을 알 수 있었다.

2. 말놀이를 즐기는 상호작용
Chukovsky(1968)는 2～3세 영아는 ‘언어적인 천재’이며, 이 시기의 영아는 언어발달이
양적으로 증대될 뿐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황당무개한 말놀이를 즐긴다고 하
였다(이차숙, 노명완, 1994에서 재인용).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 역시 그냥 떠오르는 황당
한 말들이나 또래가 한 말의 발음을 잘못 듣고 다른 발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웃음을 자아
내는 등의 말놀이를 즐겼다. 이러한 영아들의 상호작용은 말의 의미보다는 반복되는 말,
억양, 된소리로 된 말 등 언어의 여러 특징들을 영아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음은 우연히 한 영아가 한 말에 대해 다른 영아가 재미있는 ‘소리’로 인식하고 함께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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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끼고 있는 사례이다.
재원이가 블록으로 만든 길 위로 자동차를 굴리고 있는데 정현이와 종국이가 각자의
자동차를 서로 부딪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길이 부서진다. 자동차 길이 조금 부서
지자 정현이는 일부러 발로 차서 나머지 자동차 길도 부순다.
재원 : (큰소리로) 야～
교사가 정현이에게 더 이상 부수지 않도록 제지한다.
재원 : (정현이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그럼, 부수지
마세요.
재원이는 부서진 자동차 길을 다시 고친다.
재원 : (혼잣말로) 정현이는 부섬 맨날...
종국 : (웃으며 노래하는 억양대로) 응, 부서 맨날, 부서 맨날...
재원이와 종국이는 서로 마주보고 큰 소리로 웃는다.

(아름반, 2006/8/30)

재원이는 자신이 만든 블록을 정현이가 발로 차서 부수자 이에 대해 큰 소리를 내며 자
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교사의 제지로 정현이가 부수는 것을 멈추자 재원이는
혼잣말로 정현이는 맨날 부순다는 의미의 말로 “정현이는 부섬 맨날...”이라고 했다. 그런
데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종국이는 재원이가 한 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장난스럽게
“부서 맨날?”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재원이 역시 종국이의 이러한 장난을 눈치 채고 “응,
부서 맨날”이라고 말하며 함께 웃고 이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종국이와 재원이는 말의 속
도를 다르게 하고 반복하면서 말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며 즐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영아
들은 재원이와 종국이처럼 자신의 말놀이를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다음 사례 역시 영아들이 말놀이를 즐기는 장면이다.
동건이는 한 손에 레고블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벽돌블록을 꺼내 자동차 길을 만
들고 강호는 옆에서 레고블록 끼우기를 하고 있다. 동건이가 강호의 블록을 본다.
강호 : (자신이 만든 블록을 바라보며) 뽀로로랑 쓸레기랑 만들었어.
동건 : 쓸레기?
강호 : (웃으며) 응, 쓸레기
동건 : (웃으며) 쓸레기가 또 뭐야?
강호 : (소리 내 웃으며) 쓸레기, 쓸레기!
동건 : (소리 내 웃으며) 쓸레기, 쓸레기?

(슬기반, 2006/7/3)

강호가 만든 레고 블록에 동건이가 관심을 보이자 강호는 영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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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와 ‘쓸레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쓸레기’라는 말은 본 연구자도 알 수 없는 말이었
는데 강호는 ‘뽀로로’라고 말하고 이와 보조를 맞춰 된소리로 ‘쓸레기’라 말한 것으로 보인
다. 슬기반 영아들은 또래의 말이 재미있고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말에 흥미를 보
이며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름반 영아들의 경우 자신들의 말놀이를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아름반 영아들의 말
놀이 사례이다.
정리시간이 되어 교사가 정리 노래를 부르자 영아들이 정리한다. 띠블록을 가지고 놀
이하던 정수는 띠블록을 그대로 두고 모형 마이크를 꺼내 정리하고 있던 재원이 옆으
로 가서 재원이 입 가까이에 마이크를 댄다.
재원 : 꽈꽈꾸꾸～(라고 말한 뒤 일부러 카펫 위로 넘어지며 뱅그르 구른다.)
종국 : 나도, 나도. (정수가 종국이 입 가까이 마이크를 댄다.) 까끼꽈끼꾸께 (라고
말한 뒤 카펫 위로 일부러 넘어져 옆으로 구른다.)
재원이도 옆에서 다시 빙그르 돌며 일부러 넘어지고는 종국이와 정수를 보며 웃는다.
승원이도 종국이와 정수를 보고 웃고 있다. 종국이는 다시 정수가 들고 있는 마이크
를 가리키며 말한다.
종국 : 나도. (마이크를 입에 대 주자 웃으며) 뽀개꾸뽀개.
이 말을 들은 정수가 웃고 재원이에게 마이크를 내민다.
재원 : (웃으며) 뿌까꾸뿌까꾸.
영아들이 모두 카펫에 앉자 재원이도 앉고 정수는 마이크를 바구니에 넣고 카펫에 앉
는다.

(아름반, 2006/9/6)
종국이와 재원이, 성호는 벽돌블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놀이 하고 있다. (중략) 성호
와 재원이는 블록으로 만든 공간의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는 함께 웃고 있다. 구멍 안
에는 자동차가 있다.
성호 : (소리를 지르듯이) 자고 있는 거야, 햇살 어린이집 버스가...
재원이와 종국이도 소리를 지르듯 뭐라 말한다. 이 때 갑자기
성호 : 야, 호랑이 캐이캐이 패패!
재원 : (블록으로 구멍을 막으며 웃으면서) 패이패이!
성호 : (레고블록을 길게 끼운 것을 들고 총 쏘는 흉내를 내며) 야, 그런데 호랑이
패캐채이!
재원 : (성호를 향해 긴 레고블록을 들고 총 쏘는 흉내를 내며) 캐이패이!
성호와 재원이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 옆에 있던 종국이도 일어서며 총 겨누는 자세
를 취하며 소리를 따라 지른다.
종국 : 로캐이 패이!

(아름반, 20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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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재원이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수가 마이크를 내밀
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꽈꽈꾸꾸”라는 정확히 뜻을 알지 못하는 말
을 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종국이도 흥미를 느꼈는지 재원이가 했던
“꽈꽈꾸꾸”라는 말과는 다른 “까끼꽈끼꾸께”라는 말을 하며 웃었다. 이는 종국이가 재원
이의 말에 흥미를 갖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모방하려하기 보다 모음에 차이를 두어 재원
이의 말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생각해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도 성호의 “호랑이
캐이캐이 패패”라는 말이 또래 영아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말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성호
는 평소 싸우는 동작을 보이거나 소리를 내면서 또래 영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으며
주변 또래 영아들은 성호의 동작이나 소리를 곧잘 모방하곤 했었다. 또 성호는 자신을 호
랑이나 표범 등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사례에서도 성호는 “호랑이
캐이캐이 패패”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흉내를 냈다. 그러자 재원이가 성호의 말을 모방했
으나 소리를 바꿔 “패이패이”라고 했으며 성호도 다시 “패캐채이”로, 재원이는 “캐이패이”
라고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말을 고안해 주고받는 말놀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영아들은 흥미로운 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말들을 서로 따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래 영아가 했던 말보다 더 재미있는 말을 고안해 내는 등 창의적인 말놀이
를 반복해서 하였다. 특히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창의적인 말놀이는 주로 된소리로
된 말이 많았는데 이는 된소리의 말이 주는 느낌이 그렇지 않은 말보다 강하고 경쾌한 느
낌을 주어 다른 또래 영아들이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이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이렇게 2세반 영아들은 언어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말을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서만이 아니라 말의 소리, 억양, 반복 등 언어의 여러 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또래와의 말놀이를 즐기는 상호작용 특징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들
은 이러한 말놀이에 동참함으로써 소리 자체가 주는 재미를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
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창조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3. 상상놀이-현실-상상놀이로의 빠른 전이를 통한 상호작용
영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이 되면 상징적 행동을 하면서 또래에게 상상놀이 상황 안에서
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음식 먹는 놀이를 하고 있는 영아가 있다면 “뭐
먹는 거야?”라고 또래에게 평소 질문하듯 말하기보다 “뭐 먹어요?”라고 존댓말로 질문하
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아들에게서는 상상놀이에 개입이 되었다가도 어떤 돌출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방 놀이 상황 밖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놀이 상황 안으로 들어
가는 등 상상놀이-현실-상상놀이로의 전이가 매우 빠른 상호작용의 특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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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이는 벽돌블록을 옆으로 나란히 놓으며 “집이에요”라고 말한다. 이 때 동건이가
다가온다. (중략) 동건이가 “나 아픈데?”라고 말하자 은영이는 “음... 여기 병원이야”라
고 말하며 벽돌블록을 꺼내서 바닦에 놓는다. 그리고는 “여기 침대 있어요”라고 한다.
이 때 은수가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를 가리키며 “이건 구급차야”라고 말한다. 동
건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레고 블록에 있는 자동차를 가리키며 “이건 병원차야”라고
하고, 은영이는 벽돌블록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누워봐요”라고 제안한다. 동건이가
블록 위에 눕자 은영이는 블록을 더 꺼내와 큰 침대를 만든다. 동건이가 교사에게 “선
생님, 여기 병원이에요”라고 말하자 은영이는 “어, 내가 동건이 병원 만들어줬어요”라
고 말한다. (중략) 은영이가 만든 병원침대에 동건이가 누워있고 정민이도 입이 아프
다며 은수가 만든 병원 침대로 와서 엎드린다. 은영이가 벽돌블록이 있는 교구장으로
가며 “이거 더 만들어야겠다. 동건아, 이거 좀....”이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하자 동건이
는 침대에서 일어나 은영이의 벽돌블록을 들고 옮겨준 후 다시 침대에 눕는다. 그리
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은수에게 “여기 아파요”라고 말한다.

(슬기반, 2006/7/7)

위 사례에서 동건이가 아프다고 하자 집을 만드는 중이었던 은영이는 자신이 만든 구조
물을 금방 병원으로 바꿨다. 그리고 동건이에게 블록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보라고 제안했
고 동건이도 침대에 누웠으나 교사에게 자신들이 하는 놀이를 말하기 위해 현실 상황으로
잠깐 나왔음을 볼 수 있다. 은영이 역시 교사에게 자신들의 놀이를 설명하고 동건이를 침
대에 눕히고 다시 정민이가 병원으로 오자 침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벽돌블록을
꺼내기 위해 현실상황으로 나와 동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동건이는 블록을 옮겨주고
다시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영아들은 놀이 상황 안과 밖을 매우 빠르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놀이하였다. 이
때 영아가 놀이 상황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어떤 이유를 제시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암
묵적으로 또래 간에 용인되고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 상황과 현실 상황을 오가
며 상호작용을 할 때 이에 대한 구분은 존대말 사용 여부였다. 즉, 놀이 상황에서는 서로
존대말로 상호작용하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현실의 영아가 되어 평소에 하던 말투로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영아와 함께 놀이하는 교사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는데 평소 교사가 영아들과 상상놀이를 하면서 ‘마치～인 것 같은’ 역할을 표현
할 때 존댓말로 그 역할을 나타내었는데 영아들 역시 상상놀이를 할 때는 이러한 교사를
모방해 또래 영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아들의 상상놀이-현실
-상상놀이 상황으로의 빠른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상상놀이에 쉽게 투영되어 놀
이하기도 하지만 그 만큼 현실을 유보하여 상상놀이에 몰두하는 데는 아직 미숙함을 보이
는 상호작용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만 2세반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165

4.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

2세 영아들은 에릭슨이 제시한 인간 발달 단계에서 자율성 대 수치심 형성의 단계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발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서정은, 2005).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은 또래와 상호작용
할 때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종국이가 자신이 만든 비행기에 대해 또래 영아
와 상호작용하는 장면이다.
종국이는 레고블록을 혼자 끼우고 있다. 이 때 정수가 놀이실 문으로 들어선다. 교사
가 정수를 맞이하러 가자 종국이도 따라간다. 종국이는 정수가 들어서려 할 때 문 밖
으로 달려가 자신이 만든 레고블록을 내밀며 “나 비행기 만들었다!”라고 말한다. 어느
새 성호도 문 앞으로 와서 자신의 레고블록을 들고 있다. 성호는 정수에게 자신의 것
을 내밀며 “이거 비행기야”라고 한다. 종국은 단호한 어조로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블록을 가리키면서 “이거 비행기야!”라고 한다. 그리고는 정수를 보고 웃으며 자신이
만든 레고 블록을 정수와 정수 엄마에게도 보여준다. 정수와 정수 엄마가 놀이실 안
으로 들어서자 종국이도 들어온다. 성호가 자신이 만든 것을 종국이에게 내밀며 “이
거 비행기지? 이거 날개 있는 비행기”라고 하자 종국이는 자신의 비행기를 보여주며

“나도 날개 있는데...”라고 한다. 성호가 “날개 어딨는데?”라고 묻자 종국은 손가락으
로 비행기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날개가 많이 있어”라고 대
답한다. 성호는 종국이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다른 영아에게 다가간다. 종국이는 굳
은 표정으로 2～3초 정도 가만히 있다 교사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선생님, 날개가
많아요.”

(아름반, 2006/7/4)

이렇게 영아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또래에게 직접 자랑을 하며 인정받고자 하였는데
이 때 또래 영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위에 제시된
아름반 영아들의 놀이 상호작용 사례에서 종국이는 정수에게 자신의 비행기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성호가 끼어들자 자신이 만든 것만이 비행기라며 성호의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성호는 종국이에게 비행기 날개를 보여주며 자신이 만든 것을
종국이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종국이는 자신의 비행기에도 날개가 있다고 응수했
으며 종국이의 말을 성호가 다 듣지 않고 가버리자 교사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종국이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또래가 인정하지 않자 교사를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며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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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 역시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 또래가 인정해 주
지 않자 또래의 주의를 계속 자신 쪽으로 돌리려는 영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큰 우레탄 블록을 세 개 높이로 쌓은 후 그 위에 은수, 찬희, 강호가 앉아 있다. 이 때
동건이, 정민이, 희은이가 다가와 은수, 찬희, 강호가 앉은 블록 옆으로 다가온다. 동
건이는 친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정민이를 향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어”라고 말한다. 정민이는 동건이의 말을 들었으나 별로 관심이 없
는 듯 동건이를 보지 않는다. 이 때 희은이도 찬희와 강호처럼 우레탄 블록 위에 앉는
다. 동건이는 희은이와 찬희를 보며 우레탄 블록 위에 올라서서 “얘들아, 설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영아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우레탄 블록 위로 앉는
다. 이 때 찬희가 블록에서 내려와 강호를 향해 레고 블록을 들고 휘두르며 총 쏘는
흉내를 낸다. 그러자 동건이는 주변 또래들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며 “나쁜 놀이 할 사
람 저기 가서 하세요.”라고 말한다.

(슬기반, 2006/7/3)

위의 사례에서 동건이는 또래 영아들 여럿이 큰 우레탄 블록 위에 앉자 영아들을 한 명
씩 세며 자신이 숫자를 많이 셀 수 있음을 정민에에게 자랑했다. 그러나 정민이가 별 관심
을 보이지 않자 희은이와 찬희에게 주의를 돌리며 자신이 블록 위에 설 수 있음을 자랑했
다. 그러나 희은이와 찬희도 동건이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동건이는 찬희가 평
소 슬기반에서 하지 않도록 약속한 총 쏘는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는 찬희에게 그러한 행
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말하며 주변 또래들을 살폈다. 이것은 자신이 잘하
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나 또래가 인정해 주지 않자 동건이
는 또래가 잘못한 일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며 주변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아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평소 또래 간 상호작용 시 “나는
00있다, 또 △△도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슬기반, 아름반 영아들
은 놀이 시간 뿐 아니라 일과 중 어떤 한 영아로부터 이러한 말이 나온 경우 경쟁적으로
“나도 ☆☆있다”라고 말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또래
와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아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자랑하며 인정받고자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과제를 수
행하면서 또래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와 영아들이 똬리(천을 길게 잘라 그 안에 여러 곡물을 넣어 만든 놀이감으로 양
끝에 찍찍이와 보들이를 붙여 둥글게 똬리를 만들 수 있음)를 머리에 얹어서 둥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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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탄 블록 위를 걷는 놀이를 하고 있다. 강호는 초록색 똬리를 선택해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나 양 끝에 있는 찍찍이와 보들이를 발견하지 못해 붙이지 못한다.
희은 : (자신이 만든 똬리를 내밀어 보여주며)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강호의똬
리를 붙이려한다.)
강호 : (큰 소리로) 아냐! 내가 할 거야.
강호는 찍찍이와 보들이를 발견해서 양끝을 붙였으나 이내 떨어진다. 강호는 다시 양
끝을 붙인다.
강호 : (웃으며) 아～ 됐다. 희은아, 이것 봐라.
희은 : (자신의 똬리를 내밀며) 나도 있다～
강호 : (똬리를 머리에 얹고 걷는 은수를 보며) 은수야, 그거 어떻게 한 거니?
은수 : 음...음... 머리에 이렇게 하면 돼.
강호 : 이렇게?
은수 : 아니, 여기 뒤로...(은수가 강호의 똬리를 잡는다)
강호 : (큰 소리로) 하지마!(혼자 똬리를 올려 다시 걷기를 세 차례 반복한다)
은수 : 뒤로 해야 되는데?
강호 : (은수를 보며 똬리를 뒤로 약간 옮긴 후 웃으며) 우와～이제 안 떨어진다.

(슬기반, 2006/8/23)

슬기반 강호는 똬리 만들기를 할 때 또래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는 도움을 주고자 했던 희은이에게 보란 듯이 자신이 만든 것
을 보여주며 뿌듯해 하는 모습이었다. 또 이렇게 만든 똬리를 머리에 얹어 걸어보기를 시
도했을 때도 또래의 도움을 직접 받기보다 여러 차례 스스로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영아는 또래
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원하기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얻고 이 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또래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부분
적인 지원을 얻은 후 나머지 일들은 본인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욕구 충돌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영아들은 서로의 행동과 언어 등에 관심을 갖고 모방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이 때 또래
와 “같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해 무척 즐거운 반응을 보였다. 즉, 영아들은 또래
와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옷을 입고 왔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즐거
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같은 놀이감, 같은 놀이를 하고 싶은 영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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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다음 사례에서와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철이는 전자 키보드 건반을 두드리고 있다. 이 때 나리가 민철이 옆으로 다가온다.
민철이는 나리가 오자 전자 키보드 전원을 끈다. 나리는 다시 전원을 켜고 민철이는
다시 전자 키보드 전원을 끈다. 그러자 나리는 민철이의 볼을 손으로 때린다.

(슬기반, 2006/7/7)
극화영역에 앉아 있는 승원이, 채원이, 재원이에게 종국이가 다가온다.
종국 : (승원이를 보며) 나도 줄래?
승원 : (웃으며) 그래.
그러나 승원이는 중국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계속 음식 먹는 흉내를 낸다. 종국
이는 승원이가 갖고 있는 음식 모형을 잡으며 말한다.
종국 : 준댔잖아.
승원 : (종국이의 손을 때린다.)
종국 : (승원이 어깨를 때리며 큰 소리로) 아프잖아.
승원이는 ‘씨이익, 씨이익’ 소리를 내며 종국이를 노려본다.

(아름반, 2006/7/19)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은 또래가 갖고 있는 놀이감으로 놀이하고 싶어하지만 또래가
놀이감을 주지 않거나 놀이 영역을 서로 차지하고자 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물리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영아들이 물
리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보다 또래와의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처음에는 이러한 욕구 충돌 상황이 발
생하면 또래 영아를 밀거나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물리적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충돌하는 영아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 상당 부분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들은 이러한 욕구 충돌 시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며 영아들 스스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와 강호가 수영장을 만들고 그 안에 자동차 모양 튜브(슬기반 영아가 가져온 것)
를 끼고 수영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 동건이가 강호에게 다가온다.
동건 : 강호야, 다하고 빌려줘.
강호 : 안돼, 은영이 거잖아. 이거 은영이 거잖아.
동건 : 은영이 오면 내가 줄게.
강호 : (더 단호한 목소리로) 아냐, 은영이 오면 강호가 줄 거야.
동건 : (자동차 모양 튜브에 달린 핸들을 만지며 화내듯이) 다하고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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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 (더 큰소리로) 안돼!
동건 : (우는 소리로) 아잉～.
강호 : 친구들이 다 하는 거야. 동건이는 못해. 친구들이랑 하는 거야.
동건 : (조르듯이) 다 하고 주라.
강호 : 아냐, 이거 박은영거야. 강호가 다 하고 빌려줄게.
동건 : (또박또박) 다하고 빌려줘.
강호 : 어.
잠시 뒤 강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다 했는지 물어보며 강호의 튜브를 벗기려
하자 강호는 거부하지 않고 튜브에서 일어나 동건이가 자동차 튜브를 탄다. 강호는
다시 동건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강호 : 다 하고 빌려줘.
동건 : (고개를 저으며) 고장 났어. 바퀴가...
강호 :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안 고장났어.
동건이는 강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다 내리고는 튜브를 강호에게 내민다.

(슬기반, 2006. 8.18)

동건이는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다가 강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모양의 튜브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강호에게 다하고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강호가 이에 대해 거부반
응을 보이자 화내듯이 큰 소리로 말해보기도 하고 조르듯이 말해보기도 하며 하고 싶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나타냈다. 그러나 강호는 “친구들이 다 하는 거야. 동건이는 못해”라고
말하며 거절했는데 이는 영아들이 놀이감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평소 교사가 어린이집
에 있는 놀이감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 했었는데 강호도 이러한
의미로 “친구들이 다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빌려주고 싶
지 않은 마음으로 “동건이는 못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강호는 계속 하고 싶었던 자동
차 튜브를 동건이에게 빌려주었고 이 때 동건이에게 다 한 후 다시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영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나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충돌 시
해결해 보았던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해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영아의 욕구충돌로 인한 문제 해결과정을 보면 영아들이 자기중심적인 고집, 사
물 및 영역에 대한 소유욕,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기술 부족 등의 발달적 특성으
로 인해 또래와 갈등 상황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은 조금씩 또래와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에 직면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영아들은 점차 보다 유능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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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친사회적 행동을 통한 상호작용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영ㆍ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매우 중요하다(김영중, 1995; Beaty, 1999). 본 연구에 참여한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도 또래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거나 자신이 만든 것을 또래에
게 선물해 주는 등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냈
다. 슬기반과 아름반 영아들에게서 나타난 친사회적 행동은 놀이감 공유하기, 또래에게 선
물주기, 직접적인 도움 주고받기 등이었다.
먼저 놀이감 공유하기는 친사회적 행동 중 가장 많이 관찰된 행동이었다. 영아에게 있
어 놀이감은 또래 영아와 같은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또래 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
이다(장영희, 1987). 이전에 영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놀고 있는 놀이감을 또래에게 주지
않으려 하거나 또래의 놀이감을 갖고 싶은 경우에 말없이 가지고 감으로서 충돌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아들의 상호작용 특징 중 욕구충돌 시 영아들이 스스로 해결하
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듯이 영아들은 그러한 욕구충돌 상황에서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상
호작용을 시도하는 방법들을 경험하면서 또래 영아들 간에 놀이감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
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아름반 영아들이 놀이감을 나누는 친사회적인 모
습을 보이는 장면이다.
재원이는 수경이와 함께 주유소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갖고 있던 긴 레고블록

(주유기를 만든 것임)을 수경이에게 내민다.
재원 : 이거 갖고 있어.
재원이는 탐색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며 탐색영역에는 정현이가 오토바이 퍼즐을 맞추
고 있다.
재원 : (퍼즐을 보며) 나도 하고 싶다.
교사 : 뭐 하고 싶은데, 재원아?
정현 : 정현이가 빌려줄게.
정현이는 맞추던 퍼즐을 재원이에게 내밀고 재원이는 퍼즐을 맞춘다. 이 때 쌓기영역
에 있던 수경이가 재원이에게 말한다.
수경 : (큰 소리로) 재원아, 이거 부서졌어. 기름 넣는 거...
재원 : (수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내가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수경 : (지선이를 가리키며) 지선이가 부쉈어.
재원 : (부서진 블록을 끼우며 호통을 치듯이) 이거 부시고! 이거 얼마나 힘들게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만 2세반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171

만들었는지 알아?
재원이는 블록을 계속 끼우고 수경이는 앞에 있는 긴 레고블록을 지선이에게 내민다.
수경 : 지선아, 여기있어. 이거 받아.
지선이는 수경이가 주는 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다른 블록을 수경이에게 내민다. 재원
이는 계속 긴 블록을 끼운다.

(아름반, 2006/9/19)

위의 사례에서 재원이는 수경이와 주유소 놀이를 하기 전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싶었
다. 그러나 다른 영아가 먼저 퍼즐을 맞추고 있자 수경이와 주유소 놀이를 먼저 했었으나
주유소 놀이를 하다가 퍼즐 맞추는 것이 다시 생각났는지 수경이에게 자신의 블록을 맡기
고 탐색영역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모습은 아름반 영아들 뿐 아니라 슬기반 영아들에게서
도 관찰되었는데, 주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한 영아에게 자신의 놀이감을
지켜달라고 말하였다. 이 날 재원이는 수경이에게 자신이 만든 주유기를 갖고 있어 달라
고 부탁하고 탐색영역으로 이동했고 정현이는 퍼즐을 하고 싶어하는 재원이에게 놀이감
을 빌려 주었다. 그러다 수경이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재원이는 수경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했으며 문제를 일으킨 지선이에게 호통을 치듯 말했다. 또 수경이는 지선
이에게 다른 블록을 대신 주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지선이 역시 수경이의
행동에 고마움을 느꼈는지 자발적으로 수경이에게 놀이감을 나누어 주었다.
지선이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영아들에 비해 미숙한 편이어서 평소 다
른 영아들과도 충돌이 자주 일어났었다. 재원이와 수경이도 지선이와 이러한 충돌 상황을
자주 경험하였으며 이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욕구 충돌 상황이 발생하자 수경이와 재원이는 지선이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 준 뒤 지선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감을 자발적으로 빌려주었고 지선이 역시 또
래와 이러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욕구 표현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렇게 영아들은 내적 동기로 인해 또래에게 놀이감을 나눠줄 뿐 아니
라 또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또래에게 “선물이야”라고 말하
며 건내주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블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평
소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감이 무엇인지 알아두었다가 그 놀이감을 발견하면 그 영아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영아들은 또래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서 기쁨을 느끼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통
한 상호작용을 하였다. 또한 영아들의 친사회적인 모습은 또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
황을 포착해서 또래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다음은 영아가 또래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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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이는 극화영역에서 음식을 먹는 흉내를 낸다. 옆에서 지민이가 참외 음식모형을
찾으려고 바구니를 뒤졌으나 찾지 못한다. 그러자 수경이가 음식 모형이 담긴 바구니
쪽으로 가서 바구니를 뒤져 참외를 찾아준다. 음식 모형을 받아 든 지민이는 음식 모
형을 그릇 안에 넣고 먹는 흉내를 낸다.

(아름반, 2003/7/28)
은경이는 정육면체 우레탄 블록 위에 앉아 있다. 찬희가 은경이 옆으로 다가와 정육
면체 우레탄 블록 3개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린다. 은경이는 “차히야(찬희야),
높아”라고 말하며 안 된다는 의미로 손을 올려 흔들면서 “오세요～”라고 한다. 찬희는
잠깐 엎드려 있다 옆에 우레탄 블록을 쌓아 넓게 만든 후 다시 엎드린다. 은경이는 찬
희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슬기반, 2006/7/3)

이렇게 영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영아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또래의 감정
및 정서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였다. 특히 또래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
출하면 더욱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또래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에 대한 사례이다.
정리시간이 되어 종국이와 재원이가 벽돌블록을 정리하고 있다. 재원이는 블록을 정
리한 후 표현영역에 있는 모형 마이크를 꺼내 우레탄 블록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또래 영아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간식 책상으로 이동한다. 정수는 울
먹이는 목소리로 “마이크, 마이크...”라고 말한다. 그러자 재원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검정색 마이크를 정수에게 말없이 내민 후 간식책상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마이크를 꺼내 종국이와 함게 노래를 부른다. 정수는 검정색 마이크를 들
고 재원이와 종국이를 보고 있다.

(아름반, 2006/7/7)

이 날 정수는 엄마와 헤어질 때 힘들어하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평소 검정색 모형
마이크를 좋아했던 정수는 마이크를 통해서 좋지 않은 기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다
정리 시간이 되어 자동차 놀이를 못했던 것이 기억났는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동차를 가
지고 놀았는데 다시 마이크 생각이 나서 찾았던 것이다. 영아들은 평소 자신의 좋지 않은
기분에 대해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 애착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수는 마이크
가 애착물이라 할 만큼 언제나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좋아하는 놀이감으로, 기
분이 좋지 않을 경우 마이크를 들고 있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정수가 찾는 검
정색 마이크가 보이지 않자 정수는 울면서 마이크를 찾았고 정수가 우는 것이 검정색 마
이크 때문임을 알아챈 재원이는 말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이크를 정수에게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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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영아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조망수용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타인의 부
정적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영아의 애정과 관심이 나타나는 모습
이다.
아직 사회적 경험이 적은 만 2세 학급 영아들이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관계
를 경험하면서 내면적 동기에 의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친사회
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 유아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 학급 영아들의 실내 자유놀이 시간 동안 나타나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반 영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영아들은 급격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전에는
주로 혼자서 단순한 상징놀이를 하다가 점차 또래와 함께하는 상상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놀이 수준 역시 단독놀이나 병행놀이와 함께 또래와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나
타나는 연합놀이 형태의 놀이수준으로 도약하며 또래와의 놀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
략들을 사용하였다. 영아들은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이들의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
또래가 좋아하는 놀이 및 놀이감을 제안하는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래와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함으로써 또래와 공감대를 형성해 또래의 놀이에 참여하기 위한 상
호작용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또래와 계속해서 놀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 2세반 영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들이 관찰된 것은 어린
유아들이 또래와 상호작용 할 때 상대의 관심 체크하기, 현재의 놀이 주제에 매력적인 변
화를 시도하기,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보완하기와 같은 전략들을 포함한다고 한
Ross, Lollis와 Elliott(198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영아들은 또래와
의 놀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사
소통 뿐 아니라 갈등협상과 해결 등의 과정을 겪으며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였다. 또래와
의 놀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작용 전략들은 충분한 놀이
참여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아반 일과 중에 충분한 놀이 시간의
배정과 사회적인 놀이를 격려하는 충분한 놀이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개입은 영유아기의 사회성 발달과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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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이므로(Bae, 2002), 영아반 교사는 놀이시간에 이루어지는 영아들의 또래 간 상
호작용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래와의 놀이 유
지에 필요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혼자놀이를 하는 영아들과 또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배척되는 영아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아들에게
는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들은 언어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재미있
는 말놀이를 즐기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말놀이는 말의 소리, 운율, 반복, 속도, 변형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단순히 재미있는 말을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또래가 한 말을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말로 변형하는 창의적인 말놀이도 즐겼다. 이 때
영아들은 주로 된소리의 말에 흥미를 많이 보였으며, 이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말놀이는 영아가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표상하며 언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체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말놀이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필요한 경험을 제
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Chukovsky, 1968; 이차숙, 노명완, 1994에서 재인용). 본 연
구에 참여한 영아들에게서 말의 소리에 초점을 두고 즐기는 말놀이가 많이 나타난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의 형태보다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Van Kleeck(198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들
이 반복적으로 말놀이를 즐기는 것은 소리 자체가 주는 재미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러
한 말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신들만 공유할 수 있는 소리를 창조함으로써 특정 또래집단 속
에서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는 영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그 소리들이 또래 영아 집단에서 공유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주의깊게
살펴봄으로써 영아기의 또래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영아들의 상상놀이에는 상상놀이-현실상황-다시 상상놀이로의 전이가 빠르게 나
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영아들은 상상놀이를 할 때 평소의 행동이나 목소리와 다르게 변
형해서 표현을 하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금방 현실 상황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전 상상놀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호작용을 했다. 이것은 성인의 연극과 달리 영
ㆍ유아의 상상놀이는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매일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래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며 놀이하기 위해 영ㆍ유아
는 놀이 상황과 대상에 적절한 행동이나 말의 방식을 느낌으로 알아야 하며 이에 적절한
맥락의존적인 말을 함으로써 놀이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때문인데(김춘화, 2005), 이러한
맥락의존적인 말을 유아기 이전부터 또래와의 놀이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놀이의 여러 상황, 행동, 사물 등을 놀이 상대에게 이해시
키고 설명해주기 위한 상위의사소통(이숙재, 2004)이 만 2세 학급의 영아들에게서도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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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 결과 영아들은 또래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이 점차 확립되면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발달 특성으로 인
해 또래에게 자신이 잘 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등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
자랑하는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에도 또래 및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래와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영아의 인격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를 미치는 중요한 상호작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또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부분
적인 도움만 받고 최대한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자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사는 성
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영아기의 특성을 이해하
여 개별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좌절감 보다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영아들의 자율성과 성취감을
격려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영아들의 욕구를 부모들이 잘 이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영아들은 또래와의 욕구 충돌 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만 2세 학급 영아들은 발달 특성상 타인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사
고와 욕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또래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권경숙, 2002).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도 자신의 소유물과 영역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며 상대방의 소유물과 영역 등을 빼앗기도 하여, 놀이감과 놀
이영역 등에 대한 서로의 욕구가 부딪치며 이로 인한 충돌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욕구
충돌은 또래와의 물리적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 때 교사의 개입으로 중재, 협
상, 양보 등의 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점차 문제 상황 발생 시 또래에게 언어적 상호작
용을 통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영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
다. 따라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주려고 하기보다 영아
들이 겪는 욕구충돌의 원인 및 전개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대방 영아의 생각
이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이나 중재 또는 양보와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영아들은 또래 영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면서 또래에게 자신
의 놀이감을 나눠주거나 또래의 감정을 이해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아가 직접 도움을
주는 등 만 2세 학급의 영아들에게도 친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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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자발적 행동
(Bar-Tal, 1976)으로 이러한 타인의 욕구를 알아내는 능력이 영아기에 나타나기는 어렵다
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Honig, 1982). 그러나 본 연구결과 만 2세 학급의 영아들도 또래
의 감정을 지각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감정에 대한 지각
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욕구를 알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였다. 친사회
적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함으로써 이타적으로 되어가고(박승순, 2004)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학령기 아동의
안정되고 유능한 또래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므로(최혜영, 2004) 영아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교사가 더욱 민감하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학급에 재원 중인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추
후에는 영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과 경
험의 축적에 따른 변화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영아에서 유아기로 발달해가는
과도기적 상호작용 특징들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만 2
세 영아들에게서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특성들 중에 다른 연령의 유아들에게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는 특성과 만 2세 영아들에게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영유아기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유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
는데, 교사의 개입이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역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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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thnographic Inquiry of Peer Interactions
among Two-year-olds in a Childcare Center
Seo, Hye-jung
Bae, Ji-h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eer interactions among
2-year-old infants in a daycare cente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 two-year-old
infants in two different classes at a daycare center located in Seoul.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12 weeks from July to September, 2006. The infants were observed four times
a week while they were engaged in indoor free play.
The infants used various strategies to maintain on-going play with their peers. They also
enjoyed word plays that integrated multiple language components such as rhythm, speed,
and sound repetition. While the infant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they often moved back
and forth between imaginary play situations and reality. In addition, the infants made efforts
to gain recognition about their strengths from their peers. Conflicts among the infants
occurred surrounding toys and play areas. They relied on their teachers or physical
strategies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s, but gradually learned to behave in a more
positive manner through verbal interactions. This study found various types of prosocial
interactions among the infants.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teachers of young children are
discussed in d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