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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와 또래 적응의 관계가 어떠한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유아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여, 유아의 또래 적
응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116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7
월까지 실시되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 또래 적응에 대한 평정은 교사 보고로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내
적 합치도, 각 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
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 각각은 유아의 또래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유아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 적응
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이었으며, 두 번
째 변인은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 그리고 세 번째 변인은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내적 특성인 소속감과 유능감에 대한 자아존중감
과 정서조절능력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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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현대사회에서 유아는 이른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
와 관계를 맺게 된다.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일의 일과를 통해 또래와 정기적
으로 만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기는 신체적 성장 및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사
회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기에 또래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과업이라 볼 수 있다
(Bohlin, Hagekull, & Rydell, 2000).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며,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방해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박주희, 2001; Campbell & Cluss, 1983).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또
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는 이후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Hendrick & Weissman, 2010). 적응이란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고 조절해
가는 과정으로(Bronfenbrenner, 1979),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은 놀이
할 친구를 찾아 함께 잘 놀이하며, 적절하게 참여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다(Jewsuwan, Luster, & Kostelink, 1993).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하는데 있어 또래와의 적응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가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낄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즐겁게 지내
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보인다(Bukowski & Hoza, 1989).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또래 적응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에서 유아의 또래 적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유아의 또래 적응은 다른 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요
인이 모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유아의 성(김상림, 2012; 박영아, 2013;
임말자, 최경순, 2003), 기질(김상림, 2012, 이영숙, 서소정, 2006), 자아존중감(김현진,
2014; 임성은, 2004; 정미라, 박희숙, 2010), 정서조절능력(강세미, 엄정애, 2007; 김지
은,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이지민, 김현수, 2015)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
행동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가치있다고 느끼고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는다
고 느끼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
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81).
유아의 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부분으로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가지는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81). 즉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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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관찰 및 해석과 사회적 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 획득해가는 자아에 대
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평가적 신념으로 개인의 심리,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Wylie, 1989). 유아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이므로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공의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야 한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
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므로 또래관계도 원만하며 사회적 상
호작용도 원활하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
회적 상호작용도 원만하지 않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능력을 형성하는데 어려
움을 겪는다(김상림 외, 2017). 이와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적응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나, 자아존중감의 어떤 하위요인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김현진, 2014; 임성은,
2004; 정미라, 박희숙, 2010).
또한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의 조절적 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Eisenberg et al., 1997). 유아의 내적 특성인 정
서조절능력은 정서적인 각성 상태를 조절하고 유지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Davis, 1996).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감정 이입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
는 것은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미경과 권연희(2014)
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으
로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이 또래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 놀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
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가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자
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조화로운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조
절능력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여지는 또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강세미, 엄정애, 2007; 김지은,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이지민, 김현수,
2015).
한편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 중
하나로 유아-교사 친밀 관계를 들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연령이 하향화되
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사와의 관계는 유아의 유
아교육기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는 유아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언어적 인지적 학습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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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주며, 보호와 사회화 역할을 통해 유아가 가족구성원 외의 성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roufe, 1983). 유아-교사 친밀 관계는 관계가 따뜻하고 온정적이며, 애정표현을 주
고 받으며, 서로를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을 공유하며 지지
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Piante, 2001). 유아와 교사의 친밀한 관계는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이예진, 2014; Birch & Ladd, 1997; Brock & Curby, 2014), Birch와
Ladd(1997)는 유아-교사 친밀감 수준을 애정과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하고, 유아
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유아는 교사와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바
탕으로 유아교육기관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와 유아간의 친밀한 관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정서적 지지
및 안정감과 같은 지지원의 기능을 한다(Birch & Ladd, 1997).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
아와 교사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며(박지선, 2000; 이선애, 현은자,
2010; 이예진, 2014; 이진숙, 2001; Brock & Curby, 2014), 유아-교사 친밀 관계는 유
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집단에게 수용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김상림, 2012; 박영아, 2013; Kurdek & Krile, 1982).
유아가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잘 적응하
는지 여부가 유아의 심리적 건강과 이후의 성공적인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Hendrick & Weissman, 2010),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관
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있어서 유아의 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
력과과 환경적 특성인 교사-유아 친밀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
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
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가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보아서 유아의 또래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
관에서 또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를 도와주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 교
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는 유
아의 또래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유
아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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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5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과
업인 시기이기 때문이다(Bohlin, Hagekull, & Rydell, 2000; Coie, Dodge, &
Kupersmidt, 1990). 연구 대상 유아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
구 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55명(47.4%), 여아 61명(52.6%)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3세 47명(남아 22명, 여아 25명), 4세 48명(남아 24명, 여아 24명), 5세
21명(남아 9명, 여아 12명)으로 3세는 40.5%, 4세 41.3%, 5세 18.2%로 4세가 가장 많
았다.
<표 1> 연구 대상 특성
3세
4세
5세
전체

남아
22
24
9
55

여아
25
24
12
61

전체
47
48
21
116

2. 연구도구
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의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aire(PAS) 척도를 김혜수(201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집단 상황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측정하
는 도구로 교사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또래 적응’ 하위 영역 6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의 또래 적응은 같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래 간에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래 적응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친구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한다’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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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
서 또래와 잘 어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 적응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는 .90으로 나타났다.
나.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현국과 이미숙(2006)이 개발한 교사용 유
아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평정 질문지로 유능감(11문항),
소속감(9문항), 가치감(6문항), 통제감(5문항)의 총 4개의 하위 영역 3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유능감은 과제 및 목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
하려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소속감은 유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
들과 유아가 속한 환경 속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치감은 한 개인이 사회적 환경 안에
서 상호작용을 통해 반영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통제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 정서, 행동을 조절
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유능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이며, 소속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다른 사람이 자신를 좋아한다고 말
한다’ 이다. 그리고 가치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
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며, 통제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일부 문항
을 역채점하여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유능감은 11점～55점, 소속감은 9점～45점, 가치감은 6점～30점, 통제
감은 5점～25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는 유능감이 .92, 소속감
이 .94, 가치감이 .79, 통제감이 .78로 나타났다.
능력

다.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회(1999)의 교사용 정서 지능 평정도
구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
력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충동 특히 분노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교사 평정 질문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
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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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는 .92로 나타났다.
밀 관계

라. 유아-교사 친

유아-교사 친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ianta(2001)의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STR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의 관찰을 토대로 평정
되는 교사 보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교사 친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온정
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친밀감’ 하위 영역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친밀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는 ‘나는 이 유아와 애정적이고 온화한 관계를 유지한다’ 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2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와 교사와 관계에서 친
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는 .88로 나타났
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측정 도구의 내용을 교사가 잘 이해하는지의 여부와 소요
시간을 알아 보기 위해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가
측정 도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교사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
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또래적응 질문지의 측정에 소요한 시간은 15～20분이었다.
본 조사는 2015년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 4
곳과 유치원 1곳, 총 유아교육기관 5곳을 유의 표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
게 연구의 안내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부모가 연구에 동의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학급의 주교사들에게 질문지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을 주
지시킨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17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51부가 회수되
어 88.1%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35부를 제
외하고 1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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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넷째,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를 포함하여 중다휘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

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
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서 평균 점수는
20.4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3.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점 척도인 3점의 ‘대체로 그렇다’와 4점인 ‘많이 그렇다’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본 연구 대상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은 보통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적응
유능감
자아
소속감
존중감
가치감
통제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

남아(n=55)
20.61(4.77)
39.26(7.94)
30.30(7.02)
24.83(3.86)
17.27(3.05)
37.15(8.70)
46.03(6.77)

여아(n=61)
20.23(4.85)
38.80(7.12)
31.00(7.36)
24.26(4.10)
17.35(3.15)
40.07(7.56)
48.45(5.81)

전체(N=116)
20.41(4.79)
39.02(7.49)
30.66(7.18)
24.53(3.98)
17.31(3.09)
38.64(8.23)
47.30(6.37)

한편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유능감이 39.02점, 소속감은 30.66점,
가치감은 24.53점, 통제감은 17.31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
로 나타내면, 유능감이 3.56점, 소속감은 3.40점, 가치감은 4.13점, 통제감은 3.46점으
로 나타났다. 유아의 가치감은 높은 수준이며, 유능감, 소속감, 통제감은 중간보다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평균 점수는 38.6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점 척도의 문
항 평균으로 전환하면 3.86점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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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아-교사 친밀 관계의 평균 점수는 47.3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점 척도
의 문항 평균으로 전환하면 3.94점으로 유아와 교사의 친밀 관계는 중간보다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능

절

밀

력, 유아-교사 친

또래 응
적

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

관계와의 관계

종속 변인인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과 독립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
감의 하위 요인인 유능감(r= .401, p<.001), 소속감(r= .696, p<.001), 가치감(r= .507,
p<.001), 통제감(r= .301, p<.01)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가 과제 및 목표 해결을 위한 유능감을 가질수록,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유아가 자신에 대해 가치감을 가질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
감을 느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와
또래 적응의 상관관계
(N=116)
1
2
3
4
5
6
7

1
1.000
.188*
.500***
.362***
.230*
.332***
.401***

2

1.000
.438***
.253**
.650***
.373***
.696***

3

4

5

6

1.000
.261** 1.000
.389*** .258** 1.000
.248** .226* .377*** 1.000
.507*** .301** .418*** .282**

7

1.000

*p < .05. **p < .01. ***p < .001.
1. 유능감, 2. 소속감, 3. 가치감, 4. 통제감, 5. 정서조절능력, 6. 유아-교사 관계, 7.
또래적응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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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418, p<.001). 즉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
으며 충동 특히 분노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 친밀 관계와 유아의 또래 적응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282, p<.01). 즉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
할수록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능

서조절

밀

력, 유아-교사 친

또래 응
적

에 대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

관계의 영향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과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또
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설
명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단계로 독립 변인간의 다
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중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과 ‘가치감’의 상관이 r=
.500(p<.001)이며,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상관이 r=
.650(p<.001)로 다소 높았으나, r=.700 이하까지는 중다회귀분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기초하여(Hair, Anderson, & Black, 2009), 위의 변인들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91로
2에 근접하고 있었고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유아
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
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를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대한 투입된 독립 변
인들의 설명력은 58%였다(p<.001). 이 중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하위요인인 소속감
(β= .73, p<.001), 유능감(β= .25, p<.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수록,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가질수록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0, p<.05). 즉 유아가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분노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또
래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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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유아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116)
변인
Β
β
t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R2
F
*p < .05. **p < .01. ***p < .001.

.16
.50
.18
.04
.12
.03

.25**
.73***
.15
.03
.20*
.04
.58
23.70***

3.03
7.59
1.83
.37
2.19
.56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
계가 유아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아서 유아의 또래 적응에 대
한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모두 유아교육
기관에서 또래 적응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인지 능력 자아와 유아교육기관
에서 또래 적응간의 정적인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김현진, 2014; 정미라, 박희숙,
2010), 신체 능력 자아와 또래 수용 자아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과 정적인 상
관을 보고한 임성은(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유아가
과제 및 목표 해결을 위한 유능감을 가질수록,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수
록, 자신에 대해 가치감을 가질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감을 느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간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는 유아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를 수용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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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과 격려를 하여야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이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강세미, 엄정애, 2007; 김지은,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즉 유아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정서
조절능력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간 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유아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연스
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유아-교사 친밀 관계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와 교사가 친밀할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수록 유아
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김상림, 2012; 박
영아, 2013; 안선희, 2002; Birch & Ladd, 1997). 유아-교사 관계는 유아 행동의 모델
이 되며, 교사와의 친밀함, 정서적인 안정감은 또래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기초
가 된다(조수연, 1999). 의미 있는 대상인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는 유아로 하여금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며, 유아와 교사의 관
계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용한 사회적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가지게 되므로 또래와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
서 또래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소속감이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소속감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지게 되는 소속감이
유아의 또래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유
아는 또래와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관계를 오랜 시간 유
지해야 하여야 하는데, 유아가 가지게 되는 소속감은 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충분히 수용하여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
다.
유아의 유능감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자신이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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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평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Curry
& Johnson, 1990).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장점을 발견하여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며, 유아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놀이나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잘 해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유능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
한 유아의 유능감 향상은 또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분노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높
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부정적인 감
정이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절히 표
현하는 능력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 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 유능성이 높고, 자신이 속한 집
단에서 소속감을 가지며 유아교육기관 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김지은,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Hubbard & Coie,
1994). 즉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며 조
절하는 능력을 가진 유아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한편 유아-교사 친밀 관계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대
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교사 친밀 관계가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김상림,
2012; 박영아, 2013; 신유림, 윤수정, 2009).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유아-교사
친밀 관계 외에 함께 투입된 독립변인이 성별, 기질과 같은 개인변인, 사회적 자아개
념, 또래유능성 등으로 본 연구에서 투입된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과 다른 변인이
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연구 결과의 축적이 요구되며, 추후 누적되는
연구를 통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5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후에
는 아동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서 조절 능력, 유
아-교사 친밀 관계, 또래적응을 모두 교사 평정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교사가 같
은 연령의 여러 유아를 동시에 비교하여 관찰하여 유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교사 평정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특성을 측정하기에 신뢰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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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만(Ollendick, Oswald, & Francis, 1989), 모든 변인을 교사가 평정하여 동일
한 평정자의 편견이나 특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변인 상호간에 공유된 변량이 존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교사는 이들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로운 평정자이
긴 하나 평정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의 자아존중감,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할 때 아동 면접, 부모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
적 측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적응
에 있어서 유아의 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 주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또래 적응을 도와주기 위
해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 프로
그램의 효과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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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on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Han, JunAh(Suwon Science College)
Kim, JiHyun(Hanyang Cyber University)
Cho, YoonJoo(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with preschool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on preschooler's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The participants were
116 preschool children from four day care center and one kindergarten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2nd to July 3rd, 2016. Teachers
completed rating scales to measure preschool children’s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and preschool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2)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preschool children’s
self-esteem of belonging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were found to be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peer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Key words: child care center, preschool children’s peer adjustment,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intimacy in children-teach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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