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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만 4, 5세 유아의 연령, 자아존중감 및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유치원
만 4세 유아 121명, 만 5세 유아 110명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현국, 이미
숙(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모자애착을 파악하기 위해 모자화분석을 하였으며, 유아의 또
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번안한 교사용 또래 유능성 평가척도를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유
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
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 통제감, 가치감, 연령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모자애착을 형성하는 유아의 초기 사회적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어머니-유아 간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중요하
고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활동을 실천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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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 후 점차 넓은 사회적 집단과 관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
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이타성 등의 사회정서영역의 여러 기
술들과 더불어 유아의 성격형성 및 사회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기술로써, 사
회에 유능한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며 동시에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
이다(우수경, 2002; 이진숙, 한지현, 2006). Asher, Renshaw와 Hymel(1982)은 또래 유능성을 또
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또래를
사귀고 또래관계를 시작, 유지, 발전시켜가며 때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으
로 보았다. 이것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손승희, 이은해,
2004; Howes, 1987) 사회적 관계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또래 유능성은 여러 유아와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는 사교
성과 친구들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 친구를 주도적으로 이끌
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주도성, 세 요소를 포함하게 되며, 나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 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

달성하는 능력이 또래 유능성임을 주장하였다(정재윤 김광웅, 2002).
단현국(2004)은 유아기 발달 과제 중의 하나로 또래 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능동적
으로 참여하여 또래와 만족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래는 나이, 성, 학년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동년배를 의미하며, 정신적 발달이나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

․

는 대상이다(유효순 이영자, 1986). 또래집단은 유아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유아는 또래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초의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는 유아가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좋은 인간관계
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쌓게 되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유아의 사회화의 기초는
바로 또래 관계 형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이진희, 2011).
최근 들어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보육료 지원,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유아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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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어린 시기부터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영향도 더욱더 많이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아의 초기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연령, 모자화 분석을 통한 유아의 초기 애착형성
정도를 살펴보고 애착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 유능성 간에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영유아기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과 더불어 유아가 인지하고 있는
애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애착

영아기에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은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
격형성의 초석이 된다. Aksan, Kochanska & Ottmann(2006)은 애착을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
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 즉 ‘정서적 유대관계’
라 하였으며, Bowlby(1958)는 특정인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로, 안정감을 갖는 특성이 있고
능동적, 애정적, 상호작용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애착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유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관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
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간의 초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서 살펴본 애착이 강조되고
있는데, Ainsworth(1979)는 유아와 양육자간에 나타나는 관계의 질, 즉 애착이 유아의 사회생
활능력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애착
의 대상이 반응적이고 항상 가깝게 접근 할 수 있었던 애착관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가정 외의 사회관계 형성에도 자신감을 갖는다(홍순정 외, 2010). 애착을 통해 유아는 자
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자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검사도구는 모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
으로서, 언어적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유아에게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
다.
모자화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Gillespie(1994)의 연구 발표에 의해 알려졌는데, 모자화에
그려진 어머니상과 아이상에 그린 사람 본인과 대상과의 관계가 투사된다는 가정을 배경으

馬場史津, 2012). 이를 통해 그림에 투사된 어머니상과 아이상의 교류에서 내담자

로 한다(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으로 현실의 양자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주원, 2013). 그 외 일본의

山田(야마다, 1993; 조주원, 2013 재인용)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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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와 어머니의 관계’라는 이미지화 그림연구가 있었으며, 그 후 2001년 12월에 마츠시
타와 이시카와가 Gillespie(1994)의 저서를 일본에서 번역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그림 도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와 모자화 반응특
성과의 관계(조주원,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모
자화 반응특성(조병삼, 최외선, 2013), 정상산모와 산후 우울산모의 모아애착 및 모자화의
특성(김선현, 김현숙, 2012) 등이 보고되었다.
유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자화를 활용하는 것, 다시 말
해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은 유아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시각화시켜줄 수 있고, 비교적
검사가 쉽고 재미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유아는 정확한 언어를 통한 어려움에
제한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림을 통하여 유아의 감정 및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모
자화는 연구 척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검사 지표는 성인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유아가 인식하는 애착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새로운 검사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아직 미숙한 표현 기술을 고려한 유아에게 맞
는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맞는 판단기준에 따
라 모자애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박찬옥, 서동미, 엄은나, 2010).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도영숙, 2008). 자아존중감
이 긍정적으로 확립된 유아는 성공적인 초기 사회관계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부모와의 애
착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
와 교사와의 애착도 높고(김경화, 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김세
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대개 정적관계를 보이며, 학교생활적응, 분
노조절, 외로움, 이타성과 같은 사회성 발달, 학업성취, 의사소통, 문해능력 등의 인지발달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숙, 2002; 박향연, 2005; 심수정, 2003; 이보영,
이정수, 2007; 전윤경, 2012).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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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는데 유능감이란 과제와 목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는 정도이다. 소속감이란 유아가 속한 환경 속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고 가치감은 유아가 주변 사회
적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반영된 자기를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이며 마지막으로 통
제감이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단현국, 이미숙, 2006).

3. 연령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연령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로 자기조절력과 유아의 연령에
대한 연구, 문제행동과 연령과의 관계를 본 연구 등이 있는데 Kopp(1982)은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 조절력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고현과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만4세, 5세, 3세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 증가
로 인하여 발달하는 유아의 능력, 경험의 질 등이 달라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연령에 따
라 다를 것이라고 보아 연령과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특히 연령과 애착, 자아 존중감,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들과 연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4. 또래 유능성

또래관계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회 정서적 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Bagwell, Newcomb&bukowsi, 1998),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성공한
유아들은 대체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며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해결력이
증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반면(Cole, Dodge,&Kupersmidt, 1990) 그 반대의 유아
는 성장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는 연구들이 제기되어 왔다(남소현, 김영희, 2000).
박주희와 이은해(2001)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을
제시하였는데, 주도성은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고 친사회성이란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
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사교성이란 다른 유아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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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기가 많고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고 싶어하고 친구가 많으며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
는 것을 말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하여 연령차, 형제, 출생순위, 성차, 부모의 양육태도(기현주, 김
희진, 2004; 박주희, 2000; 임연진, 2002; 위영희, 2004; 허애수, 2003), 어머니의 정서 표현,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과 기질(문혁준, 2000; 이양순, 2005; 이지현, 2007; 임연진, 2002), 어머
니와 또래 관계(박두미, 2005; 박주희 이은해, 2001; 손승희, 2002; 허애수, 2003; Cohn, 1990)
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유아의 연령이나
모자애착,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유아의 사회적 경험과 지지의 대부분은 어머니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고(임희경, 2008)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은 대부분 몇몇 변인들과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 및 정서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어
또래 유능성과의 관련성을 다룬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주 양
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일반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므로 유아의 또
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관계성 및 영향력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의 연령, 애착, 자아존중감이 또래
유능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각 하위변인별로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토함으로써 어머
니와 유아의 관련 변인 간에 상호관련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모자화 분석에서 나타난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은 어떠한가?
2.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아의 연령, 자아존중감, 모자애착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연령, 자아존중감, 모자애착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유치원 2곳의 만 4, 5세 유아 231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
으며, 본 연구 참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기관장과 교사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고 학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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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남
여
계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만 4세
만 5세

계N(%)

59

55

114(49.4)

62

55

117(50.6)

121(52.4)

110(47.6)

231(100.0)

N(%)

연구대상은 만 4세는 121명(52.4%)으로 그 중 남아는 59명, 여아는 62명이었으며 만 5세
는 110명(47.6%)로 그 중 남아는 55명, 여아 역시 55명이었다.

2. 연구도구

가. 모자화 분석: 모자애착 분석
본 연구에서 모자애착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인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를 최혜영(2008)이 국내 유아 대
상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기초로 하여 모자애착 판단 지표로
써 모자화분석화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A시의 유치원 3곳의 만 3세 유아 61명,
4세 유아 242명, 5세 유아 123명, 서울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66명의 모자화를 미술치
료 전문가 2인 및 유아교육과 교수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검토받아 이 중 전문가
간의 일치하지 않는 10개의 모자화를 제외한 나머지 482명의 모자화를 토대로 모자애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엄마와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도록 하고, 그
림에 나타난 행동과 언어적 설명을 바탕으로 채점을 하였다. 검사자는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유아에게 “네가 어려서 걸을 수 없었을 때에 엄마와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
는지 그림으로 그려볼까?”라고 질문하고 유아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소요 시간은
각각 유아마다 다르며 짧게는 5분에서 최대 15분정도 소요되었다. 만3세의 경우 그리기로
써 엄마와 자신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 어려운 유아가 많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만3세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Gillespie(1994)는 모자상과 애착을 나타내는 지표로 형태, 신체접촉, 표정, 눈맞춤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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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바바사쯔는 모자화 그림양식에 포함된 표정, 신체접촉, 눈맞춤의 조합을 통하여 표
현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하여 출현빈도와 종래의 그림 해석 가설, 대상관계로부
터의 의미 부여 등을 기준으로 서열척도를 통해 수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llespie(1994)
의 기준을 바탕으로 형태를 ‘나와 엄마의 존재’, ‘신체접촉’으로 구분하였으며, 단 ‘표정과
눈맞춤’은 상호작용으로 재해석하였으며, 3가지 형태의 합을 1점에서 5점까지 척도화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간의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들은 인물화를 그릴 때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물의 신체를 생략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이 그린 그림에서 엄마나 아
이의 신체부위 생략 정도가 중요한 심리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유아들은 인물의 신체표현
을 의도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유아
의 그림에서 신체 일부분의 생략 여부 보다는 대상 자체를 그렸는지 또는 생략하였는지가
유아의 심리적 표현으로 본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상의 존재 유무를 점수화하였다. ‘엄마와
내가 놀이하는 것을 그려보라는’ 지시에 엄마나 나를 제외하다는 것은 검사에서 강력한 회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마나 나의 부재에는 1점을, 엄마와 나를 그린 아이에게
는 2점을 부여했다. ‘표정과 눈맞춤’은 상호작용으로 분석하였다. 유아들은 인물의 얼굴표정
표현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발달단계상 한계가 있으므로 ‘표정과 눈맞춤’ 대신 상호작용으
로 재해석하였다.
채점 과정 중 업어주기, 손잡기 등의 경우 신체접촉이 있으나 손잡기의 경우 신체접촉의
정도가 다르다. 손잡기, 업어주기의 경우 안아주기나 목마 태워주기와 같은 친밀한 신체접
촉이 아니며, 유모차 태워주기, 업어주기는 이동을 위한 신체접촉일 수도 있으므로 4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자화의 채점 지표는 <표 2-1>과 같다.

<표 2-1> 모자화 분석을 통한 모자애착
애착유형
모자화 특성
상호작용과 강한 신체접촉
안아주기, 목마 태워주기
상호작용과 약한 신체접촉
손잡기, 재워주기, 업어주기, 유모차 태워주기
상호작용 있으나 신체접촉 없음
엄마와 거리가 멀거나 블록 등의 장애물 있음
상호작용과 신체접촉 모두 없음
서있기, 기다리기, 텔레비전보기, 동생보기
나, 혹은 엄마의 부재
엄마가 존재하지 않음

점수
5
4
3
2
1

또한 모자화 분석의 점수 기준은 모자화에 보여지는 엄마와 나의 존재 유무, 신체접촉
정도, 상호작용 유무로 기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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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나의 존재
신체접촉
상호작용

<표 2-2> 모자화 분석의 점수 기준
표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강한 신체접촉
약한 신체접촉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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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
1
2
1
0
1
0

나. 유아의 또래 유능성 척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 이은해(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면접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취학 전 유아의 또래 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세 가지 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하위 요인은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며, 사교성은 또래 집
단에 잘 수용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또한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
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뜻한다.
또래 유능성 척도는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박주희, 이은해(2001)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는 .92였다. 본 도구는 유아
를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체크하였으며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하위요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전체

<표 3> 또래 유능성 척도의 구성, 문항 후 및 신뢰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5

3, 6, 9, 12, 15

.89

5

2, 5, 8, 11, 14

.85

5

1, 4, 7, 10, 13

.86

1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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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단현국, 이미숙(2006)이 개발한 척도를 국소영(2013)
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5점 평정척도로 ‘전혀 아
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단현국, 이미숙(2006)의 연구에서
는 .95, 국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유능감 .895, 소속감 .928, 가치감 .778, 통제감 .681, 자아
존중감 전체 .924였다. 본 도구는 유아를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체크하였으며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 문항 후 및 신뢰도
문항 수
문항번호

하위요인
유능감
11
소속감
9
가치감
6
통제감
5
전체
*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신뢰도

1, 2, 3, 4, 5, 6, 7, 8, 9, 10, 11

.9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8

21, 22, 23, 24, 25, 26

.78

*

*

*

*

*

27 , 28 , 29 , 30 , 31
31

.72
.92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모자화 분석을 통한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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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과

1. 모자화 분석을 통한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

유아의 모자화 분석을 통해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을 알아본 결과 ‘상호작용 있음’
유형이 가장 많았고(N=95, 41.2%) 뒤이어 ‘신체접촉만 있는 유형’(N=57, 24.6%), ‘신체접촉
및 상호작용이 모두 있는 유형’(N=32, 14.2%), ‘신체접촉 및 상호작용이 모두 없는 유
형’(N=31 13.7%) 이었으며 ‘엄마 혹은 나의 부재’(N=16, 7.3%)가 가장 적었다. 또래 유능성
과 모자화의 채점 지표에 따른 유아의 모자화의 예제는 <표 5>와 같다.

점수

1

2

3

<표 5> 모자화의 채점 지표에 따른 유아의 모자화 예제
분석기준
예제 1
예제 2
인물의
부재
(나, 엄마)

상호작용
및
신체접촉
없음

상호작용
있으나
장애물있음

엄마는 외출중이라고 하여 어린 자신의 모
습만 그린 그림

엄마는 외출중이고 혼자서 집을 보는 자신
의 모습을 그린 그림

자고 있는 나를 두고 외출준비를 하는 엄
마를 그린 그림

나를 재워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엄마를 그린 그림

돌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지만 엄마
와 나 사이엔 거리가 멀고 장애물들이 있
다

엄마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지만 블록을 높
이 쌓아 엄마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모습
을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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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있음

4

아빠를 기다리며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
는 모습을 그린 그림

엄마는 나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 주는
그림

엄마가 나를 어부바 해주고 있는 그림

엄마가 잘자라고 자장가 부르면서 안아주
는 그림

상호작용 있음,
신체접촉 있음

5

2.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N=231

<표 6>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구분

연령

연령
모자애착
유능감
소속감
자아 가치감
존중감
통제감
전체
사교성
또래 친사회성
유능성 주도성
전체
*

p<.05,

**

p<.01,

***

자아존중감
또래 유능성
모자
친사
애착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전체 사교성
회성 주도성 전체

1
.03

1

.23***

.12

***

*

.46***

-.00

***

.36***

1

***

.77***

.47***

***

***

***

.72***

1

**

.26***

.46***

***

***

***

.27

***

.28

***

.49

***

.32

-.05

.14

.03
.11
**

.18

1

.38
.45
.85

***

.35

.78

***

.48

.18

1

.09

.33

.70

.23

.54

.54

.60***

1

.06

.20**

.63***

.34***

.23**

.23***

.56***

.61***

.38***

.05

**

***

***

***

***

***

***

***

p<.001

.53

***

.63

1

.12

.19

***

1

.61

.25

.41

.63

.89

.79

1
.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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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모자애착(r=.19, p<.01), 자아존중감 전체(r=63, p<.001)와 하위요인인 유능감(r=53,
p<.001), 소속감(r=.61, p<.001), 가치감(r=25, p<.001), 통제감(r=41, p<.001)에서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깊을수록,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은 모자애착(r=.18, p<.01), 자아존중감 전체(r=.46,
p<.001)와 하위요인인 유능감(r=.35, p<.001), 소속감(r=.48, p<.001), 가치감(r=18, p<.01), 통
제감(r=.26, p<.0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깊을
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r=.54, p<.001)와 하위요인인
유능감(r=.33, p<.001), 소속감(r=.70, p<.001), 가치감(r=.23, p<.001), 통제감(r=.54, p<.001)에
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은 모자애착(r=.20, p<.01), 자아존
중감 전체(r=.56, p<.001)와 하위요인인 유능감(r=.63, p<.001), 소속감(r=.34, p<.001), 가치감
(r=.23, p<.001), 통제감(r=.23, p<.0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깊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반면 또래 유능성과 연령은 유의한 수준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유아 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및 전체)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허용도
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허용도(Tolerance) 값이 .1이하, 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이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회귀모형
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에 미치는 영
향력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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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
N=231
단계 독립변인
B
β
t
F
△R
R
1
소속감
.52
.48
8.31
68.97
.23
2
연령
-.26
-.19
-3.23
41.12
.03
.26
3
유능감
.21
.19
2.98
31.32
.02
.28
4
통제감
-.23
-.21
-2.12
24.98
.01
.29
2

***

***

***

***

***

***

***

***

2

***

p<.001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
과의 크기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 유능감, 통제감, 유아 연령이 유의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교성에 대해 유아의 소속감의 설명력은 23%
로 나타났으며(F(1,229)=68.97, p<.001) 유아의 연령이 첨가됨으로써 3%의 설명력이 증가하
였다(F(1,228)=41.12, p<.001).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이 추가되면서 2%의 설명
력이 증가하였고(F(1,227)=31.32, p<.001) 이에 통제감이 추가되면서 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1,226)=24.98, p<.001).

나.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
N=231
단계 독립변인
B
β
t
F
△R
R
1
소속감
.75
.70
14.88
221.29
.49
2

***

*

p<.05,

2

***

***

p<.001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의 크기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친사회성에 대해 유아의 소속감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F(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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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 p<.001).

다.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미치는 영
향력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
N=231
단계 독립변인
B
β
t
F
△R
R
1
유능감
.73
.63
12.19
148.56
.39
2
모-자애착
.09
.13
2.46
78.93
.01
.40
2

***
*

*

p<.05,

2

***

***

***

p<.001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
과의 크기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과 모자애착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도성에 대해 유아의 유능감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으며
(F(1,229)=148.56, p<.001) 모자애착이 첨가됨으로써 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28)=78.93, p<.001).

라.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
N=231
단계 독립변인
B
β
t
F
△R
R
1
소속감
.27
.30
3.70
85.96
.43
2
통제감
-.25
-.27
-3.36
63.60
.03
.46
3
가치감
-.16
-.15
-2.21
49.74
.01
.47
4
연령
-.13
-.11
-1.98
41.09
.01
.48
2

*

p<.05,

**

p<.01,

***

p<.001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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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연령,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의 효과의
크기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 통제감, 가치감, 유아 연령이 유의한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에 대해 유아의 소속감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으며(F(1,229)=85.96, p<.001)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통제감이 첨가됨으로써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F(1,228)=63.60, p<.001).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가치감이
추가되면서 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F(1,227)=49.74, p<.001) 이에 유아 연령이 추가되면
서 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1,226)=41.09, p<.001).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Y시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231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연령, 그리고 유아가 인식하는 모자애착, 자아존중
감, 또래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와의 애착, 자아존중
감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분
석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모자화 유형은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모자화 분석
결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돌사진을 찍는 모습,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 우유를 먹여주는 모습,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모습, 놀이 하기, 소리지르고 화내기 등
다양한 감정의 표현 및 정서적 유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표현력이 부족한 유아라 할지라
도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해 2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부모와의 신체접촉 정도 및 상호작
용 유형은 어떠한지 알 수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주 양육자와 자녀간 애착관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비록 같은 ‘걸음마 배우기’라는 주제의 모자화라 할지라도 어떤 유아는 엄마가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격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과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어떤 유아는 멀리서 지켜보고 유아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없이 혼자서 걸음마를 하게끔 말
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유아의 걸음마 배우기 그림에서는 뒤에서 못한다고 꾸중
을 하며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는 유아도 있었다. 이처
럼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유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및 신체접촉의 방식은
모두 달랐고 그에 따른 모자애착 점수 역시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아의 그림에는 엄마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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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유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모자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유능성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처럼 모자애착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갖는 정적 상관관계는 모자애착이 유아의 안정적이
고 긍정적인 또래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자녀를
격려해 줄수록 자녀의 또래 유능성이 높다는 연구(박주희,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역시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자발적
인 의지로 과업을 수행하고 집단 구성원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을 가
치 있게 여기며 행동 선택에 있어 자신의 욕구, 정서,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결국
자신 있는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취학전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는 시사하는 결과로 또래 유능성과 자아

․

존중감이 놀이 유형에 따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최자영 박유영(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기에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
에 중요하다는 Robert와 Stray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스스로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인 자존감이 높은 유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어려움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더 잘 습득한다는 연구

․

결과(양진희 박윤, 2009)에서처럼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아존중감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김지형, 박경자(2010)등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고 할수 있다.
셋째,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아의 연령, 모자애착,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 통제감, 가치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속한 환경 속에서 집단의 구성원으
로 수용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결과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긍정적으로
또래관계에 적응해 나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정
서조절 및 행동통제에 대한 능력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과 또래 유능성이 4, 5세와 3세로 나누어 4, 5세가 3세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장경자, 김종태(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 세부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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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사교성에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 연령, 유능감, 통제감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연령
이 높아지고, 목표를 위해 자발적인 의지로 과업을 수행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
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고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
력으로 연결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속한 환경 속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낌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유아의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과 모자애착이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과제와 목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며,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깊은
유아가 곧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
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모자 간 애착과 유
아의 또래 유능성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고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와의 긍정적 애착형성을 위한 부모교육활동 등이 현장에
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생활주제에 따른 모래놀이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만족
지연능력에 효과를 미친다는 장현정, 이진희(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연구와 제도
적 변화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Y시 소재 두 개 유치원의 만 4,5세 유
아의 성별, 모자애착, 자아존중감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도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모자애착을 분석하기 위해 모자화를 분석하였는데,
좀 더 많은 집단의 다양한 대상을 통해 여러 가지 주제의 모자화 반응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분석지표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모자화를 임상적으로 연구하여 진
단하고 평가하는 임상 현장에서 심리진단 평가를 위한 유효한 그림 검사로서의 모자화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모자화를 보다 타당하고 객관
성있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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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아의 연령, 자아존중감, 모자애착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 뿐 아니라 유아의 친사
회성, 사회적 역량, 교사-유아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 자아 탄력성 등 유아의 사회성 발달
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모자 간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또래 유능성의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생 전반에 걸쳐 초기 애착형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렇듯 주양육자와 유아의 초기 애착 형성이 중요한데 반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국가의
양육비 지원 등 사회적 변화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등 초기 애착
형성의 기회를 잃어가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교육기관 및 유아교육 전
문가들은 생후 0세~2세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교육 등을 통해 적극
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맞벌이 자녀 및 초기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가
질 여건에 처한 가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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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Age, Self-esteem, and
Mother-and-child Attachment on Yong Children’s
Peer-competence through Analysis of Mother-child Drawing

Oh, Yeon-Joo․Kim, Hyun-Ji․Lee, Ju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ex, self-esteem mother-child
attachement and peer-competence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121 of 4 year-old children
and 110 of 5 year-old children.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other-and-Child drawing
test with child attachment scale, Self-esteem scale for early-child, and Young children’
peer-competence checklist. Data were analyz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9.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 age, sex,
self-esteem, mother-and child attachment and peer-competence. Second, among the effect of young
children’ age, sex and self-esteem on peer-competence, especially sub factors such as sense of
belonging, self-regulation, self-worth and sex had on effect on self-competence of early-children. In
conclusion, this study let us know that the early-experience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 with his
or her mother influenced to peer-competence of child. It is important to make an stabl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child. Also, Educational activities are needed to encourage young children’
self-esteem and peer-competence.

주제어(Key Words) 모자애착(mother-child attach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
모자화(mother-child draw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