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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다
니는 만 2세 남아 44명과 여아 38명을 포함한 총 82명의 영아와 교사 12명이다.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방
법으로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 측정을 위해 Doll(1965)의 바인랜드 사회성숙척도, Jiao와 Ji(1986)의 사
회적 능력검사를 김숙경(198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6)의
모형을 문용린(199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교사 상호작용은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 평가척도를 이정숙(2003)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연
구자료 분석방법은 Pearson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은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정서지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가 자율성을 높이고 또래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한 호혜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정서지능이 향상되고 교사와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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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영아기를 부모와 보내기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10년 전의 통계치보다 3배가 넘는 비율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a).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취업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육아정책
연구소, 2013).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들의 연령
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
육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와 양육 부담 경감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2006년부터 보육정책 중장
기 전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2015). 이에 부모의 직업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영아들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2013b)에서는 보육시간을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루 3교대 산업체가 확대되
면서 그 직장에 재직하는 부모의 영아 자녀들은 국가의 보육지원을 받으면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전광현, 순덕기, 이숙영, 2006). 즉, 24시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아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므로, 영아기에 성장 발달해
야 할 과업에 대한 관심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박희숙, 윤수정, 2014, 재인용).
영아기에 성장 발달해야 할 과업 중의 하나는 자율성이다. 영아의 자율성은 만 2세 전
후로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를 자율성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Kopp,
1989). 만 2세경부터 영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발달한다.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영아는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자율성이 발달한다. 즉,
영아는 이동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적극적인 주변 환경 탐색으로 자율성
을 향상시킨다(이영, 김온기, 조성연, 이혜경, 이선원, 이정림, 나유미, 김상림, 나종혜,
2015). 영아가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율성의 점수가 높은 영아그룹과 점수가 낮은 영
아그룹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Levine, 1983)를 통해서도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이 높은 그룹의 영아는 자기를 주장하는 빈도수와 또래에게 자
신이 놀잇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점수가 낮은
영아는 자신이 놀잇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또래의 놀잇감을 자기 것과
교환하려는 정도의 행동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영아가 타인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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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환경을 탐색하면서 스스로 자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
는 이 시기에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고집을 피우거나 성인의 안내와 지시를 따르면
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어, 영아의 자율성과 정서조절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곽승주, 2009). 이와 같이 영아의 자율성은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기주장이 강
해지면서 정서지능 발달에도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4시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처럼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함께 보내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또 다른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영아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상호작용의 경험
도 많아지게 된다(Capizzano & Adams, 2000). 영아는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서로 경험하게 되고(Bagdi & Vacca, 2005), 또래와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기술과 사회 정서적 지식의 습득으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간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또한 또래 상호작용은 성인과 맺는 수직적인
관계와 달리 서로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아중심
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고, 서로 도전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간과
할 수도 있다(김영숙, 2011; 이은해, 2000; 허은희, 2009). 예를 들면, 만 2세 영아가 또래
간 갈등 원인인 사물에 대한 소유욕, 친구 놀리기, 신체공격의 모방, 그리고 의견 대립 등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혜경, 2006)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 상호작용은 영아
가 만나는 사회적인 상황을 지지대(scaffolding)로 삼아 즉, 영아가 사회적으로 조우
(encounter)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이 될 수 있는 또래 및 교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질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에 그 중요성을 둘 수 있다(Williams, Mastergeorge, Ontai, 2010). 이와 같
이 또래 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와 함께, 영아의 정서지능과 영아-교
사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교사와 함께 보내는 영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영
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영아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환경에
있는 교사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인지 발달 등의 전
인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Bronfenbrenner & Ceci, 1994). 만 2세의 영아는 자율성과
더불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조혜경, 2006), 성인인 교사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영아의 질적인 상호작용 발달은 또래 상호작용과 영아-교사 상
호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박희숙, 2009; 전선옥, 1989), 2
세 영아가 교사에게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도움 받기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작용이
주를 이룰 수 있으나, 영아가 나누는 또래 및 교사 상호작용의 밀접한 연관성은 간과할 수
없다(윤수정, 2015; 장영희, 곽승주, 2004). 질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는 또래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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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기술을 체득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서경숙, 2011; 하지영, 서소정, 2011). 이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영아기를 거쳐 유
아기에 감정이입능력과 타인 이해력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
희숙, 윤수정, 2014)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영아반을 선정하게
되는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라는 답변이 95.5%를 나타
내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가 교사의 다른 특성보다는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따라서 영아기 발달에 있어서 교사와의 상호작
용의 관련 변인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4시간 어린이집 영아
-교사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만 2세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영아의 정서지능은 어떤 관련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만 2세경, 영아의 정서지능은 성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자율성 출현기와 함께 좀 더
기술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영아기는 무엇이든지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행
동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Kopp, 1989). 영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에 대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등의 경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조망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Bagdi & Vacca, 2005). 영아
의 정서지능은 교사의 관심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성을 보이다가(곽승주, 2009), 유아기에 이르러서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
으며, 사고 및 정서를 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김경희,
1998). 유아기에 조망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에 자신의 정서적인 갈등 근
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이해하게 되고 제거하기 위
한 동기를 발달시킬 수도 있다(Diener & Mangelsdorf, 1999). 이처럼 만 2세의 영아는 자
신의 의도에 따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억 및 표상 능력, 그
리고 간단한 예측과 기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할 수 있으며(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양연숙, 2000), 영아의 정서적 유능성이 외현적 및 내면적 문제행동이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2). 이와 같이 영아의
정서지능은 유아기의 정서지능 수준으로 이어져 교사와의 관계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일
수 있으며(유경숙, 2009), 이에 따른 교사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 영아기
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영아기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 정서지능,
그리고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영아기의 각 변인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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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영아를 장시간
질적으로 보육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인식이 높아져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
고, 사회적 관계성 형성의 민감기(sensitive period)를 또래와 함께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만 2세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정서지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교사와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보고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2.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24시간 운영하는 3개 기관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재원하고 있는 만 2세 남아 44명과 여아 38명을 포함한 총 82명의 영아와 담
임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영아와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는 모두 만2세 학급의 영아이며, 교사 변인으로
는 먼저, 연령은 만 25세 이하 5명(41.7%)이 가장 많았으며, 만 26～30세 4명(33.3%), 만
31～35세 2명(16.7%), 만 36～40세 1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학력으로는
4년제 이상 대학졸업이 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은 3명(25%)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1명(8.3%)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교사 근무경력으로는 1년 미만 3명(25%)과 1～3년 미만 3명(25%)으로 같았으며,
3～5년 미만 2명(16.7%)과 5～7년 미만 2명(16.7%), 그리고 7년 이상 2명(16.7%)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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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아와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
영아
변인

성별

연령

학력

교사
변인

경력

구분

빈도

백분율

남아

44

53.7

여아

38

46.3

만 25세 이하

5

41.7

만 26-30세

4

33.3

만 31-35세

2

16.7

만 36-40세

1

8.3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1

8.3

3년제 이하 대학졸업

3

25.0

4년제 이상 대학졸업

8

66.7

1년 미만

3

25.0

1-3년 미만

3

25.0

3-5년 미만

2

16.7

5-7년 미만

2

16.7

7년 이상

2

16.7

전 체(%)
82(100.0)

12(100.0)

12(100.0)

12(100.0)

2. 연구도구
1)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Doll(1965)이 개발한 바인랜드 사
회 성숙 척도 및 Jiao와 Ji(1986)의 사회적 능력검사를 김숙경(1988)이 수정 보완하여 재구
성한 사회성 도구 중, 자율성과 또래상호작용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은 신
뢰도가 낮은 17, 18번 문항을 제거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또래 상호작용도 신뢰
도가 낮은 28번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24시간 어린이
집에서 6개월 이상 영아와 함께 지내온 담임교사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상호작용의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자율성

19, 20, 21, 22, 23, 24

6

.83

또래상호작용

26, 27, 29, 30, 31, 32

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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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의 정서지능

영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1996)의 모형에 근거하여 문용린
(199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인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
여 정서인식은 5문항, 정서표현은 6문항, 그리고 정서조절은 10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측정은 영아와 6개월 이상 함께 지내온 담임교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된 문항들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평정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
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의 정서지능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정서 인식

1, 2, 3, 4, 5,

5

.92

정서 표현

9, 10, 11, 12, 13, 14

6

.91

정서 조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0

.87

3) 영아-교사 상호작용

영아-교사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 평가척도, NAEYC, NCAC 인정기준과 한국교육평가원의 평가 준거를 기초로,
수정 보완된 도구로 이정숙(2003) 연구에서 사용한 ‘영아-교사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
다. 문항은 정서적 상호작용이 10문항, 언어적 상호작용은 신뢰도가 낮은 11, 13번 문항을
제거하여 8문항, 행동적 상호작용도 신뢰도가 낮은 12, 16번 문항을 제거하여 7문항, 총 2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교사가
평정하였다. 하위영역별 문항과 문항수, 그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교사 상호작용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정서적 상호작용

1, 6, 8, 10, 15, 17, 19, 24, 26, 28

10

.77

언어적 상호작용

2, 4, 9, 18, 20, 22, 27, 29

8

.83

행동적 상호작용

3, 5, 7, 14, 21, 25, 30

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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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 객관성,
질문의 난이도,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13년 9월 2주～9
월 4주에 진행되었고, 교사 경력을 가진 대학 교수 3인과 어린이집 현직 교사 20인이 참여
하였다. 먼저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여 유아교육전문가인 대학교수 3인이 검토하였고, 유
아교육기관 현직 교사 20인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문항의 내용
및 난이도가 적절하다는 검토를 받아 본 조사에서 그대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
는 2013년 10월 1주～11월 1주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위해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으로 전달하였고, 설문이 종료됨을 확인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과 AMOS 18.0 Program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도구의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영아
의 자율성 및 또래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과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
의 관련성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과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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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2

<표 5> 자율성 및 또래상호작용과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측정변인

1

1. 자율성
2. 또래상호작용

3

4

***

1

***

.506***

1

**

.379***

.463***

***

***

.392

.524***

**

.631

3. 정서인식

.563

4. 정서표현

.341

***

5. 정서조절

.467

5

6

7

.541

1

.122

.330

.132

.008

.170

7. 언어적 상호작용

.035

.077

.126

.177

.223

.716***

.090

***

p<.05,

**

p<.01,

8

1

6. 정서적 상호작용
8. 행동적 상호작용
*

2

1

.202

***

.387

.130

-.088

1
*

.687

1
.426***

1

***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자율성은 정서인식(r=.563, p<.001), 정서표현
(r=.341, p<.01), 정서조절(r=.467,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교사-영아 상호작용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상호
작용은 정서인식(r=.506, p<.001), 정서표현(r=.379, p<.001), 정서조절(r=.541,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상호작용(r=.330, p<.01)과 행
동적 상호작용(r=.387, p<.001)에서도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언어적
상호작용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영아의 자율성은 영아의 정서지능과는
관련성이 깊었으나, 영아-교사 상호작용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의 또래 상호작용은 영아의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영아-교사 상호작용에서는
정서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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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2

<표 6>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p<.05,

S.E

C.R

β

자율성→정서인식

.108

4.548

.493***

자율성→정서표현

.128

1.654

.212

자율성→정서조절

.094

2.284

.215

자율성→정서적 상호작용

.050

-1.354

-.068

자율성→언어적 상호작용

.058

-.208

-.012

자율성→행동적 상호작용

.068

-.687

-.047

또래상호작용→정서인식

.093

2.802

.261

또래상호작용→정서표현

.110

2.686

.296**

또래상호작용→정서조절

.081

4.463

.362***

또래상호작용→정서적 상호작용

.043

3.984

.173***

또래상호작용→언어적 상호작용

.050

.829

또래상호작용→행동적 상호작용

.059

4.221

**

p<.01,

*

**

.041
.248***

***

p<.001

<표 6>과 [그림 1]에 의하면, 먼저 영아의 자율성은 정서지능의 정서인식(β=.493,
p<.001)과 정서조절(β=.215, p<.05)에 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

아의 자율성은 정서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아의 자율성은 정서인식을 44%, 정서조절을 43% 설
명하였다. 또한 영아의 자율성은 영아-교사 상호작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p<.05,

**

p<.01,

***

p<.001
[그림 1]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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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정서인식(β=.261, p<.01), 정서표현(β=.296, p<.01), 그리
고 정서조절(β=.362,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을 44%,
정서표현을 28%, 정서조절을 43% 설명하였다. 또한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영아-교사
상호작용 중 정서적 상호작용(β=.173, p<.001)과 행동적 상호작용(β=.248, p<.001)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상호작용을 40%, 행동적 상호작용을 42%를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인 정서인식
과 정서조절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교사 상호작용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빈번할수록 영아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도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영아-교사의 정서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도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자율성은 영아의 정서지능과는 관련성이 있었으나,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영아는 교사에게
의존하거나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작용보다는 스스로 하려는 자율적인 사회․정
서적인 행동표현 등이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없을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또래 상호작용은 정서지능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정서
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과도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자율성 발달이 또래와 사회․정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지식이나 갈등 해결 등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이옥임, 2006), 2세 영아의 자율성이 상호 연결체계의 복잡한 개념으로 정
서지능 발달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연구(Kuczynski, Kochanska, RadkeYarrow, & Girnius-Brown, 1987)결과가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자율성은
개인적 및 사회적 두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역동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하게 되는
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영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정서지능과도 관련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결정하
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옥임, 2006). 영아는 이처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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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향상되면서 정서지능의 능력도 체득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 생각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기주장적인 언어표현이나 강한 몸짓 등을 자주 표현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약 영아는 이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태도가 제한될 경우, 인상 찌푸리기, 눈빛,
소리내기 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활발하게 나타나, 영아의 자율성과 정서지능과는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곽승주, 2009).
또한 영아는 또래 상호작용을 영아-교사 상호작용보다 더욱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2세 영아들은 대상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연구(권혜진, 1996; 권혜진, 이순형,
2001; 이순형 김정연, 1997)결과는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영아가 자신의 요
구나 불만 사항을 이야기할 때, 소리나 윽박지르는 주장보다는 상황에 대해 이유를 설명
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영아는 또래
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또래간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가 습관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울면서 요구하거나 언어적
표현의 미숙으로 인한 신체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박희숙, 2009). 이와 같이 2세 영아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자율
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 및 또래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
서 자신의 정서지능이 높아지고 영아의 자율성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교
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할 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등․하원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영아교사는 자유로운 놀이시간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이나 전이 활동 등과 같은
일과 중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 자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
려하여(조현지, 2013; 최기영, 우수경, 이학선, 2004), 영아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자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의 지속적인 계획과 지원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의 자율성이 정서지능인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교사 상호작용에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
았다. 또한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에 직접적으
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영아-교사 상호작용인 정서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자율성이 타인과 협상하면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연구(Nucci, Killen &
Smetana, 1996)결과가 설명해주고 있다. 영아는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강한 몸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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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주장적인 언어표현을 자주 표현하는데, 자율성이 제한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활발히 보인다는 연구(곽승주, 2009)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영아의 자
율성이 본 연구결과인 긍정적인 정서표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영아-교사 상호작용도 향상될 수 있다는 관
련성 연구(김난실, 2004; 윤수정, 2015; 정미조, 김희진, 2009)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역시
2세 영아에게는 또래 및 교사와 같은 사회적인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연구
(Franco, Perucchini, & March, 2009)결과도 지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아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조우(遭遇)하고 경험하면서 긍정적 및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영아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이런 또래 상호작용이나 환경적인 요소들이 영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Williams, et al., 2010). 그러나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교
사 언어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영아들이 유아
와는 달리 풍부한 단어를 활용한 언어적 상호작용 보다는 몸짓, 제스쳐(gesture), 눈빛 등
의 상호작용에 익숙함과 편리함이 작용될 수 있음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4시간 어린이집 만 2세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은 영
아의 정서지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아의
자율성과 또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24시간을 운영하는 어린
이집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영아는 자율성 발달과 더불어 빈번한 또래 상호작용으로 정
서지능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영아가 또래와 나누는 질적인 상호작용은 교사에게 인정과 호응을 받음으
로써 교사와도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4시간 어린이집 영아와 교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모 변인을 포
함한 연구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과 시
간제 및 종일제 일반 어린이집의 영아와 교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교사가 평정하는 양적 연구로 살펴보았
으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또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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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utonomy of toddler and peer interaction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ddler-teacher interactions
in 24-hour child care centers

Yoon, Soo-Jung (Assistant professor, Sangji Youngseo College)
Park, Hee-Sook (Associate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statistical correlations between autonomy of toddler and peer
interaction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ddler-teacher interactions in the 24-hour
child care centers. Subjects were 82 toddler (38 girls and 44 boys), and 12 teachers in
24-hour child care centers. These teachers measured the toddler’s autonomy and peer
interactions using the questionnaire adapted by Kim (1988) from the source of the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Doll, 1965) and the Social Competence Evaluation (Jiao
and Ji, 1986), and also emotional intelligence of using the questionnaire adjusted by
Moon (1996) from the model (Salovey and Mayer, 1996), and the toddler-teacher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adapted by Lee (2003) from the source of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autonomy of toddler and peer interactions had a positive
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ddler-teacher interactions. Second, autonomy
of toddler and peer interact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oddler and toddler-teacher inter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oddler and the quality of toddler-teacher interactions can be
improved by improving the autonomy of toddler and increasing the frequency of peer
interactions.
Keyword：emotional intelligence, peer interactions, toddler's autonomy, toddlerteacher intera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