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상호작용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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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이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의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제5차년도(2012) 한국아동패널(PSKC) 연

구에 참여한 600명의 유아와 그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기술

통계,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보
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경로로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은 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주요

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교사효능감, 교실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Ⅰ. 서론

또래 상호작용이란 유아 상호간에 사회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호적인 과정을 의미한다(Shores, 1987).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생후 2세경이 시작되며(Brownell & Brown,

1992),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또래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유아

기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과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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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갖는다(Shaffer, 2008).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생애 초기 타인과의 관계를 맺

기 시작하면서 얻게 되는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 누적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Schneider, Attili, Nadel, et al., 1989).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 상황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Fantuzzo, Coolahan, Mendez 등(1998)의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의

하위 척도 중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로 측정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자료로 사용

하였다. 놀이 방해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공격성, 반사회적 놀

이행동을 포함하며, 놀이 단절은 또래 놀이 시 활동적인 개입을 막는 회피적인 혹은

위축된 행동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Asher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은

이 시기에 또래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맺게 될 경우 이후의 사회적 적응

이나 정신건강 등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는 이후 개인과 사회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전체 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606,089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2014). 낮 시간 동안 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3세는 84.5%, 4세는 93.6%, 5세

는 94.0%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유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하루 중 어

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7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서문희·양미선·김은설 외,

2012). 이러한 기관 이용과 관련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높

고, 하루 중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와의 관계

를 통하여 얻는 경험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보육의 질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은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NICHD(2002)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육의 일반적인 영향 모델’에서 ‘보육의 물

리적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발달적 결과(outcome)’ 의 경로를 제시하였

다. 이 모델에서는 보육의 물리적 구조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의 보육교사 상호작용의 질(과정)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한다. 한편, 이 과정에

서 교사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물리적 구조 외에

도 보육교사의 내적인 변인으로는 인지적 요인인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Woolfolk

& Hoy, 1993). 그러나 교사의 내·외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교사의 상호작용과 유

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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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실 환경과 교사의 효능감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에 있어서 교사의 상호작용의 매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교사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교사효능감

과 같은 자신에 대한 신념은 교사 자신의 행동을 결정 지을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 Jourdan, 1991). 교사효능감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들은 이 개념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인 교사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

이며,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

은 ‘외적인 영향(external influences)’ 으로 수행 후의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

다(Emmer & Hickman, 1990).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 두 가

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교사들 간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요인이며, 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Gibson &

Dembo, 1984).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효능감 척도는 교사가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능력을 반영한 교사효능감으로

교사의 내적인 믿음을 반영한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냈다

(신은수, 2000; 유영의, 2004). 박은영(2009)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놀이에 대한 효능

감이 낮을수록 유아들이 혼자 놀이와 병행 놀이를 많이하고, 집단 놀이 시에 구성 놀

이와 규칙 게임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효능감이 낮은

경우 놀이에 참여를 하지 않는 방관자적인 행동과 공격행동, 비참여 행동 등의 부정적

인 또래 상호작용이 자주 나타났다. 이렇듯 교사의 효능감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교사가 유아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권미

성·문혁준, 2013; 김현지·나동진, 2006; 신혜영, 2004; 안상미, 2002).

만 3세에서 5세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과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김현지와 나동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효

능감이 낮을수록 유아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일상 생활 영

역(간식과 식사, 배변 활동, 낮잠 시간)에서의 배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참여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효능

감이 낮은 교사의 경우 이것이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을 낮추고 이후 유아의 또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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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조의선(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만 4-5세 담당 학급의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놀이 장

면 관찰을 통하여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질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반 운

영에 대한 기대와 유아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교사는 민감하지 못하고 엄격

하며, 무관심한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는 곧 유아가 다른 또래에게 쉽게 다

가가거나 다른 또래에 대해 칭찬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NICHD(2001)의 어린이집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교

사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경우 아동이 다른 또래와 더 긍정적인 방식

으로 놀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평가를 어머니에 의한 평정과 관찰자에 의한 평정으로한 것으로 나누어 평가하였

다. 그 결과 두 가지 평정 결과 모두에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미가 있다. 한편, 교사효능감이 교

사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가 일반적인 교사효능감이

아닌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정 영역에서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의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른 영향력을 파악하기 보다는 유아

의 놀이 유형이나 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주제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교사효능감을 일반적인 개념을 통하여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기 주요한 발

달 과업 중 하나인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교사효능감 외에도 또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교실 환경을 들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실 환경은 교사 변인과 더불어 유아의 발달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교실 환경의 질이 우수할수록 교사와 영유아, 또래

간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권세

경·이순영, 2005; 신동주·류진순, 2006). 양연숙과 조복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

에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하고 교구와 놀이 영역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질 높은 물리적

인 환경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외에서는

이전부터 교실 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놀이 행동을 중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Prescott(1982)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과 유아의 행동

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놀잇감의 양이 많고 다양하며, 새로운 것을 자주 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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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의 적절한 배치도

또래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교실 환경은 유아 개인 뿐만 아니

라 유아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교실

환경에 대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므로 영아기 보다 또래 관계

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아기의 어린이집에서 환경의 중요성과 또래 간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실 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으나 교실 환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변인으로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보육의 질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교실 환경을 구조적인 변인으로, 교사의

상호작용을 과정적인 변인으로 이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NICHD, 2002). 보육의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어린이집

의 구조적인 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

을 개선시키고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NICHD, 1999). 과정적인 변인

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국가나 지역 단위의 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민감하고 반응

적인 상호작용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Clark-Stewart, Gruber, & Fitzgerald, 1994; Kontos, Howes, Shinn, et

al., 1995). 또한 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Freidman와 Amadeo(1999)에 의하면 교실 환경과 같은 구

조적 변인은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 그에 반해 교사의 상

호작용의 질과 같은 과정적 변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실

제적으로 교실 환경은 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아의 흥미를

촉진시키며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주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을 제공하는 환경

을 구성하였을 때, 교사 또한 유아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하였다(김복

희, 2004; 김수영, 2000; Bredekamp, 1987).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은 이후 아동의 친사

회성 발달과 실제 놀이시의 또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관해서는 국

외의 경우 Early Head Start Research and Evaluation(EHSRE), Cost, Quality, and

Child Outcomes(CQO)와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의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이후의 유

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Burchinal, Cryer,

Clifford, et al., 2002; Love, Kisker, Ross, et al., 2005; Vogel, Xue, Moiduddin, et al.,

2010). 특히 사회성 발달은 이후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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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데 Peisner-Feinberg, Burchinal, Clifford 등(2001)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은 이후 아동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사

회성 발달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단적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교사의 상호

작용 질이 낮을 수록 유아의 적대적인 공격성이 나타났으며, 또래와도 부정적인 상호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보육의 질을 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한 시도 외에도

Dunn(1993)의 연구에서는 근접적 요인(proximal quality)과 원격적 요인(distal

quality)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근접적 요인은 유아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

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의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한편, 원격적 요인은 보육 환경의 구

조적 측면을 유아환경평가척도(Harms & Clifford, 198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

구 결과, 두 요인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모두 아동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 좋은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의 친사회성과 사회적 놀이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종합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이 각각 유

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은 교사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교사 상호작용이 유

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구조적인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내적 요인인 교사효능감과 외적인 요인인 교실 환경이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의 상호작용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경로로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이 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전체 및 직·간접 효

과)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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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KSC) 5차년도(2012) 자료(도남희·민정

원·왕영희 외, 2013)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 이후로 대상 아동에 대

하여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한 데이터이므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단

계 층화 추출방법을 적용하여 2008년 1차년도 2,078가구 선정을 시작으로 5차년도에

는 총 1,708가구가 참여하였다. 그 중 1,69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CAPI)와 지필 조

사(PAPI)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각 유아의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의 신뢰수준이 낮은 사례를 제외하고 총

600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대상 중 남아는 323명(53.8%), 여아는

277명(46.2%)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월령은 평균 52개월(SD=1.22)이었으며, 교사의

평균 연령은 31세(SD=7.1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교사효능감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조사에서는교사효능감을측정하기위하여 Bandura(2006)

의 Teacher Self-efficacy Scale(TSES)를 김연하·김양은(2008)이 요인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조성 효능감, 교

사효능감, 지역기관연계 효능감, 의사결정 참여 효능감의 4가지 요인 중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

으로 지도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

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등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에 대한 Cronbach ’s α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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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실 환경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조사에서는 교실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문희·

김온기·김명순 외(2009)가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과 평가와 추진방안을 위한 연구에

서 개발한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

로는 ‘교실 내의 공간은 (영)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교실 내에 (영)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등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교실 환경의 질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실 환경에 대한 Cronbach ’s α는 .89이었다.

다. 교사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조사에서는 교사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의 문항을 김명자(1991)가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 물리적 환경의 질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

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과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

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유

아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 ’s α는 각각 .84, .80이었다.

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조사에서는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



97

o, Coolahan, Mendez 등(1995)과 최혜영·신혜영(2008)의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

며,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놀이상호

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사

용하였다. 놀이방해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등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단절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등의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 까지의 4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아동패널 원자료는 역코딩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항에 대해

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대한 Cronbach ’s α는

각각 .85, .82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척도에 대한 구체적 문항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측정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측정도구명 문 항 신뢰도

교사효능감

1)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2)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
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3)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4)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5)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6)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7)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4

교실 환경

1)교실 내의 공간은 (영)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
치하였다.
2)교실 내의 자료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3)교실 내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
가 골고루 있다.
4)교실 내에 (영)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
료가 있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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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주. *표시는 역코딩을 의미함.

측정도구명 문 항 신뢰도

교사
상호작용
(교사-유아)

1)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 한다.
2)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3)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4)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5)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6)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
다.

.84

교사
상호작용
(유아-유아)

1)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2)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
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3)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4)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80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놀이방해)

1)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2)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3)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4)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선생님에게 이른다.
6)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7)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8)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9)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10)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11)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12)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13)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85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놀이단절)

1)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2)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3)위축되어 있다.
4)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5)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6)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7)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8)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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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

시하였다. 연구 모형 [그림 1]을 구성하였으며,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계수 추정을

위해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와 AGFI, NFI, CFI, RMSEA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 모형의 매

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이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 요인들이

므로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 속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모델의 간명성

을 높이고, 모델추정 시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문수백(2009)의 제안에 따라 주어

진 척도하의 문항들을 꾸러미로 묶는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사용하여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의 문항들을 각각 두 개의 꾸러미 속에 무작위 배치

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4.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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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효능감, 교

실 환경, 교사 상호작용, 부정적 또래 놀이 행동의 최솟값, 최댓값과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교사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84점(SD=.46), 교실 환경 평균과 표준편차는

4.18점(SD=.62)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상호작용 중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4.16점(SD=.49),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4.25점(SD=.50)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08점(SD=.47)으
로 나타났으며, 놀이단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57점(SD=.46)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는 절대값이 10을 벗어나는 경우에 정규성에 어긋난다고 간주하는데

(Kline, 2013),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규성의 분포를 벗어나지 않았다.

〈표 3〉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사효능감 2.43 5.00 3.84 .46 .24 .18

교실 환경 2.25 5.00 4.18 .62 -.32 -.53

교사 상호작용
교사-유아 2.50 5.00 4.16 .49 -.20 -.24

유아-유아 2.75 5.00 4.25 .50 -.24 -.35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놀이방해 1.08 3.58 2.08 .47 .24 -.46

놀이단절 1.00 3.25 1.57 .46 .79 .10

구분 1 2 3 4 5 6

1. 교사효능감 1 　 　 　 　

2. 교실 환경 .38*** 1 　 　 　

교사 상호작용
.67*** .46*** 1 　 　

3. 교사-유아

4. 유아-유아 .57*** .43***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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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 p < .001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기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효능감은 교사 상호작용 중 교사-유아 상호

작용(r=.67, p<.001)과 유아-유아 상호작용(r=.57, p<.001)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교실 환경은 교사 상호작용 중 교사-유아 상호작용(r=.46, p<.001)과

유아-유아 상호작용(r=.43, p<.001)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교사
효능감과 교실 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상호작용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r=-.23, p<.001)

과 유아-유아 상호작용(r=-.24, p<.001)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놀

이단절은 교사-유아 상호작용(r=-.24, p<.001)과 유아-유아 상호작용(r=-.27, p<.001)

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낮을

수록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더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이 제공된 자료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χ2=17.980(자유도 14, p.>05)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GFI, NFI, CFI 는

.90이상인 경우,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홍

세희, 2000). 그러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AGFI=.981, NFI=.991, CFI=.998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022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측정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

인에 있어서 측정변인을 예측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인 요인부하량이 .70에서 .91로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 2 3 4 5 6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19*** -.20*** -.23*** -.24*** 1

5. 놀이방해

6. 놀이단절 -.17*** -.15*** -.24*** -.27***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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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측정모형의 적합도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델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χ2=17.980(자유도 14, p>.05)으로 나

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AGFI=.981, NFI=.991, CFI=.998로 모두 .90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RMSEA=.022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구조모형의 적합도

<표 6>에 나타난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교사효능감(β=-.09, n.s.)과 교실환경(β

=-.06, n.s.)은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교사

효능감과 교실환경은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 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표 7 참조). 카이 검증을 실

시한 결과를 보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과의 차이는 △χ2(2)= 1.633(p>.05)

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합도에서는 두 모형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형의 간명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인 PCFI,

PNFI(배병렬, 2011)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 모형의 간명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χ2 df AGFI NFI CFI
RMSEA(.022)
LO90 HI90

구조모형
(부분 매개)

17.980 14 .981 .991 .998 .004 .022

구분 χ2 df AGFI NFI CFI
RMSEA(.022)
LO90 HI90

측정모형 17.980 14 .981 .991 .998 .004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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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p < .001

〈표 7〉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교실환경, 교

사 상호작용,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교사효능감은 상호작용(β=.69,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교실 환경도 교사의 상호작용(β=.26,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교사효능감이 높을 수록, 교실 환경의 질이 좋을 수록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β

=-.39,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구조모형 결과는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만이 제시되므로 매개모형의 유의한 경로가

밝혀졌으므로 전체 경로 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교사효능감이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69로 나타났으며, 교실 환경이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26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효능감이 유

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27로 나타났으며, 교실 환경이 유

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10로 나타났다.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39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

면, 교사효능감과 교실환경이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 상호작용의 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하여 교사효능감과 교실환경이 교사 상호작용의 질을 매개로 유아의 부

구분 χ2 df AGFI NFI CFI
RMSEA
(LO90~HI90)

PCFI PNFI

완전 매개 모형 19.613 16 .982 .991 .998 .019(.000-.045) .566 .570

부분 매개 모형 17.980 14 .981 .991 .998 .002(.004-.022) .496 .499

경 로 B β S.E C.R

교사효능감 → 교사 상호작용 .71 .69 .05 14.673***

교실 환경 → 교사 상호작용 .20 .26 .03 6.582***

교사효능감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07 -.09 .08 -.846
교실 환경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03 -.06 .04 -.807
교사 상호작용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32 -.44 .10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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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p < .001
[그림 2]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표 8〉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2012)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교사의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경로로 유아

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

경은 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사효능감 → 교사 상호작용 .69 - .69

교실 환경 → 교사 상호작용 .26 - .26

교사효능감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 -.27 -.27

교실 환경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 -.10 -.10

교사 상호작용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39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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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에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

다는 주관적 평가가 이후 실제 교사의 행동에 영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유아의 부

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

현지·나동진, 2006; 조의선, 2011)을 지지한다. 특히, 교사의 상호작용은 교사효능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고 반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유아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도움을 준다(Mortensen & Barnett, 2015). Mashburn, Pianta, Hamre 등(2008)은 만 5

세의 유아 2,282명과 교사 597명을 대상으로 효능감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유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도 이를 더욱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정서적인 지지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처럼 교사의 효능감이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사가 유아를 대

하는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영

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환경 또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구조적인 변인(교실 환경)과 과정적인 변인(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들 이

미치는 영향이 순차적임을 밝힌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NICHD, 2002). 또한 보육의 질

이 낮을 경우 유아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배회하는 행위를 하

는 놀이의 단절 형태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Vandell & Powers, 1983)와 일치하는

바이다. 특히 놀이의 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이후 학교 적응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Harper & Huie, 1987).

또한 또래의 놀이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다른 유아들로 하여금 특정 유아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유아기에 두드러지는 모델링 효과로 인

하여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따라하거나 반복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중재적 역할이

중요시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사가 흥미로운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활동을 구성한다면 배회하던 유아도 다른 또래나 교사와 함

께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이 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

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전체 및 직·간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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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 중 어떠한 모형이 더 적합한 지를 검증한 결과, 완

전 매개 모형이 최종 선택되었다. 즉,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은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과 교사의 상호작용,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상호작용을 매개 변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교사의

효능감과 교실 환경의 수준에 있어서 교사가 유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행동

을 실제적으로 하는 가에 따라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유아를 대하는 방식과 실제 행

동이 유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교사의 효능감과 교실 환경의 수준

을 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교사의 상호작용에 반영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보육교사 상호작용의 매

개적 역할이 밝혀졌으므로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교사 연수와 조력활동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김은영·장혜진·조혜주,

2013)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의 경우 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으며,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비롯한 연

수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도 조사대상의 20%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교육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

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

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수교육을 체계적으

로 평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다음 보수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인 교실환경은 평가인증을

통하여 그 질적인 보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옥·유희정·이

미화 외(2008)에 의하면 평가인증에 참여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보육교사의 응답 중

서류준비와 초과 근무의 어려움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단기간의 급박한 준비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사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각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긍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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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영아반 담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발달 수준이 한 반에서도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월령별로 영아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작용 방식에 대한 1:1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반 담임교사의 경

우에는 유아 간의 또래 집단 형성의 역동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아동중심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이 모두 교사에 의해서 측정이 된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후에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유아의 주 양육자와 교사가 각각 측

정을 하고 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가

실제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주 양육자가 있는 환경에서의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의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이후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으로 교사가 이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개입

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상호작용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보육

현장에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육교사의 대처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유아의 발달

수준별, 상호작용의 유형별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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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analysis of child care teachers’

self-efficacy, classroom environment, teacher

interaction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Hyungmin Lee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self-efficacy, classroom environment, teacher interaction on negative peer

interaction. For this study, the data of the 5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in 2012, collected from 600 children and their teachers were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lower teaching self-efficacy and inappropriate classroom

environment were related to low level of sensitive and supportive teacher

behavior with children. In addi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as a medium of

teacher's self-efficacy and classroom environment indirectly influenced on the

negative peer interaction of children. Findings suggest that teacher's

self-efficacy, classroom environmen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can affect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quality teacher-child

interaction in quality child care environments can serve as protective factors for

children at risk.

Key words: child care teacher's self-efficacy, classroom environment, teacher

interaction, negative pe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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