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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효능감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만 3세 유아의 
성별 조절효과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child-peer interaction.      
Methods: The study’s data were based on the 4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ro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ata from 800 3-year-old participants who were enrolled in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employed to conduct this study.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utilized Teacher Self-Efficacy Scales (TSES) as a measure of Teaching Efficacy,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ECOI) as a measure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Pee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as a measure of child peer interac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version 22.0, to conduct  statistics and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MOS 21.0 
was utilized to verif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Results: Teacher-child interaction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child-peer interaction. Although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child-peer interaction,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eacher-child 
interaction. Child gender had moderating effects on this study model. The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and child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 affected more girls than boys, while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peer interaction relationship affected more boys than girls.
Conclusion: The identified mediating effects further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efficacy 
when deciding child-peer interaction. In addition, the identified moderating effec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hild gender when approaching teac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

Keywords : teaching efficacy, teacher-child interaction, child-peer interaction, child gender, 
mediating effects,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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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 구조의 축소,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변

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한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유아들이 이미 유아기에 가족이 아닌 

타인과 관계망을 맺고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 유

아의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관계이다. Vygotsky의 근접발달지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이론은 유아가 성인이나 

또래를 통해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Y. S. Suh, Suh, 

Kim, Chea, & Kim, 2013). 그리고 유아기에 경험한 사회적 관

계는 이후 유아가 형성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의 기초

를 형성하기에 그 상호작용의 질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교육기관은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이 함께 모여 생활

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유아들은 그 안에서 또래와 관계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낸다. 최근 학

령기 아동들의 또래간 집단 폭력, 왕따 문제 등이 언론에 빈번

히 등장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또래관계

의 상당한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현상으로서 또래관계의 중

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질이 이후 유아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임이 확인된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관계를 경

험하면서 주변세계를 학습하게 된다(Bagdi & Vacca, 2005). 상

호작용을 통한 정서조절능력 향상은 또래 리더십 향상과 교

사와의 친밀한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Chi & 

Jung, 2011; Kang, 2010; J. H. Lee & Kim, 2012). 이러한 중요성

으로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

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이미 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시

간을 보낸 4, 5세 유아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입학 시기가 오

래될수록 학습과 사회 정서적 적응력이 높아지기에(Teltsch & 

Breznitz, 1998), 사회적 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유아의 상호작

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 3세 연령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고 유치원에서는 입학 시작의 연

령으로 집단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전이기로, 처음 시작

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질 높은 상호작용은 부모와 교사 모두 

염려하는 부분이다. 만 2세 영아보다는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

로워서 자율적으로 행동하지만 아직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자

연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연령으로(C. O. Park & Kim, 1995), 

Piaget의 전조작기 단계 중 전개념적 사고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 유아의 사고는 기호적 인지발달이 주축을 이루기에 놀이 

상황에서 서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놀이를 통해 사회

적 역할과 상호작용을 연습한다. 또한 어휘력 발달로 또래 간

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의 발생과 이를 해

결하려는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Esaa, 2003).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측면이 강한 

시기(Y. H. Kim & Cho, 2007)이기에 인지적으로는 아직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

게 표출하는 충동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또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 기

술이 부족하여 갈등 상황이 쉽게 일어나고 자주 발생한다(S. J. 

Lee, 2004). 이처럼 만 3세 유아는 또래 상호작용이 왕성히 일

어나지만 동시에 그 유형이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연령

이기에 만 3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처음 맺는 상호작용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또래관

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사는 유아가 가족이 아닌 성인과 

관계를 맺는 최초의 존재로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추적

인 자원이자 환경이다(Y. S. Suh & Suh, 2005). 교사-유아 상호

작용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

를 통해 입증되어 왔고, 현장에서도 교사와 질 높은 상호작용

을 보이는 유아들이 또래 관계나 사회적인 유능성이 높은 것

이 관찰된다. 교사-유아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애

착 안정성(Howes, 1997; Pianta & Steinberg, 1992)과 긍정적 정

서 표현(Hestense, Kontos, & Bryan, 1993; Y.-H. Kim & Park, 

2014)에 영향을 준다. 또한 유아의 학습과 사회적 적응 등 전

인적 발달에도 연관되어(Howes & Smith, 1995) 또래와의 사

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역할(Brich & Ladd, 1997; Ladd & 

Burgess, 2001; Murray & Murray, 2004; Pianta, 1994)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

며 유아들의 여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환경

을 이루는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들은 장시간 운영되는 유아교육기관 특성

상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유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연일 미

디어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관련 이슈는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업무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이어졌다. 유아교사에 대

한 사회적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의무설치된 CCTV

는 교사들의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다. 이는 유아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칫 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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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호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유

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수효능감은 교사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수효능감

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함께 학습에 참여

하거나 지도하는 일을 의미 있게 여긴다(Ashton, 1984; Gibson 

& Dembo, 1984). 교수 효능감과 교사-유아 관계의 밀접한 관

련성을 실제로 입증한 연구들(Cheon & Cho, 2011; Hamre, 

Pianta & Downer, 2008; R.-H. Kwon & Lee, 2015; Mashburn, 

Hamre, Downer, & Pianta, 2006; Paik & Kang, 2014; Shin & 

Rhee, 2005)은 교수 효능감은 교수 과제를 수행하는 교사의 개

인적 신념이지만 이러한 신념이 인간관계, 특히 유아와 사회

적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최근처럼 유아교사와 그들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칫 낮아질 수 있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

아 또래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유

아가 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

분 이미 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4, 5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그리고 유

아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교수 효능감은 교

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

아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수 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

호작용 두 변인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Na (2007)은 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적

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교수효능감과 교

사-유아 상호작용,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본 연구(Y. K. 

Moon & Choi, 2015; Sim & Lim 2017)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또한 만 4세 유아가 대상이었

으며 개인 기질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지금까지의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

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데 유아 개인의 

내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Y.-H. Kwon, 2012). 

교사-유아의 관계 또한 유아와 교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

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 특성을 지니는데 여기에

서도 유아의 성별은 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Baker (2006)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학습이

나 학교에서의 품행에 영향을 주는데 이 때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유아-교사 관계를 관찰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교사와 갈등이 높다

고 보고한다(Ann, 2002; Brich & Ladd, 1997; H. J. Kim & Jean, 

2010; K.-S. Kim & Kim, 2011). 이는 또래놀이에 있어서도 유

사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Y.-H. Kim & Park, 2014; J. Y. 

Park, Kang, & Kwon, 2010). 그리고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으로 알

려져 있다. 아직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유아기에도 놀이나 상

호작용에서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유아교육실천 현장에

서 유아의 성별을 고려한 관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와 달리 일부 연구

에서는 교사-유아 관계에서 유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Y.-H. Kwon, 2012; E.-S. Moon & Kim, 

2011; Park, 2013), 교사에 대한 유아의 의존성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E.-S. Moon 

& Kim, 2011; Park, 2013).

최근 성차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의 모습(Heo, 2017)

은 유아교육현장의 교사에게 성별과 성 가치관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하지만 성 가치

관과 달리 성별은 유아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요인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 또래 관계

에서 유아의 성차가 확인될 경우, 유아 개인을 더욱 배려한 상

호작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률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으며, 현상 자체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그 해결

점이 될 것이다(Heo, 2017).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 또래 관계

에 유아의 성차가 존재한다면 남아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

이를 개인차로 인식하고, 각 관계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

이에 대해 이해를 통해 유아의 개별성을 지켜줄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유아의 관계,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와 유아의 관계, 유아의 또

래 관계는 함께 다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아교육

기관 적응력이 높지 않은(Teltsch & Breznitz, 1998) 만 3세 유아

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며, 교사의 개인 변인인 교

수효능감과 유아의 개인 변인인 성별의 관계를 함께 구조적으

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르침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는 유아교육 실천 현장(Yeom, 2005)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유아교사

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교사-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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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인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변인임을 증명하며 그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성별의 조절 효과가 확인

될 경우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성별을 고려한 실천의 필

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

호작용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 또래 상

호작용의 관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

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데

이터 중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404명

(50.5%), 여아 396명(49.5%)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비

슷하였으며 유아의 평균월령은 38개월로 39개월 이상이 337

명(57.8%), 38개월 이하가 463명(42.2%)로 가장 낮은 월령은 

35개월, 가장 높은 월령은 42개월이다. 조사대상 부모 중 어머

니가 778명(97.2%), 기타 22명(2.8%)으로 어머니 응답이 대부

분이었으며, 어머니 취업여부는 취업모가 383명(47.8%), 비

취업모가 417명(52.2%)을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

졸 이하가 212명(26.5%), 전문대졸이 180명(22.5%), 대졸 이

상이 402명(50.2%)이었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가 241명(30.1%), 전문대졸이 220명(27.5%), 대졸 이상이 338

명(42.2%)을 차지하였다. 유아가 다니는 유아지원기관은 어

린이집 이용이 770명(96.3%), 유치원 16명(2%), 기타 14명

(1.7%)로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린이집의 유형은 민간과 가정이 601명(75.1%), 국공립과 법

인이 142명(17.7%), 기타 부모협동이나 학원, 유치원등이 36

명(4.5%), 직장이 21명(2.6%) 순으로 나타나 민간, 가정어린

이집의 이용이 가장 높았다. 유아 담임교사의 최종 학력은 고

졸 106명(13.2%), 전문대졸 458명(57.3%), 대졸 이상이 236명

(29.5%)으로 전문대졸이 가장 많았다. 담임교사의 총 경력은 

초임교사부터 최고 271개월까지 평균 59개월로 3년 미만이 

329명(41.1%), 3년 이상 6년 미만이 200명(25%), 6년 이상 271

명(33.9%)을 차지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문항내용을 참고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교수효능감

한국아동패널의 ‘교수효능감’ 척도는 Bandura (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TSES (Teacher Self-efficacy Scale)를 토대로 Y. H. 

Kim과 Kim (2008)이 요인구조를 분석한 문항에서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Bandura (2006)

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TSES (Teacher Self-efficacy Scale)는 

상황특정적인 척도로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대처하는 교사로

서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Y. H. Kim과 

Kim (2008)의 척도는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효능

감, 교수 효능감, 지역기관 연계 효능감, 의사결정 참여 효능감

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교수효

능감을 특정 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4차년도 ‘기관대상 질

문지’의 8번에 기재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총 7점부터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수효능감의 정도

는 교사 대상 질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교사

에게 동일한 문항을 적용하였다. 교수효능감 관련 문항은 교

수 활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 결과 1개

의 요인으로 하위 요인들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문항 

순으로 3집단으로 나누어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86으로 나타났다.

유아 또래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의 ‘유아 또래상호작용’ 척도는 Fantuzzo, Sutton-

Smith, Coolahan, Manz, Cannig, & Debnam (1995)의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Peen Interactive Peer Play Scale)와 Choi와

Shin (2011)의 PIPPS의 국내적용 타당화 연구의 문항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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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차년도 ‘기관대상 질문지’의 25번에 기재되어 있으며, 놀이상

호작용 9문항, 놀이방해 13문항, 놀이단절 8문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 교사보고식 척도이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나왔지만 6개 요인이 명

확히 구분되지 않았기에 잠재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설문 도구가 3개 하위 영역으로 되어있기에 3개 요인 

추출로 고정하여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질문지 문항에 해당되는 하위요인들로 묶였고 다

른 요인으로 섞인 문항들(15번 문항, 36번 문항)도 하위영역별

로 한 개 씩 있었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였기에 패널에서 사용

한 하위요인대로 분류하였다. 요인부하량대로 3집단으로 구

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87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는 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의 ECOI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를 M. J. Kim (1991)가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차년

도 ‘기관대상 질문지’의 9번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육교사가 

유아와 얼마나 온정적, 반응적이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총 1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총 10점부

터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하위 요

인들이 나누어지지 않아 문항 순으로 3집단으로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 또

래 상호작용 및 유아 성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과 AMO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를 측정변

인의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검증하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및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뒤, 적합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가능

한 모형인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

여 잠재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변

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직접효과, 간접효

과를 분석하고 Bootstrapping과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된 모형

에 유아의 성별 변인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
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

호작용의 직 · 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

이 필요했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규

분포와 변인간 상관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이 측정 변인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유아교

사의 교수 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점검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했다.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 유

아또래상호작용은 각각 7개, 10개, 3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

데, 문항수가 많음으로써 잠재변인의 분산이 커질 수 있기 때

문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문항꾸러미(parcel)

를 구성하였고 각 잠재변인 별로 3개의 문항꾸러미로 측정변

인을 구성하였다. 측정 변인의 평균은 2.84∼4.24, 표준편차는 

.41∼.61, 왜도는 -.76에서 .05사이였고, 첨도는 -.78에서 1.66

사이로 나타났다. 정규분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왜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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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값이 2.0 이하로 나와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다변

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기에 변

인간 경로 설정이 가능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65∼.72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이들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

시하였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

본 결과, VIF 지수는 1.818∼2.28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 모든 변인들 간에는 지나치게 높

은 상관이 없어 측정 변인간 상관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측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RMSEA

는 .027, GFI는 .990, NFI는 .988, TLI는 .993, CFI는 .996로 매

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

을 살펴본 결과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든 측정변인들이 

절대값 .50 이상, C.R. (Critical Ratio)의 값이 모두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표본 자료를 적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임이 인정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여 수용 가능한 적합도 확인 후, 타

당도를 평가해보았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방법을,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념신뢰도 계산 결과 교사-유아 상호작

용은 0.961, 교수효능감은 0.941, 유아또래상호작용은 0.913으

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평균분산추

출 계산 결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892, 교수효능감은 .844, 

유아또래상호작용은 .785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AVE 값이 가

장 큰 상관계수의 제곱값인 .582보다 크기에 판별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수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매

개하여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만들어 적합도

를 평가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의 경우 유아교사의 경

력이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었기에(H. J. Kim & 

Cho, 2009; C. H. Park & Na, 2012), 유아교사의 총경력을 통

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는 .027, GFI는 .988, NFI는 .985,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Teaching efficacy 1 1
2. Teaching efficacy 2 .57** 1
3. Teaching efficacy 3 .65** .68** 1
4. Teacher-child interaction 1 .46** .48** .55** 1
5. Teacher-child interaction 2 .48** .48** .59** .70** 1
6. Teacher-child interaction 3 .44** .49** .58** .63** .72** 1
7. Child peer interaction 1 .14** .14** .15** .15** .19** .22** 1
8. Child peer interaction 2 .17** .19** .21** .16** .20** .19** .47** 1
9. Child peer interaction 3 .13** .11** .13** .11** .15** .15** .44** .26** 1

Table 2
Model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RMSEA GFI NFI TLI CFI
.027 .990 .988 .993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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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Fit of the Alternative Model 

RMSEA GFI NFI TLI CFI
.027 .988 .985 .991 .994

Table 4
Path Estimates of the Latent Variables 

B β SE p
Teaching efficacy → Child-peer interaction .068 .089 .060 .167
Teaching efficacy → Teacher-child interaction .705 .779 .041 ***
Teacher-child interaction → Child-peer interaction .194 .233 .065 **

***p < .001. **p < .01.

Figure 1. Final structural model.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odel 

Direct Indirect Total
Teaching efficacy → Child-peer iteraction .089  .180** .269**
Teaching efficacy → Teacher-child interaction .773*** - .773***
Teacher-child interaction → Child-peer interaction .233** - .233**

Note. N = 800. 
***p < .001. **p < .01.

Table 6
Sobel Test  

Path Indirect z
Teaching efficacy → Teacher-child interaction → Child-peer interaction .180 .2.94***

Note. N = 800. 
***p < .0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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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는 .991, CFI는 .994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수효능감과 유아 또

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문제에 따라 설정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에서 교

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수효능감은 유아 또래 상호작용을 약 

58.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2 = .586), 구조모형 분석결

과는 Table 4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유

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 .779, p < .001), 교사-유아 상호작

용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β = .233, p < .01).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유아 또래 상

호작용에 대한 전체효과(β = .269, p < .01)중에서 간접효과(β 
= .180, p < .01)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수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완

전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로모형에서 간접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

시하였다. Bootstrapping 결과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이 0.01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으며, Sobel test 

결과 검증치 z값이 2.94 (p < .001)로 나타나 두 검증 모두 유의미

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성별의 조절효과분석

지금까지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수효능감과 유

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

되었기에 본 연구모형에서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

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을 이용한 집단 간 비교 분석(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과 집단 간 C.R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값 비교를 통한 모수 차이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은 기존 모형에서 만족하였으므로 측정동일성 

제약을 검정한 후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자녀의 성별 차이가 조

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했다. 남아(N = 404)와 여아(N = 396) 두 

집단에서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측정동일성 검증

을 실시한 결과 RMSEA는 .027, GFI는 .990, NFI는 .988, TLI

는 .986, CFI는 .991로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경로계수에 대해 등가제약

을 가해 제약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델도 비제약모델처럼 모델의 적합도(RMSEA = .033, TLI 

= .980, CFI = .991)가 높게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측정모형인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모든 경로의 표

준화된 계수와 유의성을 비교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

제약모델에서는 여아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사-

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제

약모델에서는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응별 모

수 차이 검증을 통해 유아 성별의 조절효과를 재확인해본 결

과,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경로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경로의 C.R값이 각각 1.961 ( p < .05)과 –2.969 ( p < .01)로 산

출되었다. 이는 교수효능감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경로와 교사 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경로에 유아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것으로 집단 간 차

이 비교와 동일한 결과이다. 구조방정식에서 조절효과를 검증

하는 두 분석 방법을 통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 또

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

Table 7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

Path
Unconstrained model Constrained model

C.Rboys girls boys girls
Teaching efficacy → Child-peer interaction -.012 .297* .088* .081* 1.961*
Teaching efficacy → Teacher-child interaction .719*** .829*** .727*** .826*** .743
Teacher-child interaction → Child-peer interaction .422*** -.063 .262** .212** -2.969**

***p < .0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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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제 4차 자료 1,754명 중 유

아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 800명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수효능감과 유

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는 교수효능감이 높

을 경우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높아지며,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 높아짐으로써 유아 또래 상호작용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교수효능감은 유아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여 교사-유아상호작용이 교사 개인변인인 교

수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완전매개 역할

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 또래 상호작용 제고를 위해 교

사-유아 상호작용이 중요한 변인임이 증명되며, 선행연구와

도 일치한 결과이다(Brich & Ladd, 1997; Ladd & Burgess, 2001; 

Murray & Murray, 2004; Pianta, 1994). 양질의 교사-유아 상호

작용은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모델링을 통해 

긍정적 사회화 과정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집단 내 아

동 수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교사 대 아

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양질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나 집단의 

크기, 교사의 경력 등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구조적 질에 포함되는 변인들이다. 과정적 질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행동, 온정적이고 민감한 보육 유아에게 제

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

국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

아교육현장의 질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아직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

다.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선정하는 도구가 아닌 

CLASS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와 같은 상호작용 

중심의 질 평가 척도를 통한 평정과 교사 컨설팅이 필요할 것

이다. 더불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

의 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실천현장을 위한 정책

적,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새로

이 등장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련 지표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

작용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일 것이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

용에 영향을 받는 유아 또래 상호작용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유아 관계에서의 성차, 혹은 유아 또래 

관계에서의 성차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유

아를 둘러싼 교사와 또래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아의 유아 또래 상호작용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받고, 남

아의 유아 또래 상호작용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

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학자들이 유아 성별 차이의 원

인에 대해 사회문화학적 관점에서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을 

언급한다(Han, 2004; Siegel, 1987).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다른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양육태도

를 보이거나 교사가 성 유형화된 놀이를 제공하여서, 혹은 전

통적인 성 역할에 맞는 놀이를 고집하는 또래로 인해 후천적

인 성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외 일부에서는 성차의 첫 번

째 원인으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S. J. Lee, 

2004). 아직까지 유아 성별 차이의 정확한 원인은 제시되지 않

지만 여러 선행연구들과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본 연구를 통해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그리고 유

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유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을 검증하였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유아 성별에 따른 또래

관계, 사회성, 언어, 인지발달 등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

기에(S. R. Park & Park, 2010; Shigetomi, Hartmann & Gelfand, 

1981; Zarbatany, Hartmann, Gelfand, & Vinciguerra, 1985),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남아와 여아가 영향을 받는 관계가 다르다는 

결과는 추후 그 원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현장에서 이를 고려

한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특정성별에 대한 혐오,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잘못된 성 가치관은 자칫 성에 대한 이해나 성 평등이 아

닌 성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 가치관과 

달리 성별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존중받는 것이 아닌 선

천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 그 자체로 인정하

고, 이해한다면 개별 차이를 배려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

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스스로 또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에(M.-S. Kim & Suh, 2018), 그 과정에서 고려된 개별성은 상

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유아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사용했기에 각 변인에 

충분한 하위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조절변인으로 유아 성별 한 요소만 고려하였는데 후

속 연구에서는 유아 성별 외에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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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수효능감과 교사-

유아 상호작용, 유아 또래 상호작용은 모두 교사에 의해 평정

된 데이터라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유아의 행동에 대한 인

식은 부모에 비해 교사가 더 평균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Firmin, Proemmel & Hwang, 2005; Schmitz, Saudino, 

Plomin, Fulker, & DeFries, 1996),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이 일

정 수준 인정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아직 상호작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않은 유아

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그리고 유아 또래 상호

작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

작용의 매개를 통해 교수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와 유아 그리고 또래의 관계를 심도 있

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

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다. 마지막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수효능감,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

계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여 유아교육 현장에

서 이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의 필요성을 마련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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