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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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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lay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interaction with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stage,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s: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argeting 269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playfulness and positive play belief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examine
their effect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21.0 and SPSS Amos 21.0, as well as
the bootstrapping method.
Results: With the mediation of positive play beliefs, play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the emotional, linguistic, and behavioral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young children.
Conclusion: The play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not only has direct effect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stage, but also has indirect effects on it with the
mediation of positive play belief.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ossess
positive play beliefs by internalizing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lay based on their own
play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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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유아교사의 역할은 시대적인
변화나 문화, 정책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그 역할을 한 마

어린이집에서 유아는 하루 중 긴 시간을 교사와 함께 경험하

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아교사가 수행하는 여러 역할 중

고 활동하며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나간다. 유아

에서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

는 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자신이 포함된 사회

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유아의 경험과 활동은 많

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을 배우

은 부분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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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if, McWilliam, Ridley, & Wakely, 2000; Downer, Sabol, &

도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Hamre, 2010),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발달

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ickinson, Darrow, &

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행동 이면에 있는 유아교사

Tinubu, 2008; Vandell, 2004).

의 성향, 가치, 신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련성에 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탐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는 다

구 결과들에 의해 확인된다(H. J. Cho & Kim, 2007; Trawick-

르게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어린이

Smith & Dziurgot, 2011). 예를 들어,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인

집의 하루일과 전체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피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자신감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

기보다는 하루일과 중 유아의 놀이와 수업을 중심으로 유아

고, 환경적인 요구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도록 지원해

교사의 상호작용을 탐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하루일과

주며 또래 간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를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과 유아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으로 나타났다(Dan, 2011; M. J. Kim, 2013). 교사와 유아의

자유선택활동으로 구분하여(Shim et al., 2014), 자유선택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유아의 탐색능력

동시간을 중심으로 놀이와 수업에서의 교사-유아의 상호작

을 발달시키고(M. S. Choi & Hwang, 2007) 유아의 과제 집중

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

력을 높여(Wee & Park, 2007), 수준 높은 인지적 발달을 돕는

는 연구가 많은 것이다(S. Kim & Kim, 2006; B.-Y. Lim, Oh, &

것으로 알려졌다(S.-K. Lee & Kim, 2016). 또한 교사와 유아의

Choi, 2008). 이는 교사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의 가치와 중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도

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아의 놀이가 보육과정이나 학습

움을 주고(Leflot, Onghena, & Colpin, 2010) 유아의 적대적 공

과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

격성을 낮추는 것으로도(H. J. Shin & Shin, 2014) 보고되었다.

전체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넘나들며 연계되어 이

이처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영역

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교사-유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의 질임을 인식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등원에서 귀가까지 대부

을 지향한다면,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전체를 교사-유아 상호

분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

작용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곧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의 질(Downer et al., 2010)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즉, 교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 유아교사 개인의 내

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유아와 함께 하

적변인 중에 하나인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련

는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교사는 유아의 일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놀이성은 어떤 환경도 즐겁고 재미있

상적 양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이해하

는 놀이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의 내적동기 및 성향

게 되며,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으로서 성격 특성 중 하나이다.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

된다.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유아교사의 놀이성에 중점을 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

고자 하는 것은 놀이성은 즐거움, 관심, 참여를 높이는 행동

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

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Glynn & Webster, 1992; Park & Kim,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2004), 자발적 동기 및 창의력과 같은 놀이의 근본적 특성(H.

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교사의 교육수준이나

Lee, Jo, & Lee, 2010)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놀이성이 높은

훈련기간(Chung, Lee, & Kang, 2016; H.-C. Kim, 2008), 교사

사람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만들고,

효능감(Han & Huh, 2016; Moon, 2005) 또는 직무만족도(B.

일이나 관계 맺기 등의 수행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난 것으로

K. Cho, Go, & Park, 2003; J.-S. Choi & Kim, 2014)를 제안하

밝히고 있다(Barnett, 2007; Schaefer & Greenberg, 1997). 즉,

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

유아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전체에서 유아와의 놀이뿐

식이 많으며, 훈련을 더 많이 받은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즐거워서 유아와 함께하고자 하는

에 더욱 긍정적이고,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 또는 직무만족

내적동기가 있다면,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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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 그만큼 놀이는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그러나 유아들이 하루 중 긴 시간을 머물며 다양한 놀이와

있으며 놀이는 유아의 발달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놀

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고, 놀

이성 연구는 미흡하며,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한 어

이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환경, 타인, 자신과 상호

린이집의 하루일과 전체의 관점에서 교사의 놀이성이 발휘

작용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사의

록 하는(de Kruif et al., 2000) 학습 과정으로서의 가치도 내포

놀이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지도전략(Kwon, 2013)이나 음률지

하고 있다. 이처럼 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

도의 적극성(I. Lee & Lee, 2016; H. Lim & Bang, 2017)에 긍정

이 있고,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의 기능을

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할 때, 유아교사의 놀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놀이신념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이성은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부

대한 교사의 일반적 신념에 기초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분 유아들의 일상생활 및 놀이경험이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

신념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주장이나 의견, 판단 등을 의미

루 중 많은 시간 생활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린

있게 받아들여 개인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

이집에서 유아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지지

로(Sigel, 1992), 교사의 일반적 신념은 예비교사교육의 교육

하며 개입하는 등 유아의 하루일과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

과정과 현직교사 경험, 교사연수 및 전문서적 등을 통해 교수

치는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활동 경험을 교사 자신의 일반적 신념으로 해석하고, 교수 실

치는 내적 변인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제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Robinson &

한편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함께 교사-유아

Schwartz, 1982; E. Shin et al., 2004; Spodek, 1985). Spodek과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유아

Rucinski (1984)는 교실에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교사들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긍

의 일반적 신념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는 유아의 성장과 발

정적 놀이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유아가 놀

달을 이끄는 방법 중 주로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신념이 많았다

이를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아의 놀

고 밝히고 있다. 유아교사의 일반적 신념은 보육과정은 어떠

이에 접근하는 유아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E.

해야 하는지, 보육과정 속에서 유아에게 놀이는 어떠한 영향

Shin, 2000).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 놀이의 관찰, 놀이 환경의

을 주는지, 유아의 놀이에 교사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조성,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

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유아교사의 일반적 신념은 교수행

념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놀이에 대한 교사의 행동

동의 계획과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은 유아의 놀이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E. Shin, Yu,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유아교사 자신의 일반적

& Park, 2004). 즉, 유아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어떠한 인

신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긍정적 놀이신념은 유

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유아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

아의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한 하루일과 전체에서

록 환경을 마련하며 유아와의 놀이에 적극 참여하여 유아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하는 등 교사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와 유아의 만남과 헤어짐의 전

다.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도전으로 여

과정에서 관찰, 질문과 격려, 지지와 개입 등 유아의 사고를

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신을 성장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

다양하게 자극하는 방법에 의하여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도

식하여 문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려는

록 하므로 유아교사가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보다

성향이 있는데(Guitard, Ferland, & Dutil, 2005) 이러한 성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은 즐거움과 재미를 바탕에 두고 자발적 동기라는 놀이의 속

예측된다. 영유아교사의 놀이신념이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성과 그 뜻을 같이하므로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가 놀이의

상호작용 증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Seo & Lee, 2014;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내면화 할

Yi & Choi, 2013)들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념이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교사-유아의 상호작

Froebel (1887)은 놀이가 유아의 내적 세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 양식이고,
유아기의 발달적 본능을 바르게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

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이상의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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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 볼 때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유
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교
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고, 내

연구대상

면화된 긍정적 놀이신념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높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105개 기

을수록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높게 나타나는데, 높은 수준

관의 유아반 담임교사 269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의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을 형성하여 높은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수준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연구대상 유아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다. 이는 놀이성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내적동기에 의해 유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56.9%)이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아와의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재미있는 놀이 같이 만들

(24.9%), 직장어린이집(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의

어 상호작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연령은 만 3세가 39.8%로 가장 많았고 만 4세가 36.0%, 만 5세

문이다. 또한 긍정적 놀이신념의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교

가 24.2%로 순이었다. 보육경력은 5년～7년 미만(27.1%)이 가

수행동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사의 일반적 신념에 근거하여

장 많았고, 7년～10년 미만이 22.7%, 3년～5년 미만이 22.3%로

놀이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39.4%로 가

에서도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한 상황을 즐겁게 만들고 긍정

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5.7%,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

적인 정서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자가 17.5%였다. 유아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학(37.9%), 보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이성 수준이 유아교

육학(22.7%), 아동학(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

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이

는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56.9%)이 가장 많았고, 유치원 2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매개효과를

급 정교사(27.1%), 보육교사 2급(10.6%)의 순이었다.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긍정
적 놀이신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

연구도구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교사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유아교사의 놀이성

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유아교사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와 Greenberg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및 교사-유아의 상호작

(1997)에 의해 개발된 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를 Oh
(2008)가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유아교사 놀이성 검사를 사

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용하였다. 이 도구는 익살스러움(5문항), 유머감각(7문항), 재
미탐닉(6문항)의 3개 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살

연구문제 2

스러움은 농담 혹은 재미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의미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놀이성의 영향은

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내가 먼저 재미있는 말

긍정적 놀이신념에 의해 매개되는가?

이나 행동을 한다.”와 같은 문항이다. 유머감각은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는 성향을 말하고, 문항의 예시
로는 “나는 되도록 많이 웃거나 미소 짓는 것을 좋아한다.”와

Positive
Play Beliefs

같은 것이다. 재미탐닉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상황을 만드는 성향을 의미하며, “나는 때때로 우스운 표정을
하거나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은 문항이다. 본

Play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igure 1. Hypothetical model.

Interaction
with Young
Children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고 놀이성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합산점수가 높을수
록 유아교사의 놀이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놀이성 전
체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19 Play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Interaction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ype of child care center

Age of class children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s)

Education

Major

Certification (multiple responses)

Variables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
Workplace childcare center
Private childcare center
3
4
5
Under 3
3-5
5-7
7-10
10 and over
High school graduate
Two or three-year college graduate
Four-year university graduate
Master’s degree or higher
Child stu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Other
A kindergarten first class teacher
A kindergarten second grade teacher
Childcare teacher level 1
Childcare teacher level 2
Other

n
153
49
67
107
97
65
39
60
73
61
36
20
106
96
47
49
102
61
57
1
107
225
42
20

%
56.9
18.2
24.9
39.8
36.0
24.2
14.5
22.3
27.1
22.7
13.4
7.4
39.4
35.7
17.5
18.2
37.9
22.7
21.2
0.3
27.1
56.9
10.6
5.1

Note. N = 269.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

달시킨다.”, “놀이는 유아에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다.”와 같
은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gle (2003)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

의해 제작된 the 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번안한 You와

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

Yoo (2008)의 어머니 놀이신념 척도를 영유아기관 상황에 맞

아교사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놀이신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게 수정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You와 Yoo (2008)의 척도는 긍

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정적 놀이신념과 부정적 놀이신념, 부모중심 놀이신념 3개 요
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종속변인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교

교사-유아 상호작용

사가 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이해하고,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며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하루 일과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J.-S. Lee (2003)가

동 전체에서 관찰, 지지와 개입 등으로 유아의 발달에 기여 하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Childhood Programs (APECP) 평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아교사가 놀이의 가치와 중요

가척도, the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인정기준,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때문에 긍정적 놀이신념만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Children (NAEYC) 인정기준,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한

놀이신념은 “놀이를 통해서 유아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발

국 교육 개발원 평가 기준 등의 평가척도에서 문항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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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정·보완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평가척도를 본 연구에

하였다. 처음 배포된 설문지는 289부였으며, 회수된 285부 중

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중복응답이나 무응답 항목이 포함된 자료 16부를 제외하고

및 행동적 상호작용 3개 하위영역으로 각각 10문항씩 총 30

총 269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의
개별적 감정에 반응해주고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자료분석

나눌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유아의 다양한 정서표현에 대해 느낌을 존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와 같은 것이다. 언어적 상호작용

NY)과 SPSS Amo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

은 교사가 유아의 질문이나 요구에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을 의미하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

고 유지한다.”와 같은 문항이다. 행동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측정

신체적 표현을 통해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변인들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돕는 것을 말하며, “유아에게 안아주기 등 긍정적인 신체표현

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

을 자주한다.”와 같은 문항이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

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것이

연구문제에 제시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간접효과 분석에 효

고, 점수가 낮을수록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음을 의

과적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

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상호작용 .91, 언어적 상호작용 .91, 행동적 상호작용 .90으로

였다(Bollen & Stine, 1992). 모형의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는 절대 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χ2 (CMIN)과 Root Mean

높은 수준이었다.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고, 증분적
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는 Tucker-Lewis Index (TLI)와

연구절차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평가에 적용하였다.

예비조사

Results
본 조사에 앞서 검사도구인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
신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문항내용 적절성 및 이해도, 검사

연구결과의 제시에 앞서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소요시간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하여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위해 기술통계치와 Person의 상관계수를 제시하면 Table 2와

27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

같다.

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 51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으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본 조사

의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놀이성 평균은 5점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67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본 조사는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조사 대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의 평균은 5점 기준 4.53점으로

상이 된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105개소의 유아교사를 대상으

높게 나타났다.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평균은 하위 영역별

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어린이

로 나누어 보면 5점 기준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이 4.29점으로

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유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

가장 높았고, 행동적 상호작용은 4.22점, 언어적 상호작용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유아교사들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

4.2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며 1주의 여유를 두고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재방문하여 회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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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Playfulness
2. Positive play beliefs
3. Emotional interaction
4. Linguistic interaction
5. Behavioral interaction
M
SD
Note. N = 269.
**p < .01.

1
—

2

.409**
.536**
.503**
.517**
3.67
.578

—

3

.483**
.512**
.493**
4.53
.508

4

5

—
.911**
.907**
4.29
.504

—
.899**
4.21
.526

—
4.22
.509

Table 3
Goodness of Fit of the Mediation Model
χ2

5.072

df
4

TLI
.998

CFI
.999

RMSEA
.032

긍정적 놀이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409, p < .01)이 나타

.368, p < .001), 행동적 상호작용(β = .338, p < .001)에 유의한

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언어적 및 행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놀이성

동적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r = .536, p < .01; r = .503, p < .01; r

은 긍정적 놀이신념이 높을수록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

= .517, p < .01)이 나타났다. 긍정적 놀이신념은 교사-유아 상

호작용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유아교사의

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과

높은 놀이성 수준은 높은 긍정적 놀이신념으로 이어져 교사-

정적 상관(r = .483, p < .01; r = .512, p < .01; r = .493, p < .01)이

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이는 간접적인 경로가 밝혀졌다.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유아 상
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 놀이신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교사-유아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놀이신념의
매개효과

념을 통해 유아와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시도 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다음의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유아의 정서적, 언어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을 통해 교사-유아의

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χ2 =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

5.072 ( p = .280), TLI = .998, CFI = .999, RMSEA = .032로 매

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서적 상호작용 .129, 언어적 상

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

호작용 .151, 행동적 상호작용 .138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밝혀졌다(Table 3).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의 상한

하였다(Table 5). 그 결과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유아의 상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밝혀진 경로를 살펴보면, 유아교사

값과 하한 값이 정서적 상호작용은 .078~.189, 언어적 상호작

의 놀이성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언어

용은 .096~.211, 그리고 행동적 상호작용은 .091~.191로 0이

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β = .406, p < .001; β = .352, p < .001; β

포함되지 않아 정적인 영향력으로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

= .379,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놀이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

아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β = .409, p < .001)을 통

정적 놀이신념이 높아져,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의 정서적, 언

해 정서적 상호작용(β = .316, p < .001)과 언어적 상호작용(β =

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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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Final Model
Paths
Playfulness
Playfulness
Playfulness
Playfulness
Positive play beliefs
Positive play beliefs
Positive play beliefs
***p < .001.

→
→
→
→
→
→
→

B
.359
.354
.320
.333
.314
.382
.339

Positive play beliefs
Emotional interaction
Linguistic interaction
Behavioral interaction
Emotional interaction
Linguistic interaction
Behavioral interaction

SE
.049
.046
.048
.047
.053
.055
.054

β
.409***
.406***
.352***
.379***
.316***
.368***
.338***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layfulness
Playfulness
Playfulness
***p < .001.

→
→
→

Paths
Emotional interaction
Linguistic interaction
Behavioral interaction

Direct effect
.406***
.352***
.379***

다.

Indirect effect
.129***
.151***
.138***

Totel effect
.536***
.503***
.517***

95% BC of indirect effect
Lower
Upper
.078
.189
.096
.211
.091
.191

상호작용 간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Discussion

과는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놀이신념, 놀이교수효능감과 정적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사의 놀이신념과 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정적 관련성을

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E. Shin & Park, 2006; Yu & Shin,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놀이신념의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유아교사 자신이 유아와의 놀이

매개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울시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사 269명을 대상으로 질문

놀이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와의 정서적, 언어

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놀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인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Kwon, 2012)와 일관된 것이며 교

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간 모두 유의

둘째,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을 매개로 교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유

사-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 직·간접의 영

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놀이신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통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먼저,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에 유의한 영

으로 나타나, 긍정적 놀이신념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함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내적

밝혀졌다. 분석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동기가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출하였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교사가 긍정적 놀이신념을 갖는다

첫째, 유아교사의 놀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상

는 것은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가 즐거운 활동이고, 유아는 놀

호작용 간에는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이끌어 간다는 일반적 신념

는 유아와의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아교사의 놀이성

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준이 높게 나타나며,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만족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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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Schaefer & Greenberg, 1997)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체적 자아개념을 탐색하고 성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향은 내적동기, 즐거움, 자유로운 선택, 능동적 참여 등 놀이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 및 행

의 특성과 그 흐름을 같이 하므로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가

동은 교사의 일반적 신념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형성

설명하고, 놀이신념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놀이성이 전 생애에 걸쳐 드러나

힌 연구결과(Seo & Lee, 2014; Stipek & Byler, 1997; Yi & Choi,

는 내적 특성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

2013)를 지지한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과 행동이 유

문에 다양한 행동의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인으로

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작용한다(Huizinga, 1938/2010)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E. Shin & Park, 2006; Yu & Shin, 2005)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의 역할이 이해될 수 있

수 있다. 이는 긍정적 놀이신념의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교

다. 또한 유아교사의 놀이성을 통해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갖

수행동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사의 일반적 신념에 근거하여,

는다는 것은 교사로서 중요한 자질의 향상을 증진 시킬 수 있

놀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다는(Pajares, 1992)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한 상황을 즐겁게 만들고

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

긍정적인 경험을 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 있다.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와의 활동에서 즐거

한편,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움, 재미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유아와의 활동에 적절

행동적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하게 개입하고 참여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놀이

다. 즉, 놀이성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가 재미있어 하

신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가 유아와의 활동에 즐

는 놀이나 일과활동에 똑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공감대 형

거움을 느끼는 것이 교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Jarrett, 1998)

성을 쉽게 하며, 놀이뿐 아니라 일과활동 안에서 유아가 자신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의 정서를 마음껏 표출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상호작용을 시도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유아의 놀이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가진 유아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한 하루일과 전체에서 교사-유아의

교사는 유아와의 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해 유아가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유아만의 유용한

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놀이신념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어 맞닥뜨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교사 자신의 일반적 신념으로 삼고 있

갈 수 있도록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 유아와의 놀이뿐 아니라 일과활동 안에서 따뜻하고 반응

이와 함께 놀이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의 신체발달과 관련

적이고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

된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하고, 움직임의 모델이 되기도 하며

안과 같은 부정적인 유아의 감정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다시

유아가 놀이 및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능력과 한계를 알고 행

긍정적인 감정으로 제공하여 유아가 즐거운 감정으로 놀이뿐

동조절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행동적 상호작용을 지원한

아니라 일과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상호작용을 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이 높은 사람이 주

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긍정적 놀

어진 일이나 활동을 보다 즐기면서 수행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신념을 가진 유아교사는 유아가 잘 놀기 위해 다른 사람의

(Schaefer & Greenberg, 1997), 이러한 성향이 업무수행에 잠재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

적인 영향을 주고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도록 한다(Spaulding,

아 자신의 언어사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2010)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덧붙여 교사의 놀이성이 유아

유아가 따분하거나 재미없다고 느끼는 놀이뿐 아니라 일과활

의 문제행동지도전략(Kwon, 2013)이나 음률지도의 적극성(I.

동 상황도 우스운 이야기로 만드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하

Lee & Lee, 2016; H. Lim & Bang, 2017)과 같은 교수행동에 긍

여 유아가 다른 사람과 언어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경험을 할

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선행연구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놀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긍정적 놀이신

이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의 성장, 발달과 보육의 질 향상

념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의 신체발달과 관련된 표현들을 이

을 위해 유아와 긍정적으로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

해하고 있어 유아가 놀이뿐 아니라 일과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용을 시도한다(Trawick-Smith & Dziurgot, 2011)고 이해될

욕구를 조절하여 적절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

수 있다. 놀이성이 풍부한 유아교사는 유아와의 놀이뿐 아니

아와의 모호한 상황도 행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라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나누고, 재미있거

Lim and Hwang 24

나 우스운 것, 엉뚱한 것을 수용하는 등 민감한 정서적, 언어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성이 낮은 교사들도 교사교육을 통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유아와

해 긍정적 놀이신념을 형성하고 증진시키게 된다면 이들이 유

의 놀이 및 일상생활을 포함한 하루일과 전체에서 주어진 상

아와의 놀이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서

황을 재미있는 놀이와 같이 즐기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

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이 유아교사가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

서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내용에 놀이뿐 아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 높은 수준의

라 일상생활에서 놀이의 가치는 물론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일의 수행능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 &

인식시키고 이를 유아와의 하루일과 전체에 있어서 보다 적극

Vaughan, 2009).

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긍정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높을수

적 놀이신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연수 지원은 물론 어린

록 긍정적 놀이신념이 높았고, 긍정적 놀이신념이 높을수록

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을 위한 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도 높아짐을 검증하여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직 · 간접적 효과를 갖는 영향

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교사의 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이성이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 반응적 교수행동을 이끌어낸다

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국한하였고, 경력이 짧은

는 선행연구(Kwon, 2012; I. Lee & Lee, 2016; H. Lim & Bang,

유아교사들이 포함되었으며, 유아교사와 유아의 환경적인 요

2017)를 지지하는 것이며, 영유아교사의 교수 적극성은 이에

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대한 긍정적인 놀이신념이 발휘될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앞선

다.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고, 유아교사 그

연구결과(Fogle, 2003; Kwon, 2013; Seo & Lee, 2014; Yi & Choi,

룹 구분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하여 유아교사와 유아를 둘러싼

2013)와 일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

환경적인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

적 놀이신념이나 교사-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

째, 질문지 조사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일과활동의

작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사가 자신의 즐거움

실제를 유아교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여 유아교사의 놀이성,

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이를 유아와의 놀이뿐 아니라 일상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모두 유아교사의

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식에 따라 측정하였으므로 주관적인 편의 가능성이 있다.

을 나타낸다. 놀이성은 내적 성향이라는 개인적 특성의 의미

특히 유아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의 경우 평균이 4.53점으로

를 갖고 있으나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J. Y.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인 누

Kim, 2007) 보고되고 있다. 즉, 긍정적 놀이신념이나 교사-유

리과정이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서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

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은 놀이성이 환경이

조하고,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실천을 지지하여 놀이의 중요성

나 경험에 의해 재형성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거로 유

이나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교사교육

아와의 하루 일과활동 중 유아교사가 자신의 즐거움을 자유롭

및 장학이 이루어져 유아교사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

게 표현하는 자발적인 동기를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증대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의 타당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관찰평정 도구나 기관평가 자료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놀이뿐 아니

을 살펴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라 일상생활에서 교사-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

횡단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변인 간 인과성의 선행구조

작용의 수준을 높이려면 유아교사의 놀이성 지원과 함께 긍정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

적 놀이신념을 계발하는 것이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교사-유

이성,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시간적 특성

아의 상호작용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놀

을 반영한 종단적인 방식으로 검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교사 자신의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린이집 하루일

신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Stipek & Byler, 1997), 이러한 구

과 전체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교사-유

체적인 신념이 적극적인 교수행동에 영향을 준다(Fogle, 2003)

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교사의 놀이성,

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실행을 통해 놀이의

긍정적 놀이신념과 같은 유아교사 개인의 내적 특성에 주목하

중요성과 가치, 의미를 내면화하여 긍정적 놀이신념을 갖도록

여 그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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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긍정적 놀이신념의 매개효과를 밝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고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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