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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1,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부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executive function 
(EF),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of 4, 5, and 6-year-old children, as well as the impacts of EF 
on peer competenc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whether children’s playfulness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 and peer competence.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94 children from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Gyeonggi-
do. The three EF subcategories (working memory, inhibition, and shifting) were measured using the 
Digit Span task, the Day-Night task, and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Playfulness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 and peer competence was 
measured using the Peer Competence Scale. The mediating effect of playfulness was confirm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tudy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in children's EF 
according to age group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between the age groups. (2) After controlling for age, positive correlations were shown 
among EF,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3) Playful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F 
and peer competence.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children’s playfulness is an essential factor both forming and 
maintaining successful peer relationships, and makes clear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pproaches for cultivating children’s  playfulness in order for them to create and 
maintain successful pe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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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사람이나 또래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화 과정이 시

작된다. 먼저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에서 벗어나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경험하

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Shaffer, 

2000).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에 다니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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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졌고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하면서 유아교육기관

에서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

었다. 이처럼 가정을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이 증가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는 유아기의 또래

유능성은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Yoo & S. 

Kim, 2017).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또래유능성은 많은 학자들

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또래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

지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J. Park & Rhee, 2001). 또래로부

터의 지지와 인정은 유아가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현

재의 기술을 더 정교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Rubin, 

Bukowski, & Parker, 2006),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갈등관리, 신뢰의 형성과 유지, 친밀감 형성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가진다(Erwin, 2013). 또래유능성

이 높은 유아는 여러 유아와 고루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

용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

인다(J. Park & Rhee, 2001). 그러나 또래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또래관계 내에서 보편적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회

에서 받아들여지는 적합한 행동 유형을 습득하지 못해 이후 삶

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Hunter, Bierman, & Hall, 2018).

유아는 만 3세부터 친구관계에 대한 틀을 형성하면서

(Kostelnik, Whiren, Soderman, Rupiper, & Gregory, 2014), 만 4

세쯤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양상

을 나타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행동과 문제행동에 

의한 갈등과 다툼이 동시에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Rubin et 

al., 2006). 또한, 유아는 성장하면서 타인의 관심과 바람에 더 

민감해지고, 인지 · 신체 · 언어 능력 및 사회적 이해가 발달하

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또래 관계의 수준을 발달

해 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유능성의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동시에 유아의 또

래유능성에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유아의 효과적인 또래관계 형성

을 위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유아가 또래와 효

율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

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또래유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실행기능은 의

식적이고,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사고, 행동 그리고 정서

를 관리 · 통제 · 조절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기제 

중 하나이다(Carlson, 2005; Zelazo & Carlson, 2012). 즉, 문제 해

결 및 계획, 주의와 같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

는 중요한 고차원적 인지 과정이다(Wasserman & Wasserman 

2013). 실행기능 하위요인 중 억제(inhibitory)는 지배적인 반

응과 행동을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과 반응을 지지하는 능력

이고(Rothbart, Ellis, Rosario-Rueda, & Posner, 2003),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은 개인이 의식적인 사고에서 보유하고 조절

할 수 있는 정보의 양(Hughes & Graham, 2002)으로 인지적으

로 요구되는 작업에 새로운 정보를 수집, 조작 및 업데이트하

는 능력이다(Sung & Wickrama, 2018).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은 반응을 전환하며 주의를 분배하는 능력과 실수로

부터 배우고 대안적 전략을 고안하는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정

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nderson, 2002).

실행기능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연령에 따

라 지속적인 발달과정을 보이며(Zelazo & Müller, 2011),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성장하여(Thatcher, 1992), 3

세에서 5, 6세에 이르는 유아기에 현저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Carlson, 2005; Hughes, 1998; Seo & R. Park, 2007). 

Welsh, Pennington과 Groisser (1991)에 의하면 유아기 이후 성장

발달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자기주장

이 조절된다고 보았고, B. Y. Kim (2016)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인 ‘억제’는 공감적 이해나 도덕적 성숙에 필요한 친사회적 능력

에 영향을 주어 또래유능성 발달에 필요한 요인임을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실행기능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직접적인 관

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놀이성(playfulness)이 제시되고 있다. 놀이

성은 놀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잠재적인 힘 또는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태도로서(Barnett, 1991), 일과 놀이를 구분하게 해주

며 유아가 놀이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즐기는 정

도를 나타낸다(Lieberman, 1965). 놀이성이 높을수록 놀이를 심

리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하고 즐거운 태도를 가지며 정서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Singer & Rummo, 1973). Woo (2013)는 놀이

성이란 주로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나 즐거움 또는 만족감을 얻

기 위해 유아 스스로 놀고자 하는 기분이나 태도라고 정의하면

서,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놀이 상호작용을 할 때 주도적인 동

시에 협조적이며 사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놀이성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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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발성을 가지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연스러

운 놀이 상황을 통해 또래관계 기술이나 규칙에 친숙해지는 사

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놀이성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유

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끼고 생각하여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놀이를 통해 또래유능성이 

잘 발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Connolly & Doyle, 1984; S. J. 

Han, 2013; Y. H. Kim, 2002; Hwang, 2006; Rogers & Sawyers,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사회적 놀이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한 선행

연구(An & Kim, 2008; S. Lee, 2004; Pellegrini & Boyd, 1993)를 

바탕으로 만 4-6세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놀이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유아의 욕구를 조절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

성으로 여겨지는 실행기능은 또래와의 놀이에서 필요한 규칙

을 지켜 놀이를 지속시키는 능력과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

으며(E.-J. Park, 2017), 즉흥적인 사고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놀이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창출하는데 중요하

다고 보고되었다(Turner, 1997). 또한, 실행기능과 놀이의 질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본 Slot, Mulder, Verhagen과 Leseman (2017)은 

유아들은 가작놀이를 통해 목표를 조직화하고, 계획을 형성하

며, 함께 놀이하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

게끔 만드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유아의 실행

기능과 상징놀이의 관계를 살펴 본 Kelly, Dissanayake, Ihsen과 

Hammond (2011)는 구조화된 실험실 환경에서 만 4-7세 유아

들의 가작놀이가 다른 현실을 가장(pretend)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실행기능과 놀이성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며, 또한 각각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근거할 때, 실행기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발

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몰입하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유아의 

놀이성을 통해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행기능, 놀이

성, 또래유능성이 지속적인 발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초점

을 맞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유

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놀이성

이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94명의 동의서가 회수되었다. 연

구에 참여한 유아는 총 94명(남아 = 50명, 여아 = 44명)이었고, 

평균 월령은 66.33개월(SD = 10.75)이었다. 만 4세는 32명(남

아 = 19명, 여아 = 13명)으로 평균 월령은 54.25개월(SD = 3.42)

이었고, 만 5세는 31명(남아 = 15명, 여아 = 16명)으로 평균 월

령은 66.29개월(SD = 3.73)이었다. 만 6세는 31명(남아 = 16명, 

여아 = 15명)으로 평균 월령은 78.84개월(SD = 3.83)이었다.

연구도구

또래유능성

또래유능성은 J. Park과 Rhee (2001)가 개발한 또래유능성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각각의 하위요인을 평정하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교성’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에 관한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

사회성’은 다른 아동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Cho and Sung   64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

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

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에 관련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었으며 총점

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

항의 신뢰도는 .96 이었으며, 각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사교

성 .95, 친사회성 .90, 주도성 .92로 나타났다.

놀이성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놀이성을 알아

보기 위해 M. S. Kim, Kim과 Park (2012)이 Lieberman (1965)의 

놀이성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 (1991)이 제작한 아동용 놀이

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의 단점을 보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일

으키는 내적 태도를 측정하며, ‘주도적 참여’는 놀이 시 또래와

의 협력 정도, 나누기, 접촉, 또래 수용 정도, 상호작용 등의 주

도성에 관한 1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지적 융통성’은 놀

이 시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등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지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 몰

입’은 놀이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개 문항,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주도적 참여 .96, 인지적 융통성 .93, 즐거움의 표현 .86, 자발

적 몰입 .86이었다.

실행기능

실행기능의 작업 기억, 억제,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

은 과제를 사용하였다.

작업기억 - ‘숫자 따라 하기’ 과제(Digit Span Task)    유아의 작

업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Kwak, Oh와 Kim (2001)의 한국 아동

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Ⅳ [K WISC Ⅳ])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바로 따라 하

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과제

는 청각적 자극을 통한 정보를 기억하여 바로 따라 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여 거꾸로 되풀이하는 과정을 동

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Conway et al., 2005). 과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

성하였다. 숫자 바로 따라 하기는 숫자 1에서 8까지 총 8개의 

숫자가 무작위로 조합되어 제시되면 유아가 이를 듣고 조합된 

숫자를 동일하게 따라 말하는 과제이다. 처음에는 숫자 두 개

의 조합으로 시작하며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숫자

가 하나씩 늘어나서 2단위(예:1-7)부터 7단위(예: 1-6-4-5-8-7-3)

까지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3번의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유아에게 제시되는 숫자 단위는 동일하며, 총 6개의 단계가 3

번씩, 총 18회 시행으로 구성된다.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는 숫

자 바로 따라 하기와 동일하게 숫자가 제시되지만 1단계 방법

과는 반대로 유아가 숫자를 거꾸로 따라 해야 하며, 총 5개의 

단계가 2번씩, 총 10회 시행으로 구성된다. 총 2단계로 구성되

고, 각 시행에 1단계 당 1번 시행으로 간주되며, 각 시행에서 바

르게 반응하면(1점), 틀리게 반응하거나 제시된 시간 동안 답
변을 하지 못하면(0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검사의 총점 범위

는 0-2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고, 이

를 거꾸로 되풀이할 수 있는 작업 기억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억제 - ‘낮-밤’ 과제(Day-Night Task)  Gerstadt, Hong과 Diamond 

(1994)가 Stroop과제를 만 3-7세 유아용으로 변형하여 억제 능

력을 측정하도록 고안한 과제인 낮-밤(Day-Night) 과제를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낮-밤 과제는 1단계와 2단계

로 구성되며 유아는 각 단계에서 제시된 규칙에 따라 ‘해’ 또는 

‘달’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보고 반대로 또는 바르게 대답을 해

야 한다. 본 과제는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단어를 

반응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반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억

제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과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낮-밤’ 과제는 그림과 연상되는 단어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과제가 시행되기 전에 유아에게 해와 달을 낮

과 밤중에 언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낮과 밤을 말해볼 수 있

는 연습 시간을 제공한다. 낮-밤 과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

되며, 1단계에서 유아는 낮을 연상시키는 해 그림을 보고 반대

로 밤이라고 대답해야 하며, 밤을 연상시키는 달 그림을 보고

는 반대로 낮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칙

을 유지하되, 그림에 ‘구름’과 ‘별’ 그림이 그려진 6장의 카드에

서는 반대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르게 대답해야 하는 규칙이 

추가된다(예: 구름이 포함된 해 그림 카드를 보고 낮이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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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총 2단계로 구성되는 과제는 1카드당 한 번 시행으로 간주

되며, 각 시행에서 바르게 반응하면(1점), 틀리게 반응하거나 
제시된 시간 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면(0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검사의 총점 범위는 0-2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을 

기억하고 우세 자극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전환 - ‘카드 분류’ 과제(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Task)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Zelazo (2006)의 카드 분류 과제(DCCS)를 사용하였다(Frye, 

Zelazo, & Palfai, 1995). 카드 분류 과제는 한 가지 범주에 맞춰

서 카드를 분류하는 유아에게 카드 분류를 멈추고 다른 범주

에 맞춰서 카드를 분류하도록 연구자가 중간 지시하기 때문

에 유아의 주의 전환 능력인 인지적 유연성을 살펴볼 수 있다

(Diamond, Carlson, & Beck, 2005). 과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과제 시행에 앞서 유아에게 두 가지 

색(예: 빨강, 파랑)과 두 가지 모양(예: 배, 토끼)으로 구성된 네 

종류의 카드와 빨간 토끼와 파란 배 모양의 카드가 붙어 있는 

두 개의 상자를 제시하여, 본 시행의 규칙에 맞게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카드 분류 과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

성되며, 1단계에서 유아는 제시된 카드들을 한 가지 범주에 맞

춰서 카드를 분류해야 한다. 즉, 아동은 연구자가 제시한 ‘색

깔’ 기준 게임에서는 색을 기준으로 카드 6장을 분류하다가, 

중도에 연구자가 ‘모양’ 기준 게임으로 지시를 수정하면 유아

는 분류 기준을 바로 전환하여 모양을 기준으로 카드 6장을 상

자에 분류해야 한다. 난이도가 증가한 2단계에는 1단계의 방

식을 유지하되 8장의 ‘테두리’가 추가된 카드에서는 기존 규칙

과 반대로 분류해야 하는 규칙이 추가되었다(예: 카드에 테두

리가 있으면 색깔 기준으로 카드를 분류하고, 테두리가 없으

면 모양 기준으로 카드 분류). 총 2단계로 구성된 과제는 카드 

1장 당 한 번의 시행으로 간주하여 1단계 12회, 2단계 16회 시

행하여 맞게 분류하면(1점), 실패하면(0점)으로 채점하였다. 

색깔, 모양, 테두리 게임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범위는 0-28

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를 전환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제별 총점(0-28점)은 

Z점수로 환산하여 합계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선행연구

(Sung, 2018)에서 사용한 방식을 적용하여 실행기능의 하위 영

역별로 나누지 않고 실행기능 전체 점수로 평가하였다. 3개 과

제 점수들 간 상관관계는 .22에서 .47의( p < .05 에서 p < .001)

범위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는 .61

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단일요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과제가 모두 한 개의 영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과제의 로딩 값은 .87, .54, .42로 각각 나타났고, 고

유값(eigenvalue)은 1.23으로, 변인의 40.9%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 피험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각 지역의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장의 참여협조를 

통해 기관의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와 교사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부모님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총 

9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실행기능 과제 실험이 

수행되었고, 유아의 담임교사에게도 설문지를 배부하여 유아

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각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만 4, 5, 6세 유아의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연

령차가 나타났으므로 연령(월령)을 통제한 후, 주요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성이 실행기능과 또래유능

성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Results

만 4, 5, 6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만 4, 5, 6세 유아의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Table 1). 먼저, 유아의 실행기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실행기능의 점수 범위가 세 가지 하

위 영역별로 각각 0-28점이며, Z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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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만 4세 실행기능의 평균 수준은 -1.85 (SD = 1.77), 

만 5세는 -.14 (SD = 1.41), 만 6세는 2.05 (SD = 1.55)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8.03, p < .001), 연령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행기

능 평균이 만 4세보다 만 5세가 유의하게 높았고, 만 5세보다 

만 6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유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와 행동

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인 실행기능이 

좀 더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면, 만 4세 놀이성의 평균 수준은 3.86 (SD = 0.74), 

만 5세는 3.96 (SD = 0.74), 만 6세는 3.92 (SD = 0.47)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놀이성의 전체 평균은 3.91 (SD 

= 0.6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면, 만 4세 또래유능성의 평균 수준은 3.47 (SD = 

0.94), 만 5세는 3.59 (SD = 0.88), 만 6세는 3.51 (SD = 0.59)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래유능성의 전체 평

균은 3.52 (SD = 0.81)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연구 문제 1에 유아의 연령에 따라 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므로, 유아의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유아의 연

령을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그 결과, 유아

의 실행기능은 놀이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27, p < 

.01),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참여(r = .28, p < .01)와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은 또래유능성과도 정적 상관(r = 

.23, p < .05)이 있었으며,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r = 

.26, p < .05)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실행

기능이 높을수록 유아가 놀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고, 또래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억제는 놀이성(r = 

.32, p < .01)과 또래유능성(r = .43,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

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일수

록 또래집단에서 놀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

며 자신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마지막으로 놀이성은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84, p < .001). 놀이성은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사교성

(r = .75, p < .001), 친사회성(r = .73, p < .001), 주도성(r = .86,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또래유능성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 참여(r = .92, p < .001), 인지적 융통성(r = .74, p 
< .001), 즐거움의 표현(r = .53, p < .001), 자발적 몰입(r = .65,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놀이성이 높을수

록 또래관계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놀이성이 실

행기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조합

을 통해 매개변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았

다. 먼저, 자기 상관을 검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

을 살펴 본 결과 2.046으로 그 수치가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

차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가 1.105∼2.328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분석 결과, 

유아의 놀이성이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 관계에서 완전매개

Table 1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Age Groups

4-year-olds 5-year-olds 6-year-olds
 F

Scheffe
ScheffeM (SD) M (SD) M (SD)

Executive function -1.85 (1.77) -0.14 (1.41) 2.05 (1.55) 48.03*** a < b < c
Playfulness 3.86 (0.74) 3.96 (0.74) 3.92 (0.47) .19 -

Peer competence 3.47 (0.94) 3.59 (0.88) 3.51 (0.59) .18 -

Note. N = 94. a = 4-year-olds; b = 5-year-olds; c = 6-year-old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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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모든 연구모형에서 각 모델의 1단계에 유아의 연령을 변인

으로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모델 1에서 독립변수인 유아의 실

행기능이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41, p < .01), 놀이성에 대한 연령과 실

행기능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도 독립변수

인 유아의 실행기능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5, p < .05), 실행기능에 대

한 또래유능성의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 3

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

이성을 투입하였을 때 또래유능성에 대한 실행기능과 놀이성

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놀이성은 또래유능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84, p < .001), 추가되는 

설명력은 64%였고,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연령, 실행기

능, 놀이성의 총 설명력은 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

아의 놀이성이 추가된 모델 3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델 2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β = .01, p = .899) 놀이성

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2.64 ( p < .001)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

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을 거쳐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32∼.318

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실

행기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 놀이성, 또

래유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성의 매개 역

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놀이성, 또래유능성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행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가 신체 및 

뇌의 성숙과 발달을 이루어 기억을 위한 책략 기술이 더 발달

되고 작업 기억이 더 높아지고(Jang, 2008), 실제 정보와 표상

한 정보의 인지 전환도 유연해지며(Shin, 2005), 행동 억제 과

제 수행의 정확도가 증가했다는 선행연구들(Y.-J. Lee, Lee, & 

Shin, 2005; Seo & Park, 200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놀이성의 경우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

므로, 놀이성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lay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ecutive Function and Peer Competence

Model Variables
B

(SE) β R² F
Model 1 Age → Playfulness -.32

(.33)
-.15

Executive function → Playfulness 1.02 
(.38)

.41** .10 4.79*

Model 2 Age → Peer competence -.16
(.18)

-.14

Executive function → Peer competence .47
(.21)

.35* .07 3.44*

Model 3 Age → Peer competence  -.01
(.10)

-.01

Executive function → Peer competence .02
(.12)

.01

Playfulness → Peer competence .45
(.03)

.84*** .71 74.60***

Note. N = 9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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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 장면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내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하면서 그 성

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함에 따라 특성이 표

현되는 놀이 영역과 놀이 기술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

는 것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Y.-H. Kim, 1996)와 유사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에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Barnett, 1991; Connolly & Doyle, 1984; 

Pellegrini & Boyd, 1993)와는 차이를 보여 놀이의 내용이나 형

태 등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계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또래유능성 또한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는 만 4, 5세의 또래유능성이 연령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Wui, 2004)와 유사

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때부터 친구관계에 대한 

기본 틀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만 3-6세 유아는 또래

의 제안에 응답하기보다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더 

능숙하고, 또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하는 시기라는 

점(Kostelnik et al., 2014)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 4-6세 유아

에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령과 또래유능

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Harper & Huie, 1985), 

만 3세 유아보다 만 4, 5세 유아가 또래유능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H.-N. Kim & Lee, 2008; Lim, 2002), 만 5세 유아보다 만 

6세 유아가 또래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J. Park, 

2001)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 차이의 결론에 대하여 신

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실행기능은 놀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사고와 행

동을 관리 · 통제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실행기능이 잘 발달

한 유아가 놀이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놀이

를 고안해 낼 수 있고, 놀이를 확장하는 등 높은 수준의 놀이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차원적인 인지능력

으로 사고, 행동, 정서를 관리·통제·조절하는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가 놀이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즐겁게 하

는 개인적인 특성인 놀이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

구들(Elias & Berk, 2002; S. Hong & Cho, 2010; Jo, Kim, & Na, 

2016)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실행기능은 또래유능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실행기능의 경우 자기 생각과 행동

을 조절 및 억제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

다는 점(Giancola, 1995)에서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유능

성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ughes, 

1998; Giancola, 1995; Jang, 2008; B. Y. Kim, 2016; Roebers & 

Schneider, 2005).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

하는 능력인 실행기능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

끌고 또래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면서 성공적인 또래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놀이성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어,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놀이할 때 또래

와 서로 돕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양보하며 협

상하는 등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Hwang, 2006; J.-E. Lee, 2006; S. E. Lee & Lee, 2010; 

Rogers & Sawyers, 1988)등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뒷받침된다. 

즉,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므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

해 또래유능성 즉,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을 발달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실행기능

과 놀이성이 또래유능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실행기능은 놀이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유능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

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기능과 같은 고

차원적인 인지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놀이를 통해 표현하

기 위해서는 놀이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놀이와 같은 상황이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경험에 

대한 탐색과 조절하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Freud (2011)의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목표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는 고차원적

인 인지능력인 실행기능이 놀이에 필요한 새로운 생각이나 행

동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는 Turner (1997)의 연구 결과와 인

지적 자발성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아져 유아가 놀이에 참

여할 때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잘 억제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Hwang & Lee, 2005; K. S. 

Lee, 1997)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종합해보면, 만 4, 5, 6세 유아의 실행기능과 놀이성 모두 유

아의 또래유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

며, 또래유능성에 대한 실행기능의 영향을 놀이성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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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한 유아

는 스스로 놀고자 하는 기분이나 태도와 같은 놀이성을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정

서를 표현하며 또래와 놀이하는 기회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또래와의 긍정적이고 우

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 유아의 인지적 발달 

상태뿐 만 아니라 놀이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

해 계획된 연구대상 모집이 어려워져 수집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경기도 특정 지역의 유치원·어

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

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 피험

자 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여러 지역과 다

양한 유형의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 대상의 

면접 방식으로, 놀이성과 또래유능성 측정은 교사 대상의 설

문을 통해 평정하였다. 이러한 평정 방법의 차이점은 놀이성

과 또래유능성에 대한 실행기능의 결과를 밝히는데 다양한 결

과를 야기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정 도구의 한

계점을 보완하여 놀이와 또래관계 또한 유아의 일상에서의 관

찰을 토대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내적 요인으로 인지적인 측면인 

실행기능과 개인 내적 성향인 놀이성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유

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행기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에서 놀이성이 매개한다는 점은 또래와의 긍정적이고 우호적

인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 유아의 인지적 발

달 상태와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더불어 

놀이의 주체가 되어야 할 유아의 놀이성도 함께 고려하여 지

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가 잘 나타나는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선행

연구(B. R. Han & Kweon, 2013; Kang & Son, 2018; Yeon, Kim, 

& Song, 2015)를 바탕으로 놀이성이 잘 발달하기 위한 환경

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K.-H. Lee 

(2019)는 유아교육기관처럼 구조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숲이

나 자연과 같이 유아의 놀이성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 관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이용하여 유아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거나(Noh, 

2019), 유아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는 것이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고한 결과를 기반

으로 교실 내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인 쌓

기 영역이나 역할영역에서의 놀이가 놀이성을 증진하는데 효

과적(S.-Y. Kim, Kim, & Hong, 2015)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따

라서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

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놀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환경을 통해 실행기능과 놀이성, 또래유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탐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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