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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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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peer play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is relatio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03 six-year-old children and 403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in the 7th-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5.0 for data analysis,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by using SPSS PROCESS macro.
Results: Teacher-child interaction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play disconnection of young childre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experiences that could connect the 
continuous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support the inter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education of teachers,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active attempts of efficient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and the peer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Especially, this 
emphasizes the rol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s an interactor who leads young children by 
instructing and scaffolding their play.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at within the play-centered 
curriculum, the roles of teachers should be as a peer who learns with children, a play medium of 
daily life, and a play leader with young children as a play peer, which is more important.

Keywords: teaching efficacy, peer play interac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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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놀이는 유아에게 또래와 같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누리과정

은 일과 속에서의 충분한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개편된 놀이중심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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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정안은 유아가 행복해지는 교육을 지지하고 유아의 놀

이와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Lim et al., 2019). 유아교육현

장에서 놀이중심 교육 실천이 강조되면서 유아가 놀이 속에서 

또래와 성공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래로부터 놀이에 수용된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유아기에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맺은 유아는 이후 학교생활 적

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Buhs & Ladd, 

2001; Jung & Chi, 2006)들은 유아기의 만족스러운 또래와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놀이가 유아의 배움

과 경험을 이끄는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되면서 다양한 또래관

계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E. Choi & Kim, 2019; Moon & Choi, 2015)에 초점을 두고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다양한 놀이상황에

서 보여주는 행동의 특성을 의미하며, 친사회적이고 순조롭

게 놀이를 이어가는 특성인 놀이 상호작용과 공격적이고 부

정적인 정서 표현인 놀이방해 그리고 위축이나 타인에게 무

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인 놀이단절로 구별된다(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또래 놀

이행동 측정도구 개발(Fantuzzo et al., 1995)에 의해 유아가 또

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조망능력과 놀이행동 

발달(H.-K. Kwon, 2009)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유아의 또래 놀

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놀이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Shin, Kwon, & Jeong, 2010)한 결과 

유아는 긍정적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적 정체감의 획득과 사

회적 문제해결 연습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Min, 2019; 

Yoo & Lee, 2019) 유아의 놀이 발달과 건강한 또래관계를 지원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노력

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교육기관에 머물며 일상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

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

해 간다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놀이가 활발히 일어나는 맥락이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질(Fantuzzo et al., 1995)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상

생활 중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놀이 행

동 특성을 토대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또래 놀

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

구들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내용과 그 가치의 결정에 있어 중요 변수로 교사-유아의 관계

나 교사-유아 상호작용(Han & Huh, 2016; J. Lee, Lee, & Lee, 

2019), 교수효능감(Moon & Choi, 2015) 또는 교사의 행복감

(Song, Ryu, & Lee, 2017)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교사와 유아

의 관계가 능동적이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

루어지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더욱 긍정적이고, 유

아교사의 교수효능감 또는 행복감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

작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유아의 경험들은 상당 부분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통

해 이루어지고(Downer, Sabol, & Hamre, 2010), 유아의 발달에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제공함(Dickinson, 

Darrow, & Tinubu, 2008)을 근거로 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

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유아교사는 개정 누리과정 해설

서(Lim et al., 2019)에서 개정의 주요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중

요한 요소로, 이상적인 유아교사는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유

아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아

와 함께, 유아가 중심이 되어 놀이가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실

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에게 

놀이는 생활이며, 유아의 일상생활의 학습과 경험이 놀이중심

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배움의 실현에 있어 유아교사의 교육적 판단은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된다는 점과 유

아에게 놀이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살피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나 교수의 실제와 같은 선행

변인 연구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증진 마련에 실천적 

함의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교사의 놀이 가치나 놀

이 실천에 대한 능력, 자신감 등과 같은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아교사는 유아들과의 일과활동

에서 유아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활동들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법을 사용하고 교수적 판단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즉 자신의 신념 및 사고에 기초

한 교수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놀이 환경과 활동을 선정

하여 수행하게(Wilcox-Herzog & Ward, 2004) 되는 것이다. 교

사가 교수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신념이

나 판단을 교수효능감이라고 하는데(Hwang, 2017), 교수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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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유아교사가 스스로 어떻게 유아의 활동에 개입하고 참여

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여 자신이 유아의 활동에 개입 혹은 참

여하고자 할 때, 자신의 행동이 유아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말한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의 발전

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Riggs & Enochs, 1990). 유아교사의 교수효능

감은 초중등교사와는 다르게 교육적 신념에 기초한 교수 실제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교

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놀이 운영이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Tschannen-Moran, Hoy, & Hoy, 1998). 유아

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유아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놀이운영에 대

한 교육적 신념의 실행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육과정

의 교수내용 및 방법으로서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교사의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Cheng, 2000)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

감은 유아와의 일상생활에서 놀이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작용(Spodek & Saracho, 1990)하게 되므로 유아의 주도적인 경

험과 놀이의 통합적 운영,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중

심 교육과정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

기 때문이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중요성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에 있어서 교수효능감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연

구결과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유아교사의 교수효

능감은 유아들의 구성놀이 발달 및 놀이 행동발달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Park, 2006).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대해 적극적인 

기대를 하고(Yi & Choi, 2013), 또래 놀이를 격려하며(Seo & 

Park, 2016),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놀이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 S. Kim, 

Hwang, & Oh, 2014),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

활하며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이 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이 교사의 역량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Ramey & Ramey, 2000)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으로 편성하여 실천

하는 등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과 놀이 활동의 질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탐색은 매우 필요하

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유아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신념이나 판단인 교수효능감

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

사-유아의 상호작용이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유아의 정서

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유아와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교사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교사

가 유아와의 놀이에 대해 어떤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유아

와의 활동에 적절하게 참여하는가와 같은 유아교사의 자신감

에서 비롯된 결과이다(H. J. Kwon, 2012). 높은 수준의 교사-유

아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고 또래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M. J. Kim, 2013), 탐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M. S. Choi & Hwang, 2007)를 제공하

는 경향이 있고,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발달(Leflot, Onghena, & 

Colpin, 2010)과 인지발달을 돕는 것(S.-K. Lee & Kim, 2016)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교

육과정 실행능력과 교수적 판단을 통한 전문성과 그 맥을 같

이 하기 때문에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일 것으로 예

측된다.

특히 놀이가 생활인 유아와의 일과 활동을 통해 유아교사

는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에 의한 교수 행동을 결정하게 되

므로(Shin, 2000; Yi & Choi, 2013)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Jeon & 

Yi, 2013; Van Hoorn, Nourot, Scales, & Alward, 2007). 즉 유아

교사는 놀이 활동을 포함한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게 되는데 유아교사가 유아와 함

께 경험하는 놀이중심 활동에 대해 어떠한 교수효능감을 가지

고 있는가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사-유아의 상호작

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ygotsky (1978)는 높은 수준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형성은 성인이나 더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며,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가 높은 수

준의 사고나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라

고 밝히고 있다. 즉, 유아교사나 또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의 높은 수준의 사고나 행동 발달을 도움으로써 유아의 성장

을 효과적으로 스캐폴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들은 교사-유아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의 개별

적이고 발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시도해주면 보육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유아의 자존감 및 또래들과의 긍정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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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와의 하루 일과 중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 특성을 

의미하므로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교사

가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실천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사가 유아와 친밀하고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긍정적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많이 이

루어지고 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J. Lee et al., 2019)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에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 경험에서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갖는 주

요한 선행변인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를 탐색한 선행연구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주목하여 놀이와 

수업 중의 유아 개인차에 관심을 두고 그 관계를 탐색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유아 개인이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주목하여 탐색한 연구가 많은 것이다. 이는 유아와 교

사가 어린이집에서 흥미영역으로 구성된 활동이 있는 자유선

택활동을 놀이공간으로 인식(S.-Y. Cho & Park, 2014) 한 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어린 연령부터 하루 중 긴 시간을 어린이집

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자체를 놀이로 받아들이는 유아들과 

일상생활을 통합하여 놀이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유아교사의 

관점에서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볼 때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사

의 교수효능감은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형성

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또

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수준 높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보다 긍정

적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수준 높은 또래 놀이 상

호작용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수효능감

이 높은 유아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유아

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교수행동을 통해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놀이에 

대한 교육적 신념의 실행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근거하

여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수준이 교

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영향이 유아의 또

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매개효과를 통해 확

인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

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Figure 1).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영향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의해 매개되는가?

 

Figure 1. Study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 데이터의 7차년도(2014) 자료 중 만 6세 유아 403명

과 유아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403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유

형은 민간어린이집(61.0%)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어린이집

(18.6%), 법인어린이집(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

의 성별은 남아가 53.8%, 여아는 46.2%로 나타났다. 교사연

령은 30-39세(44.4%)가 가장 많았고, 20-29세(33.7%), 40-49

세(20.1%)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35.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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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4.5%였다. 유아교사의 전공은 유아

교육(47.4%), 아동학(14.6%), 보육학(12.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문항내용을 참고하여 구

성한 척도들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활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한국아동패널의 ‘교수효능감’ 척도는 Y. H. Kim과 Kim (2008)

이 Bandura (2006)의 교사의 자기효능감 척도 Teacher Self-

efficacy Scale (TSES)를 근거로 요인구조를 분석한 문항을 한국

아동패널의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Y. H. Kim과 

Kim (2008)의 척도는 가정연계와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효능

감, 교수효능감 및 지역기관 연계효능감 그리고 의사결정 참

여효능감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교수

효능감을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수효능감은 “교육

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수효능감 전체 요인의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는 Bredekamp 

(1985)의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ECOI)를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 (1988)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와 

같은 교사가 유아와 얼마나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긍정적으

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 %
 Child care center type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 75 18.6

 Corporation childcare center 60 14.9
 Private childcare center 246 61.0
 Workplace childcare center 18 4.5
 Home childcare center 2 .5
 Parent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2 .5

 Children’s gender  Male (Boy) 217 53.8
 Female (Girl) 186 46.2

 Teacher’s age (Years)  20-29 136 33.7
 30-39 179 44.4
 40-49 81 20.1
 50-59 7 1.7

 Education  Graduation from high 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 52 12.9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of college 191 47.4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of university 142 35.2
 Graduates of graduate school 18 4.5

 Major  Child studies 59 14.6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47.4
 Childcare 51 12.7
 Others (Including non-responses) 102 25.3

Note. N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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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

가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Fantuzzo 등

(1998)의 아동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 Pee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와 H. Y. Choi와 Shin (2008)의 PIPPS의 국내적용

을 위한 타당화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연구

진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및 놀이단절 3개 하위영역으로 각각 9문항, 13문항,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 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인 특성들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등이 담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친구와

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와 같은 것이다. 놀이방

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을 의미하며, “친구에

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

격성을 보인다.”와 같은 문항이다. 놀이단절은 위축 혹은 타인

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말하며, “목적 없이 돌아다

닌다.”,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도구는 4점 Likert식 척도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의

미하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연관된 문항은 역 채점하여 높

은 점수 일수록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

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놀이 상호작용 

.81, 놀이방해 .85, 놀이단절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IBM Co., Armonk, NY)와 SPSS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문제 고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 version 3.4 프로그

램의 Model 4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연구결과의 제시에 앞서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

이 상호작용의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교수효

능감 평균은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88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평균은 5점 기준 

4.2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평균

을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4점 기준으로 놀이 상호작용이 

3.07점, 놀이방해는 2.12점, 놀이단절은 1.65점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의 또

래 놀이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교수효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Teaching efficacy ―

2. Teacher-child interaction .743** ―

3. Play interaction .235** .225** ―

4. Play disruption -.178** -.173** -.250** ―

5. Play disconnection -.219** -.256** -.483** .551** ―

M 3.88 4.21 3.07 2.12 1.65
SD 0.50 0.50 0.45 0.49 0.55

Note. N = 403.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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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r = .743, p < .01),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 상호작용(r = .235, p < .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놀이방해와 놀이단절(r = -.178, p < .01; r 
= -.219,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Hayes (2017)의 PROCESS macro version 3.4 (Model 4)

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 상호

작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 
= .736, p < .001),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교수효능감과 놀이 상

호작용 간 총 효과는 B = .212 ( 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투입되면서 교수효능감에서 놀이 상호

작용 간 경로의 직접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36, 

p < .05). 이를 통하여 볼 때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사이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

방해에 대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4에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

유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B = .736, p < .001),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놀이방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또한 매개변수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투입되

면서 교수효능감에서 놀이 상호작용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놀이방

해 사이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놀이

단절에 대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 = .736, p < .001), 교사-유

아 상호작용은 놀이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B = -.233, p < 

.01)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수효능감과 놀이단절 간의 관계

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교수효능감과 놀이단절 간 총 효과는 

Table 3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Predictors
Play interac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lay interaction

B SE t B SE t B SE t
Teaching efficacy .212 .044 4.837*** .736 .033 22.225*** .136 .065 2.078*
Teacher-child interaction .104 .066 1.569
F (df1, df 2) 23.400***(1, 401) 493.956***(1, 401) 12.975***(2, 400)
R 2 .055 .552 .061
Note. N = 403.
*p < .05. ***p < .001.

Table 4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 Play Disruption of Young Children

Predictors
Play disrup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lay disruption

B SE t B SE t B SE t
Teaching efficacy -.173 .048 -3.620*** .736 .033 22.225*** -.108 .071 -1.511
Teacher-child interaction -.088 .072 -1.230
F (df1, df2) 13.103***(1, 401) 493.956***(1, 401) 7.316**(2, 400)
R2 .032 .552 .035
Note. N = 403.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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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41 ( 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교사 - 유아 상호작용

이 투입되면서 교수효능감에서 놀이단절 간 경로의 간접 효과

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매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놀이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교수효능감과 놀이단절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사라지고 간접효과만 있다는 점은 매개효과가 있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

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놀이단절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놀이단절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

였다(Table 6). 그 결과 부트스트랩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

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놀이단절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

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

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유아 상호

작용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제 7차 자료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취학 전 만 6세 유아

와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

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 상호작용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의 수

준이 높게 나타나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낮춤으로써 교

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간에 서로 관련

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

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정적, 부적인 상관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Han & Huh, 2016)를 지지하는 것이며,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행동이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Shin & Park, 2006)와 일

관된 것이다. 즉, 유아교사 자신이 유아와의 놀이를 포함한 일

상생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교수행동으로 실천

하고자 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유아들과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적으

Table 5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 Play Disconnection of Young Children

 Predictors
Play disconnec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lay disconnection

B SE t B SE t B SE t
Teaching efficacy -.241 .054 -4.486*** .736 .033 22.225*** -.069 .079 -.869
Teacher-child interaction -.233 .080 -2.909**
F (df1, df2) 20.125***(1, 401) 493.956***(1, 401) 14.482***(2, 400)
R2 .048 .552 .068
Note. N = 403.
**p < .01. ***p < .001.
 
Table 6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Play Disconnection

Paths B SE
95% CI of indirect effect

Lower Upper
Total effect -.2406*** .0536 -.3460 -.1352
Direct effect -.0690 .0794 -.2251 .0871
Indirect effect -.1716** .0563 -.2815 -.060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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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한 방법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놀이 활동에서 자연

스럽게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순조롭게 놀이를 이어가고, 갈등

상황이 발생되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기술의 미흡 등으

로 놀이를 연결하지 못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

개로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단절에 영

향을 미쳤다.

먼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와의 일상생활 및 놀

이에서의 교육적 신념이나 자신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수효능감

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능력에 기대감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유아를 지원한다(Gibson & 

Dembo, 1984; Yi & Choi, 2013)고 알려져 있다. 즉 교수효능감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와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서 반응적이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유아의 느낌이나 

사고를 격려하는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시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격려와 확장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놀이

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Shin, 2000) 연

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와 활

동에서 교수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교사의 실행 능

력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Cheng, 2000)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놀이에 적절하게 개

입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유아교사의 자신감은 수준 높은 교사와 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인 놀이단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유아교사가 유아의 개별적이고 발달적인 상황을 고려

한 민감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놀이뿐만 아니라 일과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사

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놀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놀

이단절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

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놀이에서의 또래 갈등과 같은 또

래 상호작용이 교사의 개입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힌 연구결

과(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 Stanton-Chapman & 

Hadden, 2011)를 지지한다. 또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격려

하고 참여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시도했을 때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 L. Kim & 

Park, 2015; Trawick-Smith & Dziurgot, 2011)와도 같은 맥락에

서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가 또래의 무시나 거부 혹은 사회

적 기술의 부족으로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뒤로 물러서 있는 유아의 참여를 격려하고 유아의 흥미

를 유발하는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놀이단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함께 놀이단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또

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단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사라지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경우에만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쳤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접적

으로 유아의 놀이단절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교사-유아의 상

호작용이라는 교수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

된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인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아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자신감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교

수행동(Stipek & Byler, 1997)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단절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서로 관

련이 있고(Moon & Choi, 2015; Shim & Lim, 2017), 놀이 진입

의 어려움이나 또래 갈등과 같은 놀이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이 

구체적인 교사의 개입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

구(Park & Hwang, 2012; Stanton-Chapman & Hadden, 2011)를 

지지하는 이 연구결과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단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의 상

호작용은 교수행동의 계획과 실행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근거로 하여, 유아의 일상생활 및 놀이에서 유

아의 또래 놀이를 격려하고 자발적인 동기를 갖도록 지원하며 

놀이단절을 낮추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 상

호작용과 놀이방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놀

이 상호작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유아와의 활동

에 적절한 개입과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

신의 행동이 유아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

신감을 가진 유아교사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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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대를 하고 또래 놀이를 격려하여 유아에게 다양한 놀

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가 유

아와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

절히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상황을 집중력 있

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자 본격적인 놀이 참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Gadamer, 

1960/2000). 유아교사는 하루 중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

활하는 유아를 하루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다. 교

수효능감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의 관찰은 유아들의 일상생활 

및 놀이의 흐름과 맥락, 주제와 에피소드 등 유아를 총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는 높은 수준의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개별 유아를 

이해하고자 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유아는 하루 중 긴 시간을 자신의 놀이를 스스

로 선택하여 참여하고 오전의 활동을 오후의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Hong, Kim, Kang, & Kim, 2007; K. 

Kim & Kim, 2007). 이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

과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또래와의 활동에 더 긍정

적으로 몰입하여, 애정적이며 신뢰로운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

게 되고(Suh & Lee, 2011; Vitiello, Booren, Downer, & Williford, 

2012),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

에 있어서 교수학습방법의 실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S.-Y. 

Cho & Lee, 2014)는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교수효능감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총체적 관찰을 통해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며,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유아가 스스로 행

동을 계획 및 실행,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긍정적이고 원

활한 놀이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놀이방해에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수준 높은 유아교사의 교수효

능감은 기본적으로 유아들 사이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및 놀이상황을 유아들이 스스로 해

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에 동감하고 그 맥락을 잘 이해

함으로써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을 지원하는 유아교사의 교육적 시도와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의 활동에서 교사의 참여는 자칫 유아의 

놀이 자발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Fumoto, 2011; Wing, 1995) 교사가 유아의 일상생활 경

험과 놀이 활동의 다양성 그리고 유아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도성을 갖는 개입부터 높은 수준의 주도성

을 갖는 개입까지 다양한 참여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교수효능감을 가진 유아교사는 일

상생활 경험과 더불어 놀이 활동에서 또래와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은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개입을 최소화하

고, 또래 갈등이 유아의 놀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가를 판단

하여 개입하되 유아 개별적으로 갈등상황을 지도하여, 유아들

이 진행하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아교사는 높은 주도성을 갖고 유아들의 놀이상황에 참여하

기도 하고 유아들과 친구가 되어 놀이자로 참여하기도 하며 유

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개입 없이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을 지켜보기도 하는 등 유아의 경험과 활동의 상황에 따라 

활동 참여의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또래 관계와 또래 놀이 상호

작용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더 이상 반복하여 언급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포함한 일

상생활 활동에서 적절한 개입이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교수행동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가 유아의 놀

이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 자체로 가치

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교수활동 및 행동에 실제 놀이

를 더 많이 활용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Dako-Gyeke, 

2008; Proyer, 2011) 유아교사가 일상생활이 놀이가 될 수 있도

록 유아와의 일과 활동에서 다양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단절

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을 통해 유

아교사가 높은 질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

교사가 유아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활발한 시도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필요

하다. 특히 그 동안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도하고 비계

를 설정하여 이끌어주는 상호작용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에서 진정한 

교사의 역할은 함께 배우는 동료도 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놀

이 매체가 될 수도 있으며 유아들과 놀이친구로 관계 맺는 놀

이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육적 신념인 교수효능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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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아의 또

래 놀이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

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모

두 유아교사의 의해 평정된 데이터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

러나 교사가 갖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모에 비하여 

보다 더 평균적이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어(Firmin, Proemmel, & Hwang, 2005),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

도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평정을 위한 도구나 기

관의 평가자료 등을 살펴보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

으로 부모와의 관계성은 포함하지 못하여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

가 가진 양육 효능감이나 만족도 등의 부모와의 관계성 변인

도 함께 고려되어 유아 개인요인과의 인과적 관련성이 검토되

면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

함으로써 표본의 모집단의 대표성이 일정 수준 인정된다. 또

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방안으로 강화되면서 유아에게 놀이는 생활이라는 관

점을 두고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주목하

여 실증적인 그 관계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음에 그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더불어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세 가지 요인인 놀

이 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각기 다른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아의 발달영역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Choo, Xu, & Haron, 2012; 

Jung & Chi, 2006),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개

로 하여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유아 상호작용

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과정에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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