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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영아 교사 민감성의 매개효과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play-teaching efficacy, and infants'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infant teachers’ sensitivity. 
Methods: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argeting 399 infant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in Gyeonggi and Kangwon Province, this study aimed to measure play-teaching efficacy and 
infant teachers’ sensitivity, and examine these factors’ effects on the infants'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Results: Infant teachers’ sensi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teaching efficacy 
and infants’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Conclusion: In addition to having direct effect on infants’ childcare center adjustment play-teaching 
efficacy has indirect effects on it through the mediation of infant teachers’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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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세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주요한 논쟁인 인구 문제 그리고 이와 맞물린 저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슈는 사적 차원이 아닌 공적 차원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양육 패러다임에서는 더 

어린시기에 어린이집 생활의 시작하므로 더욱 질 높은 보육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영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가 급증하였다. 영아보육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어린 시기에 사회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후에도 국가 정책

과 부모의 양육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아의 어린

이집 이용 시간은 더 늘어나고 그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어린 연령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적응이란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개인의 필요와 사

회가 지니고 있는 요청이 모두 충족되고 있거나 개인과 객관

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어떠

한 상황이나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게 자신의 습성 

혹은 생활방식을 맞추고 조정하여 문제없이 어울리는 것이다

(Kang, 2003). 즉 영아에게 있어 어린이집 적응은 새로운 물리

적 환경에 맞춰 심리적 환경에도 순응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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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내현적이며 외현적 행동인 것

(S. J. Seo, 2009)으로 전자는 정서적인 부분과 후자는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은 생애 최초의 사회생활 기관으로 타인과의 사

회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영유아들에게 커다

란 도전이다(K.-H. Lee, 2018). 특히 주요 애착 대상에서 분리

되어 가정에 비해 비교적 개별적인 보살핌이 부족한 어린이

집에서의 적응은 영아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Jovanovic, 

2011). 어린이집 적응의 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집

에 재원 중인 영아와 유아의 코티졸 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아

에 비해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코티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Vermeer & van IJzendoorn, 2006). 이는 유아에 비

해 영아가 어린이 집에 적응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

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영아의 어린이집 퇴소 사유 역시 어린이집 부적응 문

제가 31%로 높게 나타났다(Choi, 1994). 즉 영아의 경우, 유아

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의 문

제는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적응에도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dd & Troop-Gordon, 2003; N. 

Shin & Yun, 2016). 이러한 영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적응 경

험은 이후 다른 교육기관 및 학교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dd & Price, 1987; J. S. Song, 2004; Yang & Moon, 2010). 

따라서  영아의 초기 교육기관에 대한 성공적인적응은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학문적 . 사회적 성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기 때문에(Dockett & Perry, 2003) 생애 첫 단체생활로서 영

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내·외 변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A. R. Song, Song, 

& Lee, 2015). 어린이집 적응 관련 개인 내 변인으로는 영아의 

기질과 놀이 특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S. E. Seo & Park, 2020)

와 더불어 성별과 연령(M. Lee & Jeon, 2020; Lim & Choi, 

2003)이 제시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적응 관련 개인 외 변인으

로는 교사의 민감성(McCartney, Scarr, Phillips, & Grajek, 1985), 

어머니의 애착안정(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그

리고 보육환경의 질(Hyun & Tae, 2000)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영아와의 관계 변인 연

구(J. H. Park & Rha, 2017)와 개인변인 기질, 연령, 및 성별 및 

또래유능성과 교사와의 관계를 함께 제시한 연구(S. L. Kim, 

2012)도 있다. 특히 영아 취원율 증가와 사회적 변인에 맞물려 

영아교육과 보육에서는 개인 외 변인에 해당하는 교사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으로 외적변

인인 교사 역할에 주목하는 데에는 영유아의 주양육자 역할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져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교사와 부모가 그 역할을 나누게 된 데에 있다. 특히 연

령이 낮을수록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영아에게는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Yang & Moon, 2010).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가정에서의 어

머니 역할을 대행하는 또 다른 양육자이며 기관에서 영아들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

(DeMull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교사 변인의 중요성은 보

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영아와 교사와

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Howes, Matheson, & Hamilton, 

1994)하는데, 이는 교사의 행동이나 유아의 경험,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의 준비, 애정적이고 민감한 보육 등으로 전문가

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며 규제하기 어려운 변인(Jun & Lee, 

200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교사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영아와 영아 담당교사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교

사의 민감한 역할이 중요하다(Downer, Sabol, & Hamre, 2010; 

You & Hwang, 2015). 영아에 대한 교사의 민감한 반응을 기저

로 한 상호작용은 영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ontos 

& Wilcox-Herzog, 1997), 이는 교사의 역할이 영아에게 중요함

을 제시하는 것이다(Downer et al., 2010).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변인 중 교사 변인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You & Hwang, 2015). 

교사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교사 대상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교사효능감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

(Goddard, Tschannen-Moran, & Hoy, 2001; Yun & Lee, 2018), 

교사의 민감성과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사변인 중 민감성은 

영아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며, 교사가 영아의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Yun & 

Lee, 2018).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떼,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대부분의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에 적응해 나간다. 이러

한 영아의 놀이 활동은 발달을 돕는 매개로서의 역할도 있으

나, 영아들의 삶의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이라는 교사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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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념(J.-E. Seo & Lee, 2014)과 인식과 기대 여부에 따

라 교사들의 놀이 지도 역량이 달라진다(Ahn, 2011). 즉 교사 

자신의 놀이에 대한 판단 능력, 교사 자신의 놀이 교수에 대해 

영아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놀이 교수효능감

이다(Sung & Kim, 2018). 이러한 놀이교수효능감은 Bandura

의 자아효능감을 토대로 해 놀이 개념을 연계한 것으로, 영아

들의 놀이에 교사의 개입하고 참여하는 자신의 행동이 영아

의 놀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 신념을 측정한 것이다(Ahn, 

2011). 선행 연구(Ahn, 2011; J.-E. Seo & Lee, 2014; Sung & 

Kim, 2018)에 의하면, 영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확고한 신념과 

놀이지도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놀이교수효능감으로 표현

된다는 것이다.

영아 교사는 놀이에 참여, 관찰, 그리고 놀이 환경을 포함

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

의 신념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는 곧 교실에서의 교사

행동으로 나타난다(E.-S. Shin, Yu, & Park. 2004). 이러한 교사

의 행동은 영아의 교실 내 생활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

며,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아들의 수월한 적응을 돕는 

것(Sung & Kim, 2018)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사

효능감이 영아의 교실 환경, 어린이집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J.-E. Seo & Lee, 2014; Yun 

& Lee, 2018)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 제시한 교수효능감과 놀이교수효능감은 모두 Bandura의 

자아효능감을 토대한 것이라는 점과 영아들의 어린이집 일상

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놀이교수효능감은 

영아 교사의 민감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놀이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영

아 교사는 영아 보육에 필요한 지식을 근거로 민감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Ladd & Troop-Gordon, 2003). 교수효능감은 

교사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놀이교수효능감 혹은 보육교사

의 교수효능감이 자신의 교수역할과 능력 대한 기대와 믿음이

라는 면에서 교수효능감이 높은 영아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대

한 성취에 대해 긍정적 기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므로 보육과 영

아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Glickman & Tamashiro, 1982). 이러

한 자신의 업무와 영아에 대한 책임감은 영아의 요구, 행동, 놀

이맥락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영아를 맡고 

있는 교사가 영아와의 정서적 교감 그리고 영아의 요구에 대

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 교사의 민감

성 변인은 영아의 주요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며, 동시에 영아

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질적 변인(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A. R. Song, Song, & Lee, 2015)이다. 

이러한 영아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에 이르는 개인적 요구에 대한 신호 인지와 해석, 그리고 영아

의 발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계설정과 같은 적절한 반응을 포

함한 일련의 반응양식이며 상호교류의 과정이다(Ladd & Troop-

Gordon, 2003). 교사와 영아의 관계 및 질 높은 상호작용의 기저

에는 교사의 민감성이 핵심 요인이다(You & Hwang, 2015). 

이러한 영아 교사 민감성 관련 변인은 회복탄력성, 효능감, 

전문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소진 등이 제안되었다

(M. Y. Kim & Chung, 2014). 보육교사의 민감성에 대해 개인 

심리적 변인인 보육신념과 보육효능감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보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민감성이 높았음을 보고했다

(Oh, 2011). 여기서 교수효능감은 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에

게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교사의 보편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

으로 학습자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사

자신의 기대와 관련된 것(E.-S. Shin, Yu, & Park, 2004)으로 영

유아교육의 맥락에서 놀이는 가장 효과적인 바람직한 학습방

법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Chon & Ohm, 2011)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놀이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놀이 맥락에서 교수과제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된 주

요 변인으로 놀이교수효능감을 제안하였다(Chung, Kim, & 

Kim, 2016). 이러한 흐름에서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영아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은 영아교사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영아담교사의 보육효능감

과 자아탄력성 변인이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Noh & Lee, 2015)를 통해 교사효능감은 영아 교사 민감성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

사의 놀이 교수효능감 역시 영아 교사의 민감성의 예측변인임 

가정할 수 있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높은 효능감은 영유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촉진(Yun & Lee, 2018)을 보고했다. 영아 교

사의 놀이교수효능감 혹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Noh & Lee, 2015; Yun & 

Lee, 2018)에서는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 교수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

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

어 놀이교수효능감과 민감성의 관련성 연구에 힘입어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이 더욱 

수월하리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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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 중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 교사의 민감성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분명한 자신의 의사표

현 불가능하므로 영아의 다양한 신호를 알아내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교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놀이 교수효능감

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아울러 영아 교사민

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1 참조).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활동 및 

구체적인 교사역할을 모색하고 더불어 영아 교사교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문제 1  

놀이 교수효능감, 영아 교사민감성, 그리고 어린이집 적응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놀이 교수효능감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영아 교사민감

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Figure 1. Hypothesized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와 강원 지역의 국 . 공립 어린이집을 각 지역 육

아지원센터를 통해 임의표집한 후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

는 교사 405명과 각 교사가 담당하는 영아 1명을 선정하여 연

구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의 영아 선정 기준은 3월에 입소하

여 자료수집 기간에 만 2세인 영아 중, 영아의 이름을 기준으

로 가나다순의 처음에 해당하며, 부모가 동의한 영아를 선정

하도록 했다. 교사의 평균 교육경력은 5년 9개월이었으며, 모

두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및 아동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들

에게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405부의 질문지

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402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누

락되었거나 중복 표기된 불완전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나머

지 399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상 영아는 만 2세 

영아 399명중 남아가 200명 여아가 199명이었다.

연구도구

놀이 교수효능감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E.-S. 

Shin, Yu, & Park, 2004)를 사용했다. 이는 영아 담당교사의 놀

이교수 효능 신념(12문항)과 놀이교수 결과 기대(9문항)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E.-S. Shin, Yu, & Park, 2004). 본 도구

는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놀이 교수효능감 척

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교사민감성

교사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Min & Lee, 

2015)를 사용하였다. 영아 교사의 민감성 측정도구는 적절성, 

정확성, 즉시성, 일관성, 그리고 융통성의 5개 영역의 32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민감성에서의 적절성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9문

항), 정확성은 영유아로부터 지각한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해

석하는 것을 의미하며(6문항), 즉시성은 영유아의 신호를 즉

시 알아채고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며(8문항), 일관성은 영유

아의 신호에 같은 반응을 보여 주는 것(4문항), 융통성은 영아

들 개개인 또는 영아가 속한 반의 형편에 맞도록 수정하고 보

완하는 것(5문항)이다(Min & Lee, 2015). 각 문항은 4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영아 교사 민감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적절성 .93, 정확성 .90, 즉시성 .91, 일관성 .89, 그리고 융통

성 .90 이며, 전체는 .90이었다.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Jewsuwan, Luster

와 Kostelnik (1993)이 개발하고 Oh (2001)가 번역한 도구를 영

아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Kim & Kwon, 2005)를 사

용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측정은 교사가 평정하였으

Teacher’s  
Sensitivity 

Infant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Play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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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친사회적 행동(4문항), 긍정적 감정(7문항), 또래관계(6문

항), 자아강도(4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9문항)의 5개 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영아 담당 보육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명의 교사들에게 질

문지에 소요되는 시간 측정과 내용이해에 대한 검토를 받았

다. 그리고 완성된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공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측정도구의 사용과 연구 진행에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은 경기육아종합지원

센터와 강원도 내 각 지역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167개의 기관

을 임의표집하였다. 지역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의 연락처 수

집한 후 유선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어린이집 159개 기

관을 방문하여 연구대상 영아의 담임교사를 만나 연구에 대한 

설명과 별도의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4.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 변

인들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 분석과 각 변

인 간 경로의 확인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했다. 이후 경로

계수를 통한 놀이 교수효능감, 영아교사의 민감성, 및 영아의 

적응 간의 직·간접 효과 검증과 부스트래핑 방법을 통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스트래핑 표본은 

5,000회로 설정하였다.

Results

놀이 교수효능감, 영아 교사민감성과 어린이
집의 적응 간의 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놀이 교수효능감, 영아 교사민감성 그

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놀

이 교수효능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그리고 교사민감성 간

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r = .45, p < .01), 놀이 교수효능감과 교

사민감성(r =. 58, p <. 01), 교사민감성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

응(r = .42, p < .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놀이 

교수효능감, 교사민감성, 그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에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 참조). 

놀이 교수효능감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교사
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놀이 교수효능감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교사민감성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²는 

110.844(df = 39), TLI는 .951, CFI는 .969, RMSEA는 .068인 것

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1
Correlation Among Variables

 Play-teaching efficacy Infant teachers’ sensitivity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Play-teaching efficacy ―

Infant teachers’ sensitivity .58** ―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45** 42** ―

**p < .01.

Table 2
Goodness of Fit of the Meditation Model

χ² df TLI CFI RMSEA
110.844*** 39 .951 .969 .06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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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를 제시

하였다(Table 3 참조). 놀이 교수효능감이 영아 교사민감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놀이 교수효능감이 적응(β = .26,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교사민감성은 적응(β = 

.28, p < .001)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에서는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

집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경로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

다(Table 4 참조). 부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놀이 교수효능감 → 교사민감성 → 적응

의 간접효과 크기는 .08∼.26이었다. 효과의 범위가 0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된다. 놀이 교수효

능감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민감성 매개효과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β = .18,  p < .001).     

놀이 교수효능감와 교사민감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5 참

조). 따라서 놀이 교수효능감은 교사민감성에 직접효과가 있

고 정적관계이므로,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

에 교사의 민감성이 높다. 그리고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에 직접효과가 있고 정적관계이므로, 교사의 민감

성이 높을수록 영아는 어린이집 적응을 더욱 잘 할 수 있다. 또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Paths Estimate  Standardized-estimate SE CR p Label
Play-teaching efficacy → Infant teachers’ sensitivity .25 .65 .01 15.91 0.00
Play-teaching efficacy →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85 .26 .19 4.34 0.00
Infant teachers’ sensitivity →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2.34 .28 .54 4.29 0.00

Table 4 
Confi rmatory Bootstrapping Analysis for the Mediating Eff ects of Infant Teachers’ Sensitivity

Path of observed variable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95%CI
p LabelBoot

LLCI
Boot
ULCI

Play-teaching efficacy → Infant teachers’ sensitivity → Childcare center adjustment .59 .18 .05 .08 .26 .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 ect Among Variables of the Model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lay-teaching efficacy → Infant teachers’ sensitivity .65*** .00 .65***
Infant teachers’ sensitivity →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28*** .00 .28***
Play-teaching efficacy →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26*** .18*** .44***
***p < .001.

Figure 2. Th e eff ects of play-teaching effi  cacy and teacher’s sensitivity on infants’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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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18, p < .01). Figure 2에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 민감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최종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

해서는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의 고양과 더불어 교사의 민감

성을 높일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놀이 교수효능감, 어린이집 적응 및 영아 교사

의 민감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놀이 교수효능감과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에서 영아 교사의 민감성이 매개효과를 탐색하

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비춰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효능감, 적응, 그리고 교사민감성 간에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놀이 교수 효능감과 교사 민감

성 그리고 놀이 교수효능감과 적응 간의 관계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교사 민

감성과 적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수효능감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Goddard, 

Tschannen-Moran, & Hoy, 2001). 여기서 ‘학습자에 대한 긍정

적인 변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교수효능감은 어느 시기 어떤 교육을 담당하든 교사

의 가장 근본적인 자질에 해당한다. 특히 놀이 교수효능감에

서의 ‘놀이’는 영유아 및 아동의 기관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

이다(S. J. Park & Lee, 2019). 더불어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

교사의 놀이신념,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J.-E. 

Seo & Lee, 2014)에 비춰볼 때, 놀이 교수효능감은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본 연구의 놀이 교수효능감, 적응 

그리고 교사민감성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유

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면, 교사민감성과 영아의 어

린이집 적응은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다. 특히 영아 교사민감

성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는 영아가 보내는 

언어적 신호 뿐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서도 표정이나 

몸짓 등을 보고도 즉시 알아채고 해결해줌으로써 교사와 영아

의 반응을 하나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즉각적

인 행동을 보여주는 교사의 반응이다(Min & Lee, 2015). 교사

는 영아에 대해 예리한 관찰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즉각적

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사와 영아 간의 안

정된 애착을 형성한다. 그리고 민감한 교사가 영아의 적응행

동을 높이며, 이러한 교사의 영향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N. Shin & Yun, 2016). 따라서 놀이 교수

효능감, 어린이집 적응, 그리고 교사의 민감성은 밀접한 관련

성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Min & Lee, 2015)와 유

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변인들은 어린이집에서의 질적 수

준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므로 추후에도 각 하위변인

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둘째,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

에서 교사의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아 교사민

감성은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계에서 매

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결과로 영아 교사민감성은 

놀이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

기 위해서는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고 동시에 교사의 

민감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아와 놀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

한다(Yun & Lee, 2018).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가운데 영

아의 관찰하고 민감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데, 놀이 교수효능감을 포함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

아의 행동을 더욱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Noh & Lee, 2015). 영아 담당 교사는 영아들의 하루일과에

서 즐거운 놀이과정에서 더욱 민감한 관찰에 근거한 적합한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놀이 교수효능감은 영아 

교사의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아들의 놀이를 관

찰하고,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교사 

전문성으로, 놀이 교수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

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영아에게 있어 놀이 활동은 

삶 그 자체이다. 이러한 놀이 활동이 활발하고 풍부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의 놀이 지원

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은 놀이 교수효능감으로 나타난다(J.-

E. Seo & Lee, 2014).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습자

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반응하고, 학습자를 긍정적인 방향으

로 지도하고(Gibson & Dembo, 1984), 영아의 놀이 특성,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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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Bigelow, Maclean, 

& Proctor, 2004). 이는 교사가 영아의 개인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표정 등 기관에서의 주 

양육자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교사민감성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영아의 개인적 요구를 파악하

는 능력, 긍정적인 상호작용, 발달과 학습의 비계설정까지 보

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이다(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들은 가정에서의 어머니만큼이

나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을 교사와 보내게 된다. 이는 교사와

의 애착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보

이는 영아에게 교사는 민감한 상호작용과 양육을 통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Howes & Ritchie, 1998). 그리고 교사의 민감

한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와 교사와의 돈독한 관계는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성이 있다(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또한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또래관계도 더 원활하

다는 보고(Howes, Matheson, & Hamilton, 1994)도 있다. 따라

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이를 위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는 교사의 민감성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영아 교사교육이 더

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놀이 교수효능감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교사가 영아의 놀

이활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풍부화 할 수 있다는 교수효

능감에 대한 신념과 효과적 놀이교수가 영아의 놀이에 영향

을 줄 것이라는 교수 결과에 기대를 포함하는 놀이 교수효능

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E.-S. Shin, Yu, & Park, 

2004). 따라서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풍부한 놀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중요한 교

육활동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놀이 교수효능감, 교사의 민감성, 그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 및 교사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밝히

기는 했으나, 다음의 몇 가지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본 연구

에서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아 1인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적응 측정하였다는 데에 있다. 연구대상인 교사가 연구대상

인 영아를 선정한 부분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

사의 측정 결과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교사가 평정하

는 평이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

후 후속연구에서는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영아

를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

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타

액 코티졸 분석법의 주목(K.-H. Lee, 2018)과 교사와 좋은 관계

를 맺는 것이 코티졸의 하강하는 코티졸의 일일 변화 패턴과 

관련이 있음(Lisonbee, Mize, Payne, &  Granger, 2008)을 통해 

코티졸의 변화를 어린이집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제안

될 수 있다. 영아가 안정적인 또래관계, 교사와 영아관계를 맺

고,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J. Lee & 

Lee, 2020)이 있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의 전문

성 발휘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놀이 교수효능감

을 통해서 그 능력이 더욱 빛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놀이 교수효능감, 교사민감성 그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종단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삶에 중요한 놀

이와 교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수효능감의 맥락에서 

놀이 교수효능감을 제안하여, 영아 교사의 민감성,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영아 교사의 민감성의 매개효과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적응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영아 교사교육 내용 개

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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