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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유아 기질 교사-유아 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이를

해 유아기질 검사는 학부모가 설문에 응답하 고,교사-유아 계와 유아 리더십은 담임교사와 부담임

교사가 응답하 다.연구 상은 8곳의 유치원 만 3-5세 유아 333명이다.유아기질 교사-유아 계,유

아리더십을검사하기 한검사도구는선행연구에서활용된도구를바탕으로본연구의목 에맞게재구

성하여 사용하 고,이를 근거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자료처리는 SPSSStatistics20for

Windows 로그램을 이용하여 Scheffé검증,Pearson의 률상 계수,다 회귀분석,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arianceInflationFactor,VIF),상 계수 등을 실시하 다.연구결과 유아 기질은 규칙성,

활동성,지속성, 응성순으로높게나타났고,교사-유아 계는친 계,의존 계,갈등 계순으로나타

났다.리더십은 목표달성능력,인간 계능력,통솔력,재창조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유아의 기질

응성,지속성은 유아의 리더십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유아 계에서는 친

계와의존 계가유아의리더십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유아리더십발달에는

기질 면에서 상황변화에 잘 응하고 안정된 성향과 교사-유아 계에서 친 하고 의존 인 계가 요

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아 리더십

Abstract

The purpose ofthisstudy was to analyze effectyoung children’s temperamentand

teacher-childrelationshiponchild’sleadership.Subjectwere3~5yearsold333kindergarten

youngchildren.youngchildren’sparentsansweredyoungchildren’stemperamentquestionnaire.

youngchildren’steacheransweredyoungchildren’stemperamentandteacher-childrelationship

questionnaire.Theresearchtoolsusedinthisstudywerethequestionnaireforassessmentscale

ofyoungchildren’stemperament,teacher-childrelationshipandyoungchildren’sleadership.To

analyzeeffectyoungchildren’stemperamentandteacher-childrelationshiponyoungchildren’s

leadership,questionnaireswerereconstrutedfromexistingquestionnaires.UsingSPSSstatistics

20forwindow program,Schefféverification,pearsonproductmomentcorrelation,mutiple

regressionanalysis,tolerance,varianceinflationfactorandVIFwereusedtoanalyzethedata.

Resultsofthisstudy aresummarized asfollows:In child’stemperament,regularity,in

teacher-childrelationship,closerelationship,inyoungchildren’sleadership,goalachivement

competencewereappearedmosthigh.Inyoungchildren’stemperament,adaptabilituyand

durabilityeffectedonchild’sleadershippositively.Inteacher-childrelationship,closerelationship

anddependencyrelationshipeffectedonyoungchildren’sleadership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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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사회 존재로 태어나면서 지속 으로 다른

사람들과 계를맺으면서살아간다.이러한 계를맺

으면서 집단의 발 과 자기스스로의 발 도 도모하게

된다.사회집단들은집단과개인의발 과조화로운

계를 해서 구심 역할을 하는 리더가 요구되고 각

개인은서로다른집단에서리더의역할을부여받는다.

따라서 사회는집단과개인의발 과집단내개인

간의 계를 조화롭고 정 이며 효과 으로 발달시

킬 수 있는 능력 하나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리더십에 한정의는매우다양하나리더십이란‘공

동의목표를달성하기 하여한개인이집단의성원들

에게 향을미치는과정’[85],‘다른사람의사고,감정,

행동에 의미심장한 향을 미치는 능력’[78]등으로 정

의되고 유아리더십이란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 유아가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래집단에 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24]된다.즉 리

더십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능력이며유아리더십은 래집단에서구성원들의사고

나 행동,감정 등에 향을 주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십은 인간과의 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에게도 방향을 제시해 다.이

러한리더십은 사회에 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면서살아가야하는 의사람들에게매우 요한기

술[7][16][20][80][82]이다.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집

단에속하게되고,각각의집단내에서크든작든리더

의 역할을 경험하므로 각각의 개인들도 리더십을함양

해야[5][91]한다.서로가좋은리더가되어조화로운사

회를이루는것은 사회의 요한목표이므로각개

인에게도 리더십의 요성은 강조[11]되고 있다.

유아들은성장해가면서가정뿐아니라유아교육기

등더다양하고넓은집단에속하게된다.이러한집단

속에서 유아들은 다른 사람과 정 인 인간 계를 맺

고집단에잘 응할수있도록발달되어야한다.따라

서 유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사회,정서 으

로 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 계 리더십이 요구

[33][46][62][65][68][74][77]된다.이러한 리더십은 유아

가 자기를 효과 으로 리하는 기술과 인간 계를원

만하게할수있는방법을습득하여집단속에서조화롭

게지내기 해서필요한데리더라는역할을해보는리

더십의경험은자신의정체감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격

을 형성[43][84]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더십에 련되는 변인들에 해 살펴보면

개인 내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이 있다.Carey&

McDevitt는 유아의 기질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동

양식으로 정의 하 고[76],송명자는 기질이 정서 표

양식과 환경자극에 한 반응양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라고 정의하 다[36].기질은 선

천 으로 타고나는 개인 성향이지만 환경에 향을

받아 변할 수 있는 성격특질[36][69][88][89]이다.기질

은개인차가있고각기질에따라행동경향성을다르게

나타내며,유아기는 각 개인의 기질 특성이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데 좀 더 직 으로 향을 미치고,

래집단에서 유아의 사회 치와 직 으로 련

이 있다[90].

유아 리더십은 유아 기질과 련이 되는데 기질

사회성,정서성,활동성과 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5].이러한연구는유아의리더십이유아기질과 련이

됨을 설명해주고 있다.

개인 기질은 리더십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기질의

하 요인 규칙성이 유아 리더십과 련이 있다는 연구

[51],기질의 하 변인 응성이 좋고 활동 일수록

래와 력을잘하고도와주며사소한일에 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드물어 리더십도 뛰어나다는 연구[58],

순한 기질의 유아가 리더십 수가 가장 높고 새로운

환경에잘 응하고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표 하는

유아가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43]등이 있다.유아는 기

질에 따라 래집단에서의 역할이 다른데 활동성이높

은 유아와 주 환성이 높은유아는집단에서 인기가

있고다른유아의정서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그

집단에서 리더가 된다[89].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리

더십이 기질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더십에 련되는 변인으로 개인 외 요인으로는

교사-유아 계가있다.교사-유아 계는최근유아가

가정에서보다 기 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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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교사는 유아에게

요한 사람들(signlficantothers) 한명이고 모방과 동

일시의 상이 되며 교사의 생각이나 가치,태도 등은

유아에게 많은 향을 주므로 교사-유아 계의 질은

유아에게 많은 향[21][50][53][79][87]을 주게 된다.

교사-유아 계는유아의리더십이나사회 능력과

련되는데 박화윤,마지순,안라리는 교사-유아 계

가 원만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고 교사와의 갈등수

이낮다고보고[31]하고있다.유정미는교사-유아

계가원만할수록유아가 래와원만한 계를맺고사

회 유능감이높으며다른사람과 정 인 계를맺

고있다고보고[44]하고있다.김동희는교사-유아 계

가 원만할수록 유아는 모든일에 극 이고 주 환경

에 잘 처하며 사회 유능성이 높다[6]고 하 다.

Birch&Ladd는 교사-유아 계가 원만할수록 유아들

이기 에 응을잘하고사회 기술과리더십도높다

고하 다[73].연구들은[1][10][39][50]은교사-유아

계가원만할수록 유아의 리더십과사회 유능감높으

며 래와의 계가 원만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 우

수한사회 기술을보이며문제행동을 게보이고타

인과의 계도 정 임을보고하고있다.이러한연구

들은 유아의 리더십이 교사-유아 계와 련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 계는 서로 련이 있는

데 서주옥은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 계에서 친

감이 높은 유아가 기질 면에서 자기 억제나 통제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34]하고 있다.

Bernadette은 유아가 과제수행력, 응성과 같은 기질

특성이 높을수록 교사-유아간의 원만하고 정 [72]

이라고 하 다.유아는 주 양육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데[71],부정 기분을 게

가지고 반응강도가격렬하지 않으며 새로운 자극을 피

하지않는기질을가진유아는교사와의애착안정성이

높고 원만한 계를 유지 한다[30].

김수옥은 유아의 기질 새로운 자극에 정 으로

근하고 상황변화에 잘 응하며부정 상황에도 좋

게반응하며작은자극에민감하게반응하는유아는교

사-유아 계가친 하다[12]고하 다.오지연은유아

의 기질 근회피성,기분성, 응성이 높은 유아는

교사와 친 한 계를 유지하고 의존 이거나 갈등

인 계가낮게나왔으나 근회피성,기분성, 응성이

낮고반응성이높은유아는교사와의갈등이높고의존

인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신경숙은

유아의 기질 요인 생리 규칙성이 교사-유아간의

의존성과 정 인 상 이 있음[38]을 보고하고 있다.이

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이 교사-유아 계와 련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여러연구들은유아의리더십과기질,리더십

과교사-유아 계,기질과교사-유아 계는서로 련

이 있음이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유아의 리더십과

련된 유아기질과 교사-유아 계를 체 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과 교사-유아 계가 유아의 리더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체 으로살펴보고자한다.이를 해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은 어

떠한가?

둘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 간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유아기질 교사-유아 계가유아리더십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유아 기질 교사-유아 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

는 향을규명하기 해경상남도K시에소재한사립

유치원 8곳의 만3-5세 유아 400명을 연구 상으로 선

정하여설문조사를수행하 다.설문조사수행을 해

연구자가유치원을직 내원하여본연구의목 과취

지를설명하고설문지를배부 회수하 다.선정한8

곳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규모,유치원의 주변 환경

(아 트 지역),부모의 사회경제 수 이 비슷한

특성을가지고있다.유아기질검사도구는유아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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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68 50.5

여 165 49.5

연령

만3세 58 17.4

만4세 192 57.7

만5세 83 24.9

형제 순위

외동 38 11.4

첫째 121 36.3

둘째 150 45.0

셋째 이상 24 7.2

전체 333 100.0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포 상황 

해 가정에 배부되어부모가평정하고 담임교사가이를

회수하 으며,교사-유아 계 유아 리더십 검사 도

구는 한 유아에 해 담임교사와 부담임 교사의 동시

설문조사를 통해 두 교사의 평균을 본 연구 자료로 활

용하 다. 상 유치원의 모든 학 이 담임교사 외에

부담임(보조교사)가있는곳이기때문에담임교사 심

으로 유치원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보조교사(부담임)도

유아의 활동에 향을 미치므로 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 평정에 해 동시 평정을 하 다.교사-유아

계 유아 리더십에 한 교사 간 평정일치도를 높이

기 해 비조사를수행하 다. 상유치원 한곳의

5명의 만 5세 유아(남 3명,여2명)를 선정하여 교사-유

아 계,유아 리더십을 평정한 결과,유아에 한 담임

보조교사의평정일치도는88.90으로매우높게나타

났다.교사의경력과학력에따라유아의리더십,유아-

교사 계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배

제하 다.검사를실시하기 5일동안연구자가교사

교육을 실시하 다.교사교육의 내용은 연구의 필요성

목 (1일),리더십과 유아기질(1일),교사-유아 계

에 한개념(1일),설문지응답시유의할 (2일)등을

으로 교육하 다.교사교육방법은 유인물로 설

명 주의 교육을 하 다.

배부된 설문지는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 내원하여

회수하 다.배부된설문지가운데회수된설문지는교

사 341부,학부모 333부 다.회수된 교사용 설문지 총

341부(85.3%) 유아 기질에 한 학부모의 설문결과

가없는자료8부를제외하고교사와학부모가모두응

답한 333부(83.3%)를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 다.연구 상 유아의 구체 인 분포

상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2. 검사도구

2.1 유아 기질 검사도구

유아 기질을 검사하기 해 정인희(2008)의 ‘부모용

유아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 다[57].이 도구는 6개

하 요인(응성,활동성,지속성, 환성,반응성,규칙

성),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신뢰도 검증 결과,

환성과 반응성 요인의 신뢰도(α)계수가 .30이하로

나타나본연구에서는이두요인을삭제하여4개하

요인(응성,활동성,지속성,규칙성),2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각 문항은 Likert4 평정척도( 그

지않다1 ,그 지않다2 ,그런편이다3 ,매우

그 다4 )로구성되어있으며 수가높을수록각요

인의 특성이 높으며 유아의 기질이 순한 것으로 볼 수

있다.평정은 유아의 부모가 평소 찰한 자녀에 한

행동결과를바탕으로표기하도록하 다.유아기질검

사도구의문항구성 신뢰도계수는아래[표2]와같

다.

표 2. 유아 기질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α)

적응성
3*, 5, 7, 10, 12*, 
14, 16, 19, 26

9 .81

활동성
1, 6, 9*, 13, 15, 17, 

20, 24, 25
9 .89

지속성
11*, 18*, 21, 22, 

23*, 27, 28
7 .62

규칙성 2, 4, 8 3 .65

전체 1~28 28 .86

*역산 문항

유아기질검사도구의신뢰도계수(α)를산출한결과,

.86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고,유아 기잘 하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2~.89로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기질 검사 도구는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사회과학분야에서연구도구의신뢰도계수가하

요인의경우.60, 체의경우.80이상이면신뢰할만

한 도구라고 제시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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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유아관계 검사도구

유아교육기 에서 교사-유아 계를 알아보기 해

Pianta와 Steinberg(1992)에 의해서 개발된 유아-교사

계성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86]를번안 수정하여사용한정 (2006)의

질문지[55]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유아와 교사 간의

특성에 한 교사의 지각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고 3

개하 요인(친 계,갈등 계,의존 계),28개문항

으로구성되어있다.교사-유아 계검사도구는Likert

4 평정척도(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2 ,

그런편이다 3 ,매우 그 다4 )로 구성되어있으며

수가높을수록교사-유아 계에서유아의교사와친

계,갈등 계,의존 계가높음을의미한다.평정은

담임 부담임교사가유아의평소 찰한행동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하 다.담임 부담임 교사의

평정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교사-유아 계 검사도

구의 문항구성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교사-유아관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α)

친밀관계
1, 4, 5, 6, 10, 12, 14, 16, 

21, 26, 27, 28
12 .75

갈등관계
2, 3, 7, 8, 9, 11, 15, 18, 20, 

23, 24, 25
12 .81

의존관계 13, 17, 19, 22 4 .66

전체 1~28 28 .71

교사-유아 계 검사도구의신뢰도 계수(α)를산출한

결과,.71로 양호하게 나타났고,교사-유아 계 하 요

인의신뢰도계수는.66～.81로비교 양호하게나타나

본연구에서사용한교사-유아 계검사도구는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2.3 유아 리더십 측정도구

유아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Miller(1996)

의연구[83]에기 하여정희욱,박병기,최성욱과강일

국(2003)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등학생을 상

으로 개발한 ‘지도력 진단도구’[60]를 황성원,사 숙,

이성희와 조성신(2008)이 유아의 발달 측면과 행동

특성을고려하여수정하고재구성한도구[70]를사용하

고,박연경(2008),김성숙(2009),김보균(2012)의박사

논문[9][11][27]에서신뢰도와타당도가검증되었다.이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유아리더

십 도구를 이미 개발하 고 이 도구는 많은 연구에서

유아리더십을측정하는 표도구로많이 활용되고있

다.이도구는4개하 요인(목표달성능력,재창조능력,

통솔력,인간 계능력),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는 Likert5 평정척도( 그

지않다1 ,그 지않다2 ,그 그 다3 ,그

다4 ,매우그 다5 )로구성되어있으며 수가높

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채

은 담임 부담임 교사가 유아의 평소 찰한 행동결

과를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하 다.담임 부담임 교

사의 평정 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유아 리더십 측정

도구의문항구성 신뢰도계수는아래[표4]와같다.

표 4. 유아 리더십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α)

목표달성능력 1, 2, 3, 4, 5, 6, 22, 23 8 .75

재창조능력 7, 8, 9, 10, 11, 15 6 .81

통솔력 13, 16, 17, 18, 19, 20, 21 7 .82

인간관계능력 12, 14, 24, 25, 26, 27 6 .75

전체 1～27 27 .91

유아리더십측정도구의신뢰도계수(α)를산출한결

과,.91로높게나타났고,유아리더십하 요인의신뢰

도 계수는 .75～.82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유아 리더십 측정도구는도구는신뢰할만

하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 처리

본연구의문제를해결하기 해수집된질문지를코

딩화하여 통계 로그램인 SPSSStatistics20for

Windows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 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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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인 성별 N M SD t

유아 기질

적응성
남자 168 2.53 .39

-.387
여자 165 2.55 .35

활동성
남자 168 2.77 .47

1.441
여자 165 2.70 .49

지속성
남자 168 2.63 .32

-1.096
여자 165 2.67 .29

규칙성
남자 168 2.83 .32

-2.139*
여자 165 2.91 .41

계
남자 168 2.69 .24

-.614
여자 165 2.71 .23

교사-유
아 관계

친밀관계
남자 168 2.99 .30

-4.227***
여자 165 3.13 .28

갈등관계
남자 168 2.13 .35

3.409**
여자 165 2.00 .35

의존관계
남자 168 2.19 .46

-.471

여자 165 2.21 .37

둘째,연구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해 기술통계

를 통해 평균,표 편차,왜도,첨도를 산출하 다.

셋째,유아의 성별,연령에 따른 유아 기질,교사-유

아 계,유아 리더십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해 먼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표

본t검증과F검증을실시하 다.집단간다 비교를

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p<.05)을 실시하 다.

넷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 간의

련성을알아보기 해Pearson의 률상 계수를산

출하 다.

다섯째,유아기질과교사-유아 계가유아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독립변수간의높은상호 련성을의미하는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공차(Tolerance),분산팽창지

수(VarianceInflationFactor,VIF),상 계수 등을 이

용하여 검토하 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 기질, 교사-유아 관계, 유아 리더십에 대

한 인식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변수가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

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표

편차,왜도 첨도를산출한결과는아래[표5]와같다.

표 5.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하 변인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유 아 
기질

적응성 2.54 .37 -.33 -.70

활동성 2.74 .48 -.33 -.31

지속성 2.65 .30 -.10 -.26

규칙성 2.87 .37 -.63 .28

전체 2.70 .23 -.20 -.62

교사-
유 아
관계

친밀관계 3.06 .30 -.01 -.92

갈등관계 2.06 .36 1.05 1.76

의존관계 2.20 .42 .36 .12

유 아 
리 더
십

목표달성능력 3.04 .32 .19 -.22

재창조능력 3.02 .45 -.29 -.43

통솔력 3.03 .40 .16 -.17

인간관계능력 3.04 .35 -.23 .73

전체 3.03 .31 -.31 .22

유아 기질은 규칙성,활동성,지속성, 응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교사-유아 계에서는 친 계,의존

계,갈등 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유아 리더

십은 목표달성능력,인간 계능력,통솔력,재창조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변인의 분포가

정상분포 곡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여주는 왜도

첨도값이 정상분포곡선에가까운분포를나타내고

있다.변인의분포가정상분포곡선으로부터 쪽 는

아래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보여주는첨도 통계량과변

인의 분포가 정상분포곡선으로부터왼쪽 는 오른쪽

으로치우친정도를보여주는왜도통계량은-2와2사

이의값을나타낼때일반 으로정상분포곡선의형태

를보인다고말할수있다.이를유아의성별과연령별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유아 성별에 따른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

아 리더십에 대한 분석

유아성별에따른유아기질,교사-유아 계,유아리

더십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유아 성별에 따른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아 리

더십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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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리더십

목표달성능력
남자 168 2.99 .33

-3.093**
여자 165 3.10 .31

재창조능력
남자 168 2.95 .46

-2.829**
여자 165 3.09 .42

통솔력
남자 168 3.00 .44

-1.664
여자 165 3.07 .36

인간관계능력
남자 168 2.97 .32

-3.945***
여자 165 3.12 .35

계
남자 168 2.98 .32

-3.453**
여자 165 3.09 .29

*p<.05,  **p<.01,  ***p<.001

체 으로남아보다여아의기질이순하고교사-유

아 계에서남아보다여아가교사와친 한 계를형

성하며리더십도남아보다여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아기질변인에서여아(M=2.71)가남아(M=2.69)보

다높은평균을보 지만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

다.규칙성하 변인에서여아가남아보다높은평균을

보 고,p<.05수 에서 유의한 차이(t=-2.139)가 나타

났다.활동성하 변인에서는남아가여아보다높은평

균을보 고, 응성,지속성하 변인에서는여아가남

아보다 높은 평균을 보 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즉,본 연구결과 남아보다 여아의 기

질이 순함을 알 수 있다.

교사-유아 계 변인의 친 계 하 변인에서는 여

아(M=3.13)가 남아(M=2.99)보다 높은 평균을 보 고,

p<.001수 에서유의한차이(t=-4.227)가나타났다.갈

등 계 하 변인에서는 남아(M=2.13)가 여아(M=2.00)

보다높은평균을보 고,p<.01수 에서유의한차이

(t=3.409)가 나타났다.의존 계 하 변인에서는 여아

가남아보다높은평균을보 지만유의한차이는나타

나지않았다.즉,교사-유아 계에서여아는교사와친

한 계를형성하고,남아는교사와갈등 계를형성

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아리더십변인에서유아교

사들은남아(M=2.98)보다여아(M=3.09)의리더십을높

게 인식하 고,p<.01수 에서 유의한 차이(t=-3.453,

p<.01)가 나타났다.유아리더십 하 변인 가운데 목표

달성능력(t=-3.093, p<.01), 재창조능력(t=-2.829,

p<.01),인간 계능력(t=-3.945,p<.001)변인에서 여아

가남아보다높은평균을보 고,집단간유의한평균

차이도나타났다.즉,남아보다는여아의리더십이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2 유아 연령에 따른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

아 리더십에 대한 분석

유아연령에따른유아기질,교사-유아 계,유아리

더십에 한차이를알아보기 해F검증한결과는아

래 [표 7]과 같다.

표 7. 유아 연령에 따른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아 리

더십에 대한 차이

하 변인 연령 N M SD F Scheffé

유아 
기질

적응성

만3세 58 2.50 .43

1.282만4세 192 2.53 .36

만5세 83 2.60 .36

활동성

만3세 58 2.75 .58

.304만4세 192 2.72 .39

만5세 83 2.76 .58

지속성

만3세 58 2.61 .21

2.786만4세 192 2.63 .32

만5세 83 2.71 .32

규칙성

만3세 58 2.57 .40

28.933***
4>3
5>3

만4세 192 2.96 .32

만5세 83 2.86 .33

계

만3세 58 2.61 .18

5.393**
4>3
5>3

만4세 192 2.71 .24

만5세 83 2.73 .24

교사-
유아 
관계

친밀관
계

만3세 58 3.06 .34

18.410*** 5>3,4만4세 192 2.99 .28

만5세 83 3.21 .24

갈등관
계

만3세 58 2.15 .20

4.036* 3>4만4세 192 2.02 .30

만5세 83 2.11 .51

의존관
계

만3세 58 2.52 .23

38.012*** 3>4,5만4세 192 2.05 .36

만5세 83 2.31 .48

유아 
리더
십

목표달
성능력

만3세 58 3.00 .24

17.788*** 5>3,4만4세 192 2.98 .30

만5세 83 3.21 .37

재창조
능력

만3세 58 3.09 .51

14.006***
3>4
5>4

만4세 192 2.92 .42

만5세 83 3.20 .40

통솔력

만3세 58 2.81 .33

21.500***
5>3,4
4>3

만4세 192 3.01 .40

만5세 83 3.23 .36

인간관
계능력

만3세 58 3.04 .20

17.809*** 5>3,4만4세 192 2.97 .32

만5세 83 3.22 .41

계

만3세 58 2.99 .20

22.014*** 5>3,4만4세 192 2.97 .32

만5세 83 3.22 .28

*p<.05,  **p<.01,  ***p<.001

유아연령에따른유아기질을분석한결과,만5세유

아(M=2.73),만4세 유아(M=2.71),만3세 유아(M=2.61)

순으로높은평균을보 고,p<.01수 에서집단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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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인

1 2 3 4 5 6 7 8

1 
친밀관계

1

2 
갈등관계

-.32** 1

3 
의존관계

-.04 .57** 1

의한차이(F=5.393)가나타났다.집단간다 비교를

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p<.05)한 결과,만4세와

만3세,만5세와만3세유아사이에서유의한평균차이

가 나타났다.유아 기질 하 변인 가운데 규칙성 변인

에서 만4세와 만3세,만5세와 만3세 유아 사이에서 유

의한 평균 차이(F=28.933,p<.001)가 나타났다.하지만

응성,활동성,지속성 변인에서는 만5세 유아가 가장

높은평균을보 지만집단간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연령에따른교사-유아 계를분석한결과,친

계 변인에서 만5세와 만3세,만5세와 만4세 유아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F=18.410,p<.001)가 나타

났고,갈등 계변인에서는만3세와만4세유아사이에

서유의한평균차이(F=4.036,p<.05)가나타났다.의존

계 변인에서는 만3세와 만4세,만3세와 만5세 유아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F=38.012,p<.001)가 나타

났다.

유아연령에따른유아리더십을분석한결과,만5세

유아(M=3.22), 만3세 유아(M=2.99), 만4세 유아

(M=2.97)순으로높은평균을보 고,p<.001수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22.014)가 나타났다.

집단간다 비교를 한사후검증으로Scheffé검증

(p<.05)한결과,만5세와만3세,만5세와만4세유아사

이에서유의한평균차이가나타났다.이를하 변인별

로 분석해 보면,목표달성능력과 인간 계능력 변인에

서는 만5세와 만3세,만5세와 만4세 유아 아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고,재창조능력 변인에서는

만3세와 만4세,만5세와 만4세 유아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차이가나타났다.통솔력변인에서는만5세와만3

세,만5세와 만4세 유아,만4세와 만3세 유아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2. 유아 기질, 교사-유아관계,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

2.1 유아 기질과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

부모가 인식한 유아 기질과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

리더십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유아 기질과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N=333)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 
적응성

1

2 
활동성

.72** 1

3 
지속성

.20** -.19** 1

4 
규칙성

.03 -.19** .35** 1

5 
목표달
성능력

.28** -.11* .52** .20** 1

6 
재창조
능력

.63** .32** .23** .00 .48** 1

7 
통솔력

.58** .24** .42** .15** .58** .60** 1

8 
인간관
계능력

.34** .01 .40** .04 .57** .60** .55** 1

9 유아 
리더십

.58** .17** .46** .11* .78** .84** .84** .82** 1

*p<.05,  **p<.01

유아기질과유아리더십간의 련성을분석한결과,

응성(r=.58,p<.01),지속성(r=.46,p<.01),활동성

(r=.17,p<.01),규칙성(r=.11,p<.05)순으로 유아 리더

십과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유아 기질 가

운데 응성은유아리더십의재창조능력,통솔력,인간

계능력,목표달성능력변인순으로유의한정 상

계가나타났고,활동성은재창조능력,통솔력변인과

유의한정 상 계가나타났다.지속성은유아리더

십의 목표달성능력,통솔력,인간 계능력,재창조능력

변인과 유의한 련성이 나타났고,규칙성은 목표달성

능력,통솔력 변인과 유의한 정 련성이 나타났다.

2.2교사-유아 계와 유아 리더십 간의 계

교사-유아 계와유아리더십간의 련성을알아보

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

래 [표 9]와 같다.

표 9. 교사-유아관계와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N=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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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달성
능력

.27** -.14* .12* 1

5 
재창조능

력
.50** -.07 .16** .48** 1

6 통솔력 .41** -.07 -.06 .58** .60** 1

7 
인간관계
능력

.46** -.33** .01 .57** .60** .55** 1

8 유아 
리더십

.51** -.18** .07 .78** .84** .84** .82** 1

*p<.05,  **p<.01

교사-유아 계와유아리더십간의 련성을분석한

결과,교사-유아 친 계와 유아 리더십은 유의한 정

련성(r=.51,p<.01)이나타났고,교사-유아갈등

계와 유아 리더십은 유의한 부 련성(r=-18,p<.01)

이나타났다.즉,교사-유아 계가갈등이없고친 한

계를형성할수록유아리더십이함양될수있음을보

여주고 있다.교사-유아 계 가운데 친 계는 유아

리더십의 재창조능력,인간 계능력,통솔력,목표달성

능력 변인 순으로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고,

갈등 계는 인간 계능력,목표달성능력 변인과 유의

한부 상 계가나타났다.그리고의존 계는유아

리더십의 재창조능력,목표달성능력 변인과 유의한 정

련성이 나타났다.

3. 유아 기질 및 교사-유아관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3.1 유아 기질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질변인이유아리더십에미치는 향을알아

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유아기질이유아리더십에미치는 향을분석한결

과,선형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51.6%이고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7.411,p<.001).종속변

수에 한 독립변수의 상 요도를 의미하는베타

계수(β)를 살펴보면, 응성(t=12.601,p<.001),지속성

(t=5.529,p<.001)은유아리더십에 정 인 향을미

치는 변수로 작용하 고,활동성(t=-5.923,p<.001)은

유아리더십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

다.

표 10. 유아 기질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공차 VIF R² F

유아 
리더십

유아 
기질

적응성 .810 12.601*** .357 2.801

.516 87.411***
활동성 -.384 -5.923*** .351 2.846

지속성 .257 5.529*** .685 1.460

규칙성 -.077 -1.859 .851 1.175

***p<.001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호 련성을 의미하는 다 공

선성을 확인하 다.다 공선성은 일반 으로 공차

(Tolerance),분산팽창지수(VarianceInflationFactor,

VIF),그리고 상 계수 등을 이용하여 검토 한다[58].

공차의 값이 0.1이하 이거나 VIF값이 10이상,상 계

수가.90이상이면독립변수들간에다 공선성이존재

하는것으로간주한다[63][81]고볼때,본연구결과에

서는다 공선성의문제가없는것으로검증되었다.유

아기질이유아리더십의하 변인에미치는 향을알

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유아 기질이 유아 리더십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² F

목표달성능력 유아 기질

적응성 .516 7.015***

.366 47.334***
활동성 -.419 -5.655***

지속성 .342 6.446***

규칙성 -.013 -.267

재창조능력 유아 기질

적응성 .844 12.269***

.446 65.899***
활동성 -.301 -4.333***

지속성 .039 .784

규칙성 -.098 -2.198*

통솔력 유아 기질

적응성 .680 9.943***

.452 67.549***
활동성 -.201 -2.913**

지속성 .246 4.981***

규칙성 .004 .079

인간관계능력 유아 기질

적응성 .562 7.227***

.292 33.741***
활동성 -.373 -4.754***

지속성 .271 4.823***

규칙성 -.145 -2.878**

*p<.05,  **p<.01,  ***p<.001

유아 기질은 유아 리더십 하 변인 가운데 통솔력,

재창조능력,목표달성능력,인간 계능력 순으로 유의

한설명력을나타내고있다.이를구체 으로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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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질은 목표달성능력을 약 36.6%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회귀식(F=47.334,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유아기질 하 변인 가운데 응성(t=7.015,

p<.001)과 지속성(t=6.446,p<.001)은 목표달성능력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며,활동성(t=-5.655,

p<.001)은 목표달성능력에 부정 인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아기질은 재창조능력을 약

44.6%정도설명하고있으며,회귀식(F=65.899,p<.001)

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유아기질하 변인가운데

응성(t=12.269,p<.001)은 재창조능력에 정 인 유

의한 향을 미치며,활동성(t=-4.333,p<.001)과 규칙

성(t=-2.198,p<.05)은 재창조능력에 부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질은 통솔력을 약 45.2%정도 설명하고 있으

며,회귀식(F=67.549,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유아기질 하 변인 가운데 응성(t=9.943,p<.001)

과 지속성(t=4.981,p<.001)은 통솔력에 정 인 유의

한 향을미치며,활동성(t=-2.913,p<.01)은통솔력에

부정 인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그리

고 유아기질은 인간 계능력을 약 29.2%정도 설명하

고 있으며,회귀식(F=33.741,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아기질 하 변인 가운데 응성(t=7.227,

p<.001)과 지속성(t=4.823,p<.001)은 인간 계능력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며,활동성(t=-4.754,

p<.001)과 규칙성(t=-2.878,p<.01)은 인간 계능력에

부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교사-유아관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계변인이유아리더십에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교사-유아관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공차 VIF R² F

유아 
리더십

교사-
유아관
계

친밀
관계

.476 9.436*** .869 1.150

.272 40.964***갈등
관계

-.113 -1.844 .586 1.708

의존
관계

.155 2.653** .650 1.539

***p<.001

교사-유아 계가유아리더십에미치는 향을분석

한결과,선형회귀모형의설명력(R²)은27.2%이고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0.964,p<.001).종

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상 요도를 의미하는

베타계수(β)를 살펴보면,교사-유아 계 변인 가운데

친 계(t=9.436,p<.001)와 의존 계(t=2.653,p<.01)

가유아리더십에 정 인 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

하 다.독립변수간의높은상호 련성을의미하는다

공선성을확인한결과,공차의값이0.1이상이고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

로검증되었다.교사-유아 계가유아리더십의하 변

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실

시한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교사-유아관계가 유아 리더십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² F

목표달성능력
교사-
유아
관계

친밀관계 .208 3.751***

.118 14.608***갈등관계 -.220 -3.247**

의존관계 .255 3.970***

재창조능력
교사-
유아
관계

친밀관계 .498 9.940***

.283 43.322***갈등관계 -.030 -.486

의존관계 .199 3.437**

통솔력
교사-
유아
관계

친밀관계 .450 8.410***

.182 24.347***갈등관계 .146 2.237*

의존관계 -.130 -2.095*

인간관계능력
교사-
유아
관계

친밀관계 .359 7.125***

.275 41.605***갈등관계 -.335 -5.465***

의존관계 .215 3.687***

*p<.05,  **p<.01,  ***p<.001

교사-유아 계는유아리더십하 변인가운데재창

조능력,인간 계능력,통솔력,목표달성능력순으로유

의한설명력을나타내고있다.이를구체 으로살펴보

면,교사-유아 계는목표달성능력을약11.8%정도설

명하고 있으며,회귀식(F=14.608,p<.001)도 유의한 것

으로나타났다.교사-유아 계하 변인가운데친

계(t=3.751,p<.001)와 의존 계(t=3.970,p<.001)는 목

표달성능력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며,갈등

계(t=-3.247,p<.01)는 목표달성능력에 부정 인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유아 계는

재창조능력을 약 28.3%정도 설명하고 있으며,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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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3.322,p<.001)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교사-유

아 계 하 변인 가운데 친 계(t=9.940,p<.001)와

의존 계(t=3.437,p<.01)는 재창조능력에 정 인 유

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교사-유아 계는

통솔력을 약 18.2%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회귀식

(F=24.347,p<.001)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교사-유

아 계 하 변인 가운데 친 계(t=8.410,p<.001)와

갈등 계(t=2.237,p<.0)는 통솔력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며,의존 계(t=-2.095,p<.05)는 통솔력에

부정 인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그리

고교사-유아 계는인간 계능력을약27.5%정도설

명하고 있으며,회귀식(F=41.605,p<.001)도 유의한 것

으로나타났다.교사-유아 계하 변인가운데친

계(t=7.125,p<.001)와 의존 계(t=3.687,p<.001)는 인

간 계능력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치며,갈등

계(t=-5.465,p<.001)는 인간 계능력에 부정 인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기질과 교사-유아 계가 유아 리더

십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것이

다.이에 따라 첫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은 어떠한지,둘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

유아리더십간의 계는어떠한지,셋째,유아기질

교사-유아 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향은 어떠

한지를 살펴보았다.

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은 어떠한지

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을

체 으로 분석한 결과 유아 기질 가운데 규칙성,활동

성,지속성, 응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교사-유아

계는친 계,의존 계,갈등 계순으로높게나타

났다. 한유아리더십은목표달성능력,인간 계능력,

통솔력,재창조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즉 본 연구

에서유아의기질은규칙성이가장높게나옴으로써선

천 인 것 뿐 아니라 환경의 향을 받기도 하는 기질

이므로가정 내외의 양육환경에서 규칙성이많이 강조

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교사-유아 계

는 친 계가높았는데 이는연구 상 유치원의 교사

와 유아 계의 분 기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유아

리더십은 목표달성능력이 가장 높게나왔는데 이것

한 가정이나 기 의 분 기나양육환경 등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유아 성별에 따른 유아기질,교사-유아 계,

유아리더십을분석한결과유아기질변인에서남아보

다 여아의 기질이 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아의

기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56][59][64][76]와 그 맥을 같이하는 반면 유아의 기질

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5][49][66]와

는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본연구에서는여아의기

질이 남아보다 좀 더 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질은

선천 인것과후천 인환경에의해만들어진다[75]고

볼 때 이는 지역의 분 기,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

경등의후천 인요인에의해서나온결과라고여겨진

다.따라서성별에따른기질의차이에 한연구는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 성별에 따른 교사-유아 계 변인에서는 여아

가남아보다교사와의친 한 계를형성하고,남아는

교사와 갈등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 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 한

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8][19][44][54]와 그 맥을

같이 한다.이는 여아가 교사와의 계에서 더 친 하

고 정서 인 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와의 계에서

더 의존 인 계를 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교

사와의 계에서더의존 이라는연구결과[10][14][28]

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 성별에 따른 리더십 변인에서는 남아보다 여아

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리

더십이 남아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

[22][26][33][37][48][52][67]와 일맥상통한다.여러 연구

에서 여아의 리더십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여아의 정서

지능이남아보다더높음[4][45][47]으로인하여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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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들에게좀 더 정서 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효과

으로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리더십도 더발달한것으

로 여겨진다.

셋째,유아 연령에 따른 유아 기질,교사-유아 계,

유아 리더십을 분석한 결과 유아 기질변인에서는 만5

세유아,만4세유아,만3세유아순으로높은평균을보

고,p<.01수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5.393)가

나타났다.이는 유아의 기질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연구결과[18][42][76]와그맥을같이한다.반면연

령에따라차이가없다는연구결과[32][35]와는다소다

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연령에 따라다르게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부모들이

유아가나이를더해갈수록좀더 정 인기질로양육

하고있음을고려해볼수있다.본연구에서의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 한 지역사회의 분 기,가정의 분

기,부모의 양육태도에 향을 받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에 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아기질 하 변인

가운데규칙성변인에서만5세유아가만4,3세보다더

높게나타났다.이는만5세유아가사회 경험을좀더

해 으로써사회의규칙이나 질서에 해익숙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 연령에 따른 교사-유아 계를 분석한 결과 친

계변인에서만5세,만3세,만4세의순으로높게나

타났고,갈등 계변인에서는 만3세,만5,만4세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의존 계 변인에서는 만3세,만5세,

만4세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교사와

의 갈등이나의존 계가 연령이 어릴수록높게 나타난

다는연구결과[3][8]와부분 으로일치한다.연령에따

른교사-유아 계에 한연구는좀더지속 으로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유아연령에따른리더십변인에서는만5세유아,만

4세 유아,만4세 유아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 고,

p<.001수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F=22.014)가 나

타났다.이는 만5세 유아의 리더십이 만4세 유아보다

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7][40][67]

와그맥을같이한다.만5세유아의리더십이가장높게

나온 것은 만 5세유아의 정서지능이 가장 발달[17][61]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정서에 민감하고 정교한 5세 유

아가 리더십도 더 잘 발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유

아의 사회 정서 발달과 련된 연구들[17][23][29]에게

서만4세보다만5세의사회,정서 발달이나정서지

능이 높게나타난것과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인

다.즉사회,정서 발달이나정서지능이높을수록 유

아의 리더십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는 만5세 다음으로 만 3세의 리더십이 만 4세보다 더

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유치원연령인만3세를 상

으로 한 리더십이나 사회,정서 발달에 한 연구는

다소부족하다.따라서만3,4,5세모두를 상으로한

리더십 차이에 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유아 기질,교사-유아 계,유아 리더십간의 계는

어떠한지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 기질과 유아 리더십 간의 련성을 분석

한 결과, 응성,지속성,활동성,규칙성 순으로 유아

리더십과유의한정 상 계가나타났다.이는상황

에 응을잘하고,안정 이고지속 인기질을가지고

있는유아일수록리더십이높음을보여 다.이러한결

과는 기질의 하 요인 응성과 활동성을지닌 유아

들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정 으로 한다는 연구

결과[5][43]와 응성변인에서부분 으로의견을같이

한다.기질과 리더십의 련은 선천 인 것과 더불어

양육환경의 향이 같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75],본 연구 상의 유아들이 활동성보다는 지속

성이높은유아가리더십도높은것은양육환경과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이

것은 유아의 리더십을발달시키기 해서는유아의기

질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다.유아의 기질을 잘 악

하여 리더십과 련된 응성,지속성 등을 히 발

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교사-유아 계와 유아리더십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사-유아 친 계와 유아 리더십은 유

의한 정 련성이 나타났고,교사-유아 갈등 계와

유아 리더십은 유의한 부 련성이 나타났다.즉,교

사-유아 계가 갈등이 없고 친 한 계를 형성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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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유아리더십이함양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이

는 교사-유아의 계가 친 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6][13]와 일맥상통한다.이러한

결과는교사와유아의친 한 계가유아의리더십발

달에있어 정 인 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고있

다.이것은교사와의 계가친 하면유아는정서 인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 능력도 좀 더

발달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따라서 유아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기 해서 교사는 유아와 친 하고 정 인

계를 유지하고 이를 해가정에서나 기 에서도

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질 교사-유아 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

는 향은 어떠한지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 기질이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응성,지속성은유아리더십에 정 인 향을

미치는변수로작용하 고,활동성은유아리더십에부

정 인 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하 다.이러한결과

는상황 응력이높고,지속 이고안정된기질의유아

가 리더십도 높음을 보여 다.

따라서 유아리더십을 발달시키기 해서는 유아가 상

황변화에 잘 응하고 안정 이고지속 인 성향을 키

울수있도록교사나부모가도와주어야함을알수있

다.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기질의 하 변인 응성,

활동성을 지닌 유아들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정

으로 한다는 연구결과[5][43]와는 응성변인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나 활동성 변인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질의 하 변인이유아 리더십에미치는 향

에 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교사-유아 계가유아리더십에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교사-유아 계 변인 가운데 친 계와

의존 계가유아 리더십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

수로작용하 다.이러한결과는교사와의 계가친

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결과[6][13]와 교

사와의 계에서 한 의존성을보인 유아일수록 리

더십이 높다는 연구결과[1]와 그 맥을 같이 한다.따라

서 유아의 리더십을발달시키기 해서는교사는유아

간의 계를 친 하게 하고,유아가 히 교사에게

의존하게함으로써서로호감있고 정 인 계를유

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연구결과로유아의기질 응성,지속성은유아

의 리더십에 정 인 향을 미치고,교사-유아 계

에서 친 계와 의존 계는 유아의 리더십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따라서교사나부모

는 유아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기 해서 유아가 상황변

화에잘 응할수있고,안정되고지속 인성향을발

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사-유아 계를 친 하게 하고 유아가 교사에게

히 의존하게함으로써 교사와 유아가 서로신뢰하고

정 이며 정서 인 계를유지할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는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만 본 연구

는유아의기질,교사-유아 계,유아리더십에 한것

을부모나교사가질문지로측정하 는데,이는부모나

교사의 주 견해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좀 더 객 인 측정을 해

찰과 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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