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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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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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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어머니  교사에 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시 어린이집에 재원 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 64명과 어머니, 그리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연구도구로 애착 Q-set검사와 교사의 반응성도구를 사용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
여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해 Cronbach’s 와 연구문제를 해 Pearson 률상 계수를 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교사의 일 성, 온정성, 민감성은 유아의 교사에 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둘째, 교사의 온정 인 태도

와 민감한 반응은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민감하고 반응 인 특성이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뿐 아니라 어머니에 한 애착 형성에도 매우 요한 변인

임을 말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애정 인 신체 과 함께 정 인 정서로 일 되고 민감하

게 유아에게 상호작용하는 반응성이 얼마나 요한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교사의 특성이 아-교사간의 계에 한 
향을 넘어 아-부모간의 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 주었다.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4 young children aged 12 to 36 months old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The attachment Q-set and an instrument for teachers' responsivity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Cronbach's and Pearson's r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eachers' consistency, warmth, and 
sensitiv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hildren's attachment to teachers. In addition, teachers' warm and 
sensitive responses were related to the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s. Teachers' warm, sensitive, and responsive 
characteristics are emphasized for quality interaction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eachers, since they contribute to
the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s well a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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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발달과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인간이 

출생 후 양육자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하는 기 경험

을 강조해 왔다. 통 으로 주양육자는 부모, 특히 아이
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어머니 다. 따라서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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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련 연구들은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을 두고 행해져 왔으며, 서구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유아간의 애착에 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고, 특히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에 한 주제가 다
루어져 왔다. 상 으로 최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양

육자와 유아간의 애착의 요성이 연구주제로 많이 행

해져 오고 있어, 양육자의 어떠한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깊고도 장기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해 보다 깊은 

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상과 함께 맞

벌이가정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어머니 신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비율이 높아

짐과 함께, 어린 유아가 리양육자와 함께 많은 시간
을 보내게 됨으로 인한 부정  향에 한 우려도 높아

지고 있다. 인생에서 요한 기경험이 부모가 아닌 타
인에 의해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의 

유아들은 부정 인 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 특히 일
일의 상호작용이 요한 유아기에 어린이집에서 집단

으로 생활하게 될 때 문제가 없을까? 인생 기에 경험하

는 상호작용이나 계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련학계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부모나 행정가들에게도 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부
모에 따라 유아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  수 이 

다양하듯이,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유아가 경험하
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  수 이 다르게 된다. 
특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유아의 

애착 계는 언어 , 사회정서 , 인지  발달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1,2], 보육기 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부모 신 보육교사와 어떠한 애착 계를 갖는가에 한 

연구가 최근의 주요 연구과제가 되었다 [3,4,5,6]. 즉, 인
간이 태어나 맺기 시작하는 최 의 사회  계는 주로 

부모와의 계이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계를 토 로 

이후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을 부모 신 보육

교사와 함께 하는 유아가 교사와 어떠한 애착 계를 

갖는가는 매우 요한 문제인 것이다. 
교사와 유아간의 안정된 애착 계는 정서  안정 

 래간 유능성과 극 인 상호작용 [7,8], 높은 수
의 놀이참여, 인지발달, 정  정서표  등 유아의 인

지 , 사회정서  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

[9,10,11]. 유아가 교사와 정 인 상호작용을 하고 

안정 인 애착을 형성할 때 유아들은 친사회 이며 래

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동 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12,13], 유아와 교사가 정 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유아는 집단놀이에 더 많이 참여한다[14]. 한 

유아와 보육교사와의 애착이 안정 일수록 아들은 

조 이며 주의집 을 잘 하고, 놀이와 감정이입이 잘 되
고 래와의 계가 원만하 으며, 유아는 교사와의 

애착을 통해 어린이집에 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4,15,16,17,18].
그 다면 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교사의 

특성은 무엇일까?  유아가 교사에 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해서는 유아와 교사간 질 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질 인 상호작용을 한 

교사의 특성은 애정 인 신체 과 지속 인 화와 같

은 반응성, 민감성, 온정성, 애정  표  등이 있다 

[19,20,21,22]. 애착이론가들에 의하면 안정애착 형성을 
한 양육자의 특성들은 민감성(Sensitivity)이란 개념으
로 정리된다[1,2]. 이들에 의하면, 유아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민감한 양육자는 유아의 신호를 잘 읽어 

하고도 지연되지 않는 반응을 일 되게 하고, 언어 , 
신체 으로 애정을 표 하며, 유아를 즐거워하고 극
으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학자는 요한 양육자의 행동으로 반응성을 강

조한다[23]. 그 하  요인으로 민감성, 상호성, 한 

보조, 낮은 지시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이 있다. 이후 
부분의 연구들에서 유아와의 질 인 상호작용을 하

는 교사의 특성으로 교사의 여수 , 민감성, 온정성, 
애정  표   수용성, 애정 인 신체 과 지속 인 

화, 활동에의 극 인 참여, 수용 이고 정 인 태

도 등을 강조하 다[19,23,24].
한편, 교사와의 안정된 애착은, 유아가 어머니와 불

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되었을 경우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의 부정  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에 한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응과의 계에

서 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25,26]. 
이러한 결과는 유아와 교사간의 애착은 유아와 어머

니간의 애착 계와 상보  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이며 한, 유아-교사 애착과 유아-어머니 애착이 독
립 으로 유아에게 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변인이 
함께 작용하여 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에 통합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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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와 교사에 한 애착을 모두 측정함과 동시에 교

사의 반응성을 측정하고, 부모와 교사에 한 유아의 
애착이 교사의 반응성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애착 련 

선행 연구와 달리,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의 반응성
과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과의 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교사의 반응성이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
과도 유의미한 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생활하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보육교사 역할의 요성을 

검증하고, 교사와 부모 양쪽에 안정된 애착형성을 한 
유아보육교사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유아교사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반응성과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과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과의 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와 어머니, 그리고 유아들을 담
당하는 교사들이다. D시에 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재
원 인 유아 64명과 담임교사 12명이었다. 남아 31
명, 여아 3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월령은 28개월이었
다. 유아들의 가정은 모두 맞벌이 가정이었으며, 400
만원 이상의 경제  수 의 비율이 46% 다. 

2.2 연구도구

2.2.1 애착 Q-set 

Q-sort 방법은 처음에 Stephenson[27]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성격측정  발달연구에 리 사용되어 온 방법

이다. 이 방법을 Waters & Deane[28]이 Bowlby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12∼36개월의 유아를 상으로 애착
계의 질을 측정하기 해 애착 Q-set를 개발하 다.  
이 도구는 유아의 애착 련 행동에 해 기술된 짧은 

문항이 힌 9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찰자나 

어머니가 카드에 힌 내용을 읽고 연구 상 유아의 

행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 에서 9 까지 9개의 묶
음으로 카드를 분류하는 것을 토 로 유아의 애착 수

를 산출해 내는 도구이다. 먼  90장의 카드를 상, , 
하의 세 묶음으로 유아의 행동과 부합하는 정도에 따

라 나  후에, 다시 각 묶음을 상, , 하 세 묶음으로 나
어 최종 으로 9개의 묶음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각 
묶음에 애착의 수 을 결정하는 수가 부여된다. 즉, 90
장의 카드들  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묶

음에 있는 10장의 카드에 9 ,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
으로 분류된 10장의 카드에 1 을 주는 식으로 각각의 

카드는 1 부터 9 까지의 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애
착 안정성 수는 분류자가 카드를 분류하여 연구 상 

아에게 부여한 수와 애착 문가들에 의해 부여된 

거 수와의 상 계를 산출함으로써 얻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을 측정하기 하

여 Lee, Park, & Lah[29]의 한국  애착 Q-set를 사용하
다.
한편, 교사에 한 애착을 측정하기 해 우리나라에

서 Kim[3], Kim, & Shin[4] 등의 연구자들이 애착 Q-set
의 내용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애착 수는 

Lee, Park, & Lah[29]가 개발한 거 수 기 에 따라 

24개월 이  아는 12개월용 거 수를, 24∼35개월 
유아는 36개월용 거 수를 사용하 다. Waters & 
Deane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두 명의 찰자
간 일치도가 .75∼.95 으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
났다[28].

    
2.2.2 교사의 반응성 도구

교사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해 Mahony[23]가 개발
한 MBRS(어머니 행동 평정척도)와 Kim[30]의 연구에
서 사용된 교사의 유아지도행동척도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반응 인 양육자의 행동특성  일 성, 온
정성, 민감성, 수용성의 요인들을 추출하여 교사의 행동
을 측정하는 도구로 재구성하여 사용하 는데, 일 성 

11문항, 온정성 10문항, 민감성 14문항, 수용성 15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각 하
역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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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onbach’s   of subdimensions of teacher’s 
responsiblilty

sub-
dimensions content number of 

items
Cronbach’s 



consistency

teachers’ 
appropriate  
consistent 
responses

11 .72

warmth
teachers’ 
affection

& intimacy t
10 .81

sensitivity
teachers’ active, 

right-time 
responses 

14 .78

acceptance
teachers’ 
positive 

responses
15 .64

total 50 .89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해 비연구 과정으로서, 애착 Q-set의 
문항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3인의 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토 후, 두 명의 연구원이 애착 Q-set
에 익숙한 유아교육 문가에게 애착 Q-set 실시방법을 
훈련받았다. 연구원은 각각 두 명의 교사에게 애착 Q-set
를 실시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원 훈련이 이루어진 
후 연구원은 어린이집에 평일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교사의 편의에 따라 방문을 한 후, 연구에 한 
안내  교사용 설문지와 애착 Q-set에 한 설명과 훈
련을 실시하 다. 교사들은 부 12개월에서 36개월 
유아 담임교사들로서 연구실시 시 에 자신의 유아들

의 행동특성을 잘 악하고 있는 상태 다. 맡은 유아
들  학부모로부터 연구실시가 허락된 유아들을 상

으로 애착 Q-set 검사를 개인별로 실시하 다. 애착 
Q-set 실시는 한 유아당 40분 이상이 소요되어 교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처음
에 방문하여 연구에 한 설명을 할 때 배부되었고, 교사
들은 연구 상으로 자신이 맡은 마지막 유아에 한 

애착 Q-set 실시가 마무리되면 애착 Q-set 검사지와 함
께 교사용 질문지를 제출하 다. 애착 Q-set 검사지와 
교사용 질문지 회수는 연구자의 어린이집을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등의 기  통계치를 구하

고 유아의 애착 안정성 수와 연구문제를 하여 

Pearson 률상 계수를 구하 으며, 조사도구의 신뢰

도를 얻기 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애착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유아 애착의 일반  경향을 살펴본 결

과는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
아 애착 Q-set의 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 애착의 수 
범 는 -.06∼.74이고, 평균은 .40(SD=.17)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 Q-set 수들과 유사한 

수이다[6, 25].
  

Table 2. Mean and SD of Attachment Q-set score
                                           (N=64)

Range Mean SD

Attachment Q-set 
score

-.06
∼.74 .40 .17

  

3.2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교사의 반응성과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측한 바와 같이, 교사에 
한 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일 성, 온정성, 민감성과 
정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한 
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일 성과는 r=.32 (p<.01)로, 교사
가 유아에 해 일 된 태도로 상호작용을 할수록 

유아가 교사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 다. 교사의 온
정성과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은 r=.19 (p<.05)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즉, 교사가 유아에게 온정
일수록 유아는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 다. 교
사에 한 애착은 특히 교사의 민감성과 비교  높은 정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보듯이, 
교사에 한 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민감성과 r=.41 
(p<.01)의 상 계를 나타내어, 교사가 유아에게 민
감하게 반응할수록 유아는 교사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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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hild attachment Q-set 
score to teachers and teachers’ responsibility 

(N=64)
teachers’

responsiblilty
consist
-ency

warm
-th

sensit
-ivity

accep
-tance

attachment 
Q-set score 
to teachers

.32** .19* .41** .09

*p<.05 **p<.01

3.3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의 반응성과 유

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과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4와 같다. 어머니에 한 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온정성과 r=.15 (p<.05)의 상 계를 나타냈다. 즉, 교
사가 온정 인 태도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수록 유

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 다. 특히 교사의 
민감성은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과 r=.27 (p<.01)
의 보다 높은 상 계를 나타내어, 교사가 유아의 신
호를 잘 읽고 하고도 지연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는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안정

된 애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 졌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hild attachment Q-set 
score to mothers and teachers’ responsibility 

(N=64)

teachers’ 
responsiblilty

consist
-ency

warm
-th

sensiti
-vity

accep
-tance

attachment Q-set 
score 

to mothers
.07 .15* .27** .06

*p<.05 **p<.01 

4.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
아의 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에 한 

유아의 애착이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특성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실시되었다. 어린 시  형

성하는 애착 계는 이후의 발달에 결정 인 향을 미치

게 되므로, 안정된 애착과 련 있는 보육교사의 상호작
용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유아교사교육을 한 자료로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일 성, 온정성, 민감성은 유아의 교

사에 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이 결
과는 유아들이 교사와 질 이고 정 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교사에게 안정 인 애착행동을 보인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형성을 
해 민감하고 반응 인 양육자의 특성이 요하다는 애

착이론을 지지한다[7,1,2].
둘째, 교사의 온정 인 태도와 민감한 반응은 유아

의 어머니에 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

다. 이 결과는 교사가 유아와 정 인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는 교사에 한 애착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애착을 안정되게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즉, 교사의 반응성은 유아의 교사에 한 계
형성을 넘어서서 다른 상과의 애착형성에도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된 애착형성을 
한 양육자의 특성인 온정성과 민감성을 높게 보여주는 

교사는, 유아의 어머니에 한 애착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이는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리양육의 비율이 날
로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리양육자의 특성이 어

떠해야 하는지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 요성을 한층 더 재강조한다. 
취업모 자녀인 아의 종일 리양육자 유형과 아

의 어머니에 한 애착과의 계에 한 연구에서, 어머
니 신 아버지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했을 경우, 타
인양육의 경우보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안정된 애
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에서, 아가 익숙

한 환경인 가정에서 익숙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안정 으로 상호작용한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는데[7],
이는 가정과 다른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유아는 더욱

더 안정 이고 따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작용하

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유아가 교
사와 안정된 애착 계를 형성할 때 이는 부모에 의한 부

정  계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3,25,26],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 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

아에게는 다른 요인보다 질 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매

우 요하다. 교사와 따스하고 정 인 상호작용을 경

험한 유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래와의 계에서도 나

타낸다. 온정 이고 반응 인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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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래와의 계에서 유능성을 나타내었고, 이러
한 사회  계의 유능성은 유아들이 교사와 안정된 

계를 가지며 건강한 발달을 해나가면서 등학교에 이르

러서도 일 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민감하

고 반응 인 역할이 유아의 교사에 한 애착형성뿐 

아니라 어머니에 한 애착에도 얼마나 요한지 밝 주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안아주기와 쓰다듬기와 같은 애정 인 신

체 을 충분히 하며, 유아 한 명 한 명에 한 개별

인 심을 갖고 각 유아가 보내는 신호를 잘 악하

고 한 반응을 일 되게 하고, 칭찬과 미소와 같은 
정 인 정서가 표 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 강조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사

의 상호작용 특성이 아와 교사간의 계에 한 향

력을 넘어, 아와 부모간의 계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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