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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and their child’s

peer competence in order to understand how to promote children’s peer

competence.

Method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on 195 mothers with children

four to years ol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s three-step regression.

Result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and their child’s peer competence.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advice·support and superv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confirm that mothers’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hips are proceeding

factors for children’s peer competence. Significa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mothers’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hips for children’s positive social development.

❙key words maternal beliefs on social development, mothers’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hips, peer competence

Ⅰ. 서 론

현대사회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외동의 증가, 보육료지원 등의 영향으로 자녀양육 장이 가정

에서 교육기관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노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유아에게 또래는 사회적 강화자이며 모델이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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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고,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며, 발달해가는 점에서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는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적합한 방법으

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능력인 또래유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주희, 이은해, 2001; Bigrs,

Crepaldi, 2013).

또래유능성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Howes, 1987)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문제해결력이

높고 또래를 잘 수용하며 또래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한다(김현나, 이경님, 2008). 또한 유아교

육기관에 적응이 빠르며(강은선, 2010; 윤지은, 2011), 자기효능감과(박선미, 2011), 자기조절력이

높으며(김은희, 2014; 양인아, 2009) 타인 공감능력이 뛰어나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연구들

은 보고한다(박서희, 2014). 반면, 또래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대인관계에서 부적응행동을 보이며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고(차원경, 2014) 학업실패, 심리적 부적응, 정신병리, 반사회적 행동(Coie,

1990)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 이후 삶에서 비행, 학교중퇴 등을 경험할 수 있다(이종각,

문수백, 20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되는 또래유능성은 유아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이후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Hartup & Stevens, 1997)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기는 또래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

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유

아의 개인 내적요인(최미숙, 2007; 김은희, 2014)과 부모관련요인(박주희, 2001; 이현주, 2002; 임

현정, 2009; Bigrs, Crepaldi, 2013)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개인 내적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과 반응성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나며(최미숙, 2007),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고, 주도적으로 또래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김은희, 2014). 또한 부모관련요인으로 유아가 최초로 사회관계를 맺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이 유아의 사회

적 능력과 관련있으며, 어머니와의 질적 상호관계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다(Lindsey, Cremeens & Caldera, 2010; Meunier & Roskam, 2009; Stattin & Kerr, 2000)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요인으로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연구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두 가지 경로인 간접적 경

로와 직접적 경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주희, 2001). 간접적 경로는 부모가 유아와 일상

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표현과 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 경로는 부모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유발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행하는 노력을 말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Ladd ＆ Hart, 1992; Prinstein & La Greca, 1999). 또한, 사회

인지분야를 강조하는 심리학의 영향으로 단순히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

모의 사고를 존재로 파악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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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고 있다(오아름, 2014).

부모가 가지는 신념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사회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

고된다(Rubin, Bukowski, Parker & Bowker, 2008).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란 어머니

의 민감성과 밀접한 개념이다. 어머니 자신의 지식, 유아 행동에 대한 예측, 적절한 판단 등을

수반하며(박미정, 1993),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뜻한

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신념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타고난 유아 본

성이 아닌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는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나타났다

(Rubin et al., 2008). 이는 부모 신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들(Meunier & Roskam, 2009: Rubin, 1990; Rubin et al., 2008)에서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입 정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비형식적인 또래놀이 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주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Hart, 1992; Prinstein & La Greca, 1999). 유아들에게 사회

적 기술이 중요하고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사

회적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Rubin et al., 2008).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의 신

념이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참여로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본다. 즉,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요인으로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정·중재, 조

언․지지 및 감독이 보고되었다(김희진, 1998; 박주희, 2001; Ladd & Hart, 1992). 어머니가 자녀

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 주

도적이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녀의 또래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중재적 역할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놀이기회를 경험하게 되며, 또래관계에 대해

자신감과 흥미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

다(박주희, 2001). 또한 자녀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비숙련된 지도전략으로 자녀를 부정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보이는 경우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또래 간 상호작용 또는 놀이를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김희진, 1998). 반면, 또래관계 관리 전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된 결과도 있다(김선영, 2019).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머니의 직접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구가 드물어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직접적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종각, 문수백, 2011; 이현미, 2012). 유아기는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 협동심, 배려심 등을 배워나

가게 된다.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특성들을 지닌 유아들은 집단

에 쉽게 수용되고, 그렇지 못한 유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또래집단에 쉽게 수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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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어 또래관

계를 도와주려는 어머니의 관심을 증가시켰다(문미라, 2017). 유아의 또래관계에서 중개자, 상담

자, 감독자로서 부모의 기능은 또래관계를 촉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화 메시지가 포함된다

는 점에서 일상적인 양육행동과 구분이 되며(Mize & Pettit, 1997), 포괄적으로 부모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라 할 수 있다(Ladd & Hart, 1992). 또래 상호작용을 감독․지도하는 행동(김희진,

1998), 또래와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Ladd & Hart, 1992), 또래관계에 대한 조언하는 것

(Laird, Pettit, Mize, & Lindsey, 1994)등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촉진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이고 계획된 전략이나 긍정적인 훈련방법과 같은 지도, 감독, 행동을 더 자주 사용하

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보다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높은 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들(박주희, 2001; 안선희, 2006; Ladd & Hart, 1992; Mize & Pettit, 1997)을 살

펴보면 부모가 적절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래관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는 등 사

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관

심과 개입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를 갖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접촉을 먼저 시도, 주선해

주었던 부모의 자녀가 넓은 또래관계망으로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

녀의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역할임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에서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목표를 이루는 능력인 또래유능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또

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선행요인으로 어머니

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된다. 이는 부모

의 신념이나 생각이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

동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린다면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고착화 될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

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

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의 또래관계를 더 많이 관리하고 개입하였고(안선희, 2006),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높을수록 조언․지지와 감독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게 나타났으

며(오아름, 2014),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가 높을수록 감독의 또래관계 관리전략

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현주, 2002).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

능성,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해 유아의 또

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모관련 요인 안에서

또래유능성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에서(이지희, 문혁준,

2008),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이해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고 최근의 연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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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여, 또래관계 형성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

념,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어머니의 사회

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이

해하는 것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

계 관리전략(조정․중재, 조언․지지, 감독)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그림 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매개적 역할

에 대한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7곳을 선정하여 만 4,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

로 표집 하였다. 만 4, 5세 유아는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

의 또래유능성을 이해하려한다. 어머니 보고의 자료로 35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2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19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만 4, 5세의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표 1).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5권 제6호

104

배경변인 구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85(43.6)

여아 110(56.4)

유아의 연령 만4세 98(50.3)

만5세 97(49.7)

유아의 출생순위 외동 32(16.4)

첫째 62(31.8)

둘째 71(36.4)

셋째 25(12.8)

넷째이상 5( 2.6)

어머니의 연령 25세미만 1( .5)

25-29세 8( 4.1)

30-34세 34(17.4)

35-39세 94(48.2)

40-44세 53(27.2)

45세이상 5( 2.6)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1( .5)

고졸 63(32.3)

전문대졸 55(28.2)

대학교졸 63(32.3)

대학원졸 이상 12( 6.2)

무응답 1( .5)

어머니의 취업 취업 50(25.6)

비취업 143(73.4)

무응답 2( 1 )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N=195)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Mize, Pettit 그리고 Brown(1995)이 제작한

도구를 안선희(1998)가 번안·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성에 관련된 여러 기술에 관

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나 사회성과 관련 없는 질문(예: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측면. 1,3,5,9문항)은 연구목적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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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하여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고, 7문항만 연구에 사용되었다. 7문항으로 축약한 척도

의 선행 연구들(안선희, 1998 ; 오아름, 2014)에서 신뢰도 .83이상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척도

로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척도는 ‘유아

가 또래들 사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아가 자신

을 또래들이 좋아하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아가 화를 내거나 싸우

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단일요

인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얼마나 자주 개입하고 도와주는지 측정하기 위해 Cohen(1990)이

제작한 부모의 개입 행동 질문지(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 ; PIC)를 번안, 수정한 송 정(1998)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4문항으로 조정·중재(8문항), 조언·지지(7문항), 감독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24번 은 ‘아이에게 어머니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친

구와 놀지 말라고 한다’)를 제외하고 9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조정·중재는 ‘나의 아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놀도록 한다.’

등이, 조언·지지는 ‘나의 아이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준다.’등이, 감독

은 ‘나의 아이가 친구들과 놀 때 어떻게 노는지 유심히 지켜본다.’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한달

동안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안함’(1점)에서 ‘매번함’(4점)

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하며,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Cronbach’s α는 조정·중재가 .89, 조언․지지가

.76, 감독이 .64, 전체가 .87이었다.

3)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취학 전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척도들

을 참고하여 박주희, 이은해(2001)가 개발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5문항으

로,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 5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2번은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제외 후 4문항, 주도성(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사교성은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등이, 친사회성은 ‘다른 아이들

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등이, 주도성은 ‘다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장

을 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유아의 특성을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 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Cronbach’s α는 사교성이 .85, 친사회성이 .80, 주도성이

.84, 전체가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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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1811-045-01)을

받은 후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에 방

문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가정에 전달하여 배포한지 7일 정도 후

연구자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관

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

리적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모형에 근거에 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사회성발달에관한신념, 또래관계관리전략과유아의또래유능성간의관계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2).

첫째,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

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r = .28, p <

.001),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은 조언․지지(r = .21, p < .01), 감독(r = .17, p < .05)로 정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언․지

지, 감독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많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요인(조정․중재: r = .28, p < .0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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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지지: r = .40, p < .001, 감독: r = .30, p < .001)로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또래관계에 있어 조정·중재, 조언․지지 감독을 할수록 유아의 또래유

능성은 높아진다.

1 2 3 4 5

1.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또래관계 관리전략

2.조정·중재 .1 -

3.조언·지지 .21** .33*** -

4.감독 .17* .94*** .46*** -

5.유아의 또래유능성 .28*** .28*** .40*** .30*** -

M 3.93 2.8 3.77 3.05 3.65

SD .57 .83 .51 .68 .54

표 2.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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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니의사회성발달에관한신념과또래유능성간의관계에서또래관계관리전략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모형에 근거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모형 1), 두 번째 단계

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모형 2),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같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모형 3)을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모형을 분석하

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조언․지지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어

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감독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가 서로 유의한 상관의

조건에 부합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조정․

중재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

한 신념은 어머니의 조정․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10, p > .01), 이는 어머니

의 조정․중재는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사회성발달에관한신념과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관계에서조언․지지의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조언․지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은 어머니의 조언․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1, p < .01),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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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8, p < .001). 모형 3에

서는 조언․지지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36, p < .00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2보다 감소되었다(β = .28,

p < .001 →β = .20, p < .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매개효과는 유의하여(z = 2.90, p <

.01), 어머니의 조언․지지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즉, 어머니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가지면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더 높아지며,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어머니의 조언․지지로

자녀를 지도하고,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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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 조언․지지의 매개적 역할

2)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감독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감독이 매개

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어머니의 감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17, p < .05),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사회성발달

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8, p < .001). 모형 3에서는 감

독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6, p < .00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2보다 감소되었다(β = .28, p < .001 →β

= .23, p < .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매개효과는 유의하여(z = 1.98, p < .01), 어머니의

감독은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 즉, 어머니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가지면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더 높아지며,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어머니의 감독하는 전략을 통해 자녀를 지도

하고,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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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감독의 매개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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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F R² Z

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조정․중재 .10 1.94 .01

1.19
2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8*** 16.00*** .08

3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5*** 15.74*** .14

조정․중재 .26**

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조언․지지 .21** 9.21** .05

2.90**
2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8*** 16.00*** .08

3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0** 24.00*** .20

조언․지지 .36***

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감독 .17* 5.50* .03

1.98**
2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8*** 16.00*** .08

3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

→ 유아의
또래유능성

.23** 16.01*** .14

감독 .26****

표 3.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매개적 역할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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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살펴 본 후,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관

리전략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에서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있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유현

숙, 2006)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관련된 양육신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서소정, 2006),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오아름, 2014)와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 대상의 연구

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버지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신념 중 도덕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나누는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부정적 감정조

절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돕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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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빈, 박성연 2005).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인 부모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자녀의 또

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자녀의 또래관계를 지도하여, 유아가 또래유능성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사

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또래관계에 있어 어머니의 조언․지지, 감독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언․지

지와 감독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오아름, 2014)와 일치하며,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

머니의 인지가 높을수록 감독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이현주, 2002),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과 가르침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있을수록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

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안선희, 2006)와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기술이 외부적 요소에 의하

여 발달 가능하다고 믿는 어머니의 신념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접 지켜보

거나, 자녀와 대화를 통해 알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녀의 또래관계를 위한 계획과 개입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성 발달은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신념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또래관

계 관리전략의 조정·중재, 조언·지지, 감독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조정 및 중재의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조민정, 문혁준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또래관계 관리전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공격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이 낮게 나타나며,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송 정, 1998)와도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의 사회적 전략과 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또래관계에 관심을 갖거나 격려해주는 간접적인 노

력을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

녀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add ＆ Hart, 1992)를 지지하였다.

반면, 지나치게 간섭하는 형태의 개입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Cohen, 1990)

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어머니

가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녀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개입할 때 다양한 인적환경

과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여 그 안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관계의 환경을 직

접 지도하거나 조절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또래관

계 관리전략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조언․지지, 감독이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중재

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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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조언·지지가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어머니는 유아의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놀이 활동

및 또래관계를 지도하거나 조언, 지지함으로써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유아기 자녀의 놀이 활동이나 또래 간 상호작용에 직접 개입하

여 조절하고, 조언하거나 지지하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행동을 증진시킴에 따라 유아의 또래유능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감독이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어머니는 유아의 또래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놀이 정보를

수집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녀의 또래관계와 그들

의 놀이 활동을 감독하는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자녀의 또래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도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요인인 조정․중재와 감독이 자녀를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유아로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박주희, 이은해, 2001).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을 비롯한 어머니의 양육목표는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

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조정․중재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 중 조정자로서의 역할

은 남자 아동의 기질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

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이현미, 2012).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조정자 역할은 조언 및 지지

자 역할 보다 직접적인 개입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또래유능성 발달

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지나친 개입은 사회적 위축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Cohen, 1990)를 근거로 한다.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은 자녀

의 또래관계를 위한 다양한 인적환경을 형성해 주거나, 물리적인 환경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어

머니의 주도적인 노력보다는 자녀의 또래관계를 위하여 그들의 놀이 및 상호작용의 정보를 수

집, 조언, 지지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또래유능성에서 어머니의 직접적인 역할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관계

를 감독하고 조언․지지하는 역할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높은 또래유능성을 위해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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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또래관계를 감독, 조언, 지지해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나 교육자료 등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효과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강은선, 2010; 김은희, 2014; 김현나, 이경님, 2008;

박서희, 2014; 박선미, 2011; 양인아, 2009; 윤지은, 2011), 어머니는 유아가 높은 또래유능성을 가

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이 어머

니의 보고로만 이루어져, 연구 변인들의 관계가 과장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유

능성은 어머니의 보고보다 유아가 재원중인 교육기관의 교사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연구자가 교육기관에서 또래간

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담임교사의 보고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객관

적인 자료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성발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다정, 2010; 김진경, 2017; 이수정, 손은주 2018; 차민주, 2019; 최

미숙, 송순옥, 201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도 함께 연구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맥락에서 폭 넓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양육자에 의해 변화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사회성발

달에 관한 신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됨을 발견함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

변인으로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같은 일반적인 양육방식에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자세하게 밝혔다.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경로를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조언․지지, 감독 역할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을 갖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또래유능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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