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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아에게어린이집적응은가정에서벗어나타인인교사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이 계획된 어린이집 생활에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영아기의 적

응문제는유아기이후학령기와청소년기의심리적, 사회적,

발달적으로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Ladd

& Troop-Gordon, 2003), 영아에게 성공적인 어린이집 적응

은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신나리, 윤현정, 2016).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영

아의사회정서발달을들수있다. 영아기동안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영아는점차분화된정서를갖게되고, 안정애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로

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정서발달을 하게 된다

(Caruso, Mayer, Salovey, 2002).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자

신이속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 할수있게되

며, 사회적존재로서그사회의가치, 규범을준수하고문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

는근간이된다는점에서영아의어린이집적응에영향을미

치는주요한변인으로볼수있다(우수경, 2018). 이러한영아

의 사회정서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다.

영아는어머니와의상호작용을통해적응에필요한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내면화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

습하게 된다.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안정적

이고 예측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영유아 자녀의 정서

조절, 유연한 사고 및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 시킨다

(Eisenberg, et al., 2005). 또한 자녀의정서적고통에대해적

절히반응하고배려해주는부모의양육행동은자녀의사회정

서능력을증진시키고, 대인관계에보다긍정적이고공감적으

로반응할수있게해준다(Davidov, Grusec, 2006). 다수의선

행연구들이어머니의양육행동이영아의사회정서발달에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고 보고하고 있다(Denhamf, et al.,

2002).

이와더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기관적응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

동 즉,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양육(Hurlock, 1997)은 영아에

게기관에서더긍정적인적응행동을이끄는것으로보고된

다. 어머니가 유아의 독립성을 조장 및 격려해 주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특히 사회적 적응능력이 좋은 것

으로 밝혀졌다(송진숙, 2004). 이는 가정에서 독립심이 강한

영아로자랄경우기관에서보다잘적응할수있음으로해석

될수있으며, 특히가정환경자극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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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변인이 어머니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해

주고그들의요구를수용해주는공감능력에따라다르게나

타난다.

공감능력이란상대방의입장이나관점에서그의감정과의

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공감능력은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자녀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한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고, 이

는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및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어

머니의공감적돌봄을받은영아는다른사람과의관계를안

정되게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이타적인 행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Strayer & Roberts,

1989),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신의 양육행동은 물론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기관생활적응에도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어머니의공감능력과양육행동이영아의사

회정서발달과어린이집적응에어떠한경로로영향을미치는

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능력발달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해 보는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영아의 어

린이집적응에서의영아의개인적인능력과어머니의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어머니의공감능력과양육행동이영아의사회정

서적발달과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의 영

아와 그들의 어머니이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310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연령은 만 1세 121명

(39.0%), 만2세는 189명(61.0%), 성별은 남아 162명(52.3%),

여아 148명(47.7%)이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187명(60.3%),

둘째 102명(32.9%), 셋째 21명(6.8%)이다.

어머니는연령은만29세 이하 22명(7.1%), 만30-34세 95명

(30.6%), 만35-39세 142명(45.8%), 만40세 이상은 51명

(16.5%)이다. 최초 보육 경험 시기별로는 2017년은 4명

(1.3%), 2018년은 53명(17.1%), 2019년은 139명(44.8%), 2020

년은 106명(34.2%), 2021년은 8명(2.6%)이다.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척도는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 공감척도, Davis(1980)가 제작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검사,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

척도를박성희(1994)가번안한척도를사용하였다. 본도구의

하위 요인으로는 인지 공감이 15문항, 정서 공감은 15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구성되어 있다. 각문항은 Likert식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865로 나타났다.

2.2.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Crase, Clark & Pease, 1978)을 토

대로홍계옥(1995)이번안하고타당화한부모양육행동척도

를 영아용으로 수정한 김현(2008)의 도구를 사용하다. 본 도

구의하위요인으로는합리적지도 8문항, 한계설정 5문항, 애

정성 8문항, 반응성 5문항 등총 4개영역 26문항으로구성하

였다. 각문항은 Likert식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912로 나타났다.

2.2.3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측정은 김호인(2010)이 개발한 ‘영아

의사회정서발달평정척도’ 도구를사용하였다. 본 도구의하

위요인은기본정서및사회적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

적 관계로 총 4개 영역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954로 나타났다.

2.2.4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Jewsuwan, Luster,

Kostelnik(1993)가 개발한 유치원 적응 평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신희남(2012)이 보완하

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친사회

성, 긍정적 정서, 또래 간 적응, 자아상태, 하루 일과에 대한

적응, 일반적적응의 6개하위영역의총 30문항으로구성되어

있다. 각문항은 Likert식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그림 1] 연구모형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407 -

합치도 Cronbach α는 .900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

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부합도는 상대적 적

합도 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 적합 지수인 RMSEA,

SRMR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부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였고, 직접 및 간접효과는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에앞서전체변인들간의관련성을파악하기위해

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는 <표 1>과같다. <표 1>에제시된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 유의

미한정적상관이있었다. 요인들간의상관관계는 .061∼.753

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판

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2. 연구모형분석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적합도 지수는

x²= 278.135, (df=92, p=.000), TLI=.906, CFI=.928,

RMSEA=.078, SRMR=.084으로 나타나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제시된바와같이각 변인간의관계를살펴보

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β=.681,p<.001)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은 영아의 사회정성발달(β=.227, p<.01)에,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어린이집 적응(β =.493,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간접

매개경로가유의한지살펴보기위하여부트스트래핑을통해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1 2 3 4

어머니 공감능력 1

어머니 양육행동 .540*** 1

영아 사회정서발달 .061 .129* 1

영아 어린이집 적응 .082 .398*** .7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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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변인간의 상관관계(N=260)

[그림 2]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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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최근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의 지내는 영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아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이집은 영아

의 적응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한 과제로 안게 되었다(신나

리, 윤현정, 2016).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어린

이집적응에어머니의양육행동과영아의사회정서능력을매

개하여간적접인영향을미치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의영아의적응을돕기위하여영아의개인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양육행

동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향후 영아의 정신건강과 사회

성 증진을 위해 영아의 정서발달과 지도, 효과적인 부모양육

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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