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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playfulness, and kindergarten 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layfulnes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hat targeted the children (4 to 5-year-old) in B city
and 182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alyzed
and measured the data for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playfulness. The resul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playfulness and kindergarten adjustment. Playfulness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and
kindergarten adjustment.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e development of that kindergarten
adjustment through the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and playfulness through various
provided programs related to play-based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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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B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유아
에게 개별 검사를 진행하였고,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그들의 담임교사를 통한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프로그램 Ver.27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이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놀이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놀이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놀이중심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 연수 활성화 및 가정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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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
유행(pandemic)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 유례없는 변화와 불안을 겪었으며, 인류의 생활
방식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19의 유행과 약 2년간 지속된 팬
데믹 상황으로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적응이란 주
변 환경에 자신을 동화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Ladd & Price, 1987; Lazarus, 1976),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
키는 능력도 포함된다(Jewsuwan et al., 1993; Kim & Shin, 2017). 이러한 적응능력은 유아가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이란 유아가 새롭게 마주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점점 익숙해
지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주변 환경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식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아
는 이러한 기관 적응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경험하면서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
로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인지적·정서적 능력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
한 주변 환경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탐색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Song, 2004). 특히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가
정의 증가, 저출산 문제의 심화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여 유아교육기
관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로 인해 과거
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화 과정을 이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장 이후 유아의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Park & Chung, 2018).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한 유아는 집단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학교생활에서도 높은 적
응력을 보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놀이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업성취에 필요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Moon, 2016). 반면,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부적응 경험은 유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적·외적 문
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려 학교
생활과 학업성취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집단생활에 대한 기피현상과 사회생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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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 Song, 2013; Song, 2004; Yeom & Moon, 2008). 무상보육 실
시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도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Kim & Park, 2019)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기
관 적응문제는 유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자 유아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을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효능감, 가족건강성,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같은 가족 환경 요인과 유
아교사의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관계, 부모-교사 관계 등과 같은 유아교육기관 환경 요인
이 연구되어 왔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Han, 2020;
Kim & Jung, 2017; Kim, 2015; Kim & Kim, 2012; Kim et al., 2008; Moon, 2016; Park, 2010;
Park, 2011; Song & Choi, 2009; Song & Park, 2019; Yun & Lee, 2018). 또한 유아 개인적 요
인으로는 연령과 성별, 기질, 인지능력 및 인성 등이 있으며, 특히, 또래유능성과 자기조절능
력, 정서지능 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Gwag,
2017; Ha, 2017; Hwang, 2011; Jang, 2018; Jin et al., 2015; Kang, 2007; Park, 2012). 최근에는
유아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의 성격 강점과 행복감, 놀이성, 자기
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Ahn & Lim,
2010; Cha, 2001; Choi & Song, 2013; Go & Kim, 2014; Kang, 2015; Kim, 2006; Kim et al.,
2016; Park, 2015; Park & Chung, 2018). 하지만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부모 혹은 담임교사를 통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 변인의 탐색과 유아교육기
관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Bandura, 1977; Han & Han, 2009). 자기
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어려움에 처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
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황에 대처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성공 경
험의 축적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나 활동에서 목
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며, 또래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간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a(2001)
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하므로 유아교육기관이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았다. 또한
Kim(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협동적이며 기관의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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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인기아가 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발달이 유아교육기
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가 기
관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적
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표현성도 유아의 안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표현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반응으로, 유아는 타인
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 보고, 상대의 반응을 토대로 정서에 대한 이
해를 넓혀나감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Oh, 2017; Zeman &
Shipman, 1997). 정서표현의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억제 및 강화의 과정을 거치
면서 정서의 유형이나 빈도에 따라 개인 성향을 가진 정서표현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정
서표현성은 외부 환경에 따라 조절을 받을 수 있고,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
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이후의 정서표현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특히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반응을 조절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Lee, 2011; Shiota et
al., 2004). 또한 정서표현성은 정서지능 또는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유아기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Denham et al., 2003;
Song & Choi, 2009; Song, 2019).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 관
련 특성은 유아의 정서지능,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고, 정서표현성의 경우 주
로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였
다. Kang(2007)은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격적이고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며,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
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 Song(2004)은 정서지능이 덜 발달된 유아는 자신과 타인
의 감정에 대한 이해나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하므로, 낯선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적응 문제를 동반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Jin et al.(2015)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사회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도 더 잘한다고 하였으며, Choi &
Kim(2015)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
여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서조절능력이 덜 발달된 유아는 대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적
기술 습득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보면 유아의 정서표현성도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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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모두‘놀이 중심’
이라는 공통점을 보이듯이 놀이는 유아에게 삶의 본질이며(Hong & Kwon, 2021), 놀이 속에
서 유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새롭게 지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Ahmad et al., 2016; Jung, 2021). 유아는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놀이를 통해 즐
거움을 얻고, 전인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또한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나 교사 등 타인과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집단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적
응해 나갈 수 있다(Hwang, 2011; Jang, 2018). 이때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아가 놀이
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나 태도에서 나오는 놀이성으로, 유아의 놀이를 놀이
답게 만들어주는 잠재적인 성향을 의미한다(Barnett, 1991; Dewey, 1933; Lee, 2020). 이러한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주요 일과인 놀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아
교육기관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ng(2015)은 놀이성
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자발성, 동기, 긍정적 정서들을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
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래와 잘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만족스러운 기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Ahn & Lim(2010)은 유아의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대체로 기관 적응을 더
잘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이 기관 적응과 더 높은 상관을 보
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관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
성하는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hoi
&Park(2014)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서 놀이성은 유아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인지적
으로 동화시켜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내적 동기를 부여함
으로써 기관 적응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Jang(2018)의 연구에서도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흥
미를 가지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기관 생활
에서 더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은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과의 관련성도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Kwon(2009)은 자기효능감과 놀이성
이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Jo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놀이상황에서 어려운 과제가 생기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유아는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
표현성과 놀이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유아의 정서발달과 놀이성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13)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아가 불안정한 유아보다 놀
이를 더 잘한다고 하였다. Yu(2006)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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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Choi(2007)는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표현 능력이
높으면 놀이에 있어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
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유아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토대로 놀이성을 더욱 발달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놀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유아기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로 강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는 주로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자아 관
련 변인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각 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
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유아
교육기관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부모교육 및 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B지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2곳)과 어린이집(국․공립 2곳, 민간 1곳)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0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있
어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유아에게 개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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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각 척도에 대한 기
초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와 교사의 격리기간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평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결측치 26
부를 제외한 총 182명(만 4세 72명, 만 5세 11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Jeon(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Young Children’s
Self-Efficacy Scale: YCSES)를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유아 간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는 자기
효능감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을 유아에게 읽어준
뒤, 크기가 다른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씩 그려진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고,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검사에 앞서 사전검
사를 통해 검사방식에 대한 유아의 이해정도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반응양식은 Likert 5
점 척도로 유아의 반응 정도에 따라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인지적 영역

1, 2, 4, 6, 10, 11, 13, 21, 25

9

.78

사회․정서적 영역

3, 7, 9, 12, 15, 16, 19, 23, 24

9

.83

신체적 영역

5, 8, 14, 17, 18, 20, 22

7

.87

25

.91

전 체

나. 정서표현성 척도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 & Emmons(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정서
표현성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Ha(1997)가 번안하고
Park(2010)이 교사나 부모가 관찰을 통해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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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성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정서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친밀한 정서표현

1, 8*, 9, 13*, 14

5

.87

긍정적 정서표현

2, 3, 4, 5, 10, 11, 12*

7

.86

부정적 정서표현

6 7, 15, 16

4

.85

16

.94

전 체
* 표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다. 놀이성 척도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Lieberman(1965)이 제시한 놀이성 정의를 토대로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Kim(1995)이 번안․수정한 유아 놀
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놀이성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담임교사가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하고 평소 유아의 모습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
이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신체적 자발성

1, 2, 3, 4,

4

.86

사회적 자발성

5, 6, 7, 8, 9

5

.88

인지적 자발성

10, 11, 12, 13, 14, 20

6

.81

즐거움의 표현

15, 16, 17, 18, 19

5

.84

유머감각

21, 22, 23, 24, 25

5

.79

25

.93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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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
유아교육기관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et al.(1993)이 개발한 유아교육기
관 적응 질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Kim(2015)이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신체적 자발성

1, 2, 3, 4,

4

.86

사회적 자발성

5, 6, 7, 8, 9

5

.88

인지적 자발성

10, 11, 12, 13, 14, 20

6

.81

즐거움의 표현

15, 16, 17, 18, 19

5

.84

유머감각

21, 22, 23, 24, 25

5

.79

25

.93

전 체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Ver.27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
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11

<표 5>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자기효능감

1.000

정서표현성

.515**

1.000

놀이성

.521**

.599**

1.000

유아교육기관 적응

.563**

.618**

.833**

1.000

M

102.890

76.764

101.176

112.747

SD

9.025

14.845

11.854

12.508

** p<.01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 자기효능감과
놀이성(r=.521, p<.01), 정서표현성과 놀이성(r=.599,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r=.563, p<.01)과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
관 적응(r=.618,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과 유
아교육기관 적응(r=.833, p<.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인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것이 <표 6>이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이다.

<표 6>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R2

F

공차

VIF

단계 1
(독립 → 매개)

자기효능감 → 놀이성

.685

.521**

.272

67.151**

1.000

1.000

자기효능감 → 유아교육기관 적응 .780

.563**

.317

83.361**

1.000

1.000

자기효능감 → 유아교육기관 적응 .244
단계 3
(독립·매개→ 종속)
놀이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783

.176**

.717

226.858**

.728

1.373

단계 2
(독립 → 종속)

** p<.01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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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자기효능감

.521**

유아교육기관
적응

놀이성

.176**
자기효능감

.742**

유아교육기관
적응

[그림 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놀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521, p<.01), 2단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63, p<.01).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놀이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자기
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β=.176, p<.01),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여(β=.563 → β=.176)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
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7.263(p<.001)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분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373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 이
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
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표 7>이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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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R2

F

공차

VIF

단계 1
(독립 → 매개)

정서표현성 → 놀이성

.478

.599**

.359

100.856**

1.000

1.000

정서표현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521

.618**

.382

111.150**

1.000

1.000

정서표현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156

.185**
.716

226.107**

.641

1.560

.763

.723**

단계 2
(독립 → 종속)
단계 3
(독립·매개→ 종속)

놀이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 p<.01

.618**

정서표현성

.599**

정서표현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놀이성

.185**

.723**

유아교육기관
적응

[그림 2]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이 놀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599, p<.01), 2단계에서도 정서표현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618, p<.01). 3단계에서 정서표현성과 놀이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정서표현성이 종속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185,

p<.01), 독립변인인 정서표현성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
째 단계보다 감소하여(β=.618 →β=.185)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
계에서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
시한 결과, Z값이 8.238(p<.001)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분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560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 이
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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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높을수
록 유아가 기관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성공의 경험
이 많으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토대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도 더 유연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도 더 잘한다고 본 Cha(2001)와 자기효능감
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또래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누며 유아교육기관의 활동에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해 나간다고 밝힌 Kim(2006)의 연구결과와 연결된다. 더불어 정서표현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기분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므로 기관 적응을 수월하게 한다고 보
고한 Kang(2007)과 Jin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유아는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심
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등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
한 Choi & Kim(2015)과 Song(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
감 및 정서표현성과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성, 자발성 등을 향상시키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만
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밝힌 Kang(2015)의
연구결과와, 놀이성 발달이 유아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Choi & Park(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기관 내에서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 Ahn &
Lim(2010), Jang(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놀이성이 긍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때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15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놀이성 향상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Cha(2001), Choi & Park(2014), Kang(2015),
Kim(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 과정에서 놀이성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
적 동기가 더 높고, 축적된 놀이 경험에서 얻은 문제해결능력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도 더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아의 정서
표현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때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표현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놀이성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놀이성의 발달
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Ahn & Lim(2010), Choi & Kim(2015),
Jang(2018)과 Song(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정서표현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
를 관리하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
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낯선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동안 또래나 교사에
게서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얻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의 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
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와 어울리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
며 잘 적응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문제 상황에서도 자
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통해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정서표현성의 발달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놀이성은 유아가 자발적이
고 주도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을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놀이하는 과
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유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긍
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해서는 낯설고 불안
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쉽게 포기하지 않
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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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정서표현성을 길러 새
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변의 타인을 신뢰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성 발달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인
유아교육기관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의 역량을 믿고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놀이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사는 각 유아가 가진 놀이 특성을 충분히 관찰하여 적절한 때에 교육적
개입 및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의미 있는 놀이경험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
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도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유
아의 놀이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을 비롯한 기관-가정
의 연계로 협력해 나간다면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보다 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게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유아의 성공적인 유아
교육기관 적응은 유아의 삶에서 계속될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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