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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향력 -

김미해ㆍ옥경희⁎

공격행동은 생애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문제행동으로 개입시기가 빠를수록 효과적이

라고 알려져 있다.  유아들의 유치원 입학 시기가 앞 당겨 면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유

치원 사의 역할이 차 하는 비 은 높아 고 있다.  이 연 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

한 유치원 사의 사회화 전략에 양육목적, 공격행동에 대한 인, 사의 효능감이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사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 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하여 분석한 결과, 사의 사회화 전략에는 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양육목적과 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전략 종류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변인들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시적ㆍ외적 인은 모든 사회화 전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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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의 필요성  목

아동의 외 화된 문제행동(externalizingproblematicbehaviors)1)  

하나인 공격행동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다.하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아동의 공격행동은 학습부

진이나 가족이나 친구,교사와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 응 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성미 ․권기남,2010;오경희․신유

림,2010).발달 기에 공격행동에 해 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 기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습  행동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는 유아기 공격행동에 한 한 응의 요성을 

알려 다(Campbell,Shaw,& Gilliom,2000;Moffitt,2003,Knox,

Guerra,Williams&Toro,2011에서 재인용).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공격행동의 증가 혹은 감소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격행동을 다

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근래에는 자녀의 공격행동에 한 부

모의 역할  부모의 사회화 략에 해서 심이 모아지고 있다.부

모의 사회화 략이란 부모가 자녀의 특정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

으로 바꾸어주기 해서 노력하는 방안을 의미한다(Mills& Rubin,

1990,1992).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해 다양한 사회화 략을 사용하

는데 유아의 공격성과 축과 같은 부 한 행동에 개입하기 하여 세

력 행사하기(powerassertion),정보 추구하기(informationseeking),계획

하기(planning), 모델역할하기(modeling), 부드럽게 지도하기(gentle

direction),목 을 한 다양한 방법사용하기(planful)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s&Rubin,1990).

우리나라 부모들을 상으로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부모의 사회화 

략을 다룬 연구들은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한국 어머니들

1)아동의 문제행동은 표 되는 특성에 따라 크게 외 화된(externalizing)행동과 

내면화된(internalizing)행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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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의 공격행동에 높은 수 의 힘을 사용하는 지시  략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ah&Park,2006).3세와 5세 유아의 어머니

와 아버지는 자녀의 공격행동에 해서 처벌이나 꾸  등의 높은 수

의 힘이나 지도나 설명 등의 간 수 의 힘을 사용하는 략을 사용한

다고 보고하 다(조숙경․김민정,2007).한편 김미해 등의 연구에 의

하면 어머니들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힘을 사용하는 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추론이나 안제시하기와 같은 구성하기 략과 유아를 로하

는 지지 인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유

아의 축행동보다 공격행동에 처벌이나 꾸 과 같이 힘을 사용하는 

략을 더 많이 사용하 다(김미해 외,2003;Cheah&Park,2006).

최근 유아들이 과거보다 이른 시기에 유아교육기 에 입학하면서 부

모의 역할 뿐 아니라 유치원교사의 역할에도 심이 높아지고 있다.유

아에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언어,사고,감정,행동의 양식을 학습하게 하

는 데에는 부모,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으

나,유아의 생활범 가 가정 밖으로 확 되면서 유아교육기 에서의 인

간 계가 미치는 향력이 차 커가고 있다.특히  유아교육에서

는 교육  기능과 보호․양육  기능의 통합이 강조되고,교사의 역할

에서도 순수한 교육  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신한 양육자의 기능

도 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유아발달에서 교사 역할이 차지하는 비 이 

늘어나고 있다(오경희․신유림,2010;이기숙 외,2009).이와 더불어 유

아의 문제행동에 한 개입은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

들이 제시되면서(DeKruifetal.,2000;Hester,Hendrickson,&Gable,

2009)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유치원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그

럼에도 유아의 공격행동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사회화 

략에 한 연구의 부분은 부모를 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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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사의 사회화 략과 더불어 사회화 략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노력은 아

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교사의 사회화 략에 한 이해는 

부모의 사회화 략을 다룬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부모의 사회화 략을 다룬 연구들은 사회화 

략이 행동에 한 양육목 이나 귀인과 같은 신념에 의해 향을 받는

다고 보고한다(김미해 외,2003;조숙경․김민정,2007;Cheah&Park,

2006;Mills&Rubin,1990,1992).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화 

략에 한 연구에 기 하여 교사의 사회화 략에 향력을 행사할 것

이라고 가정되는 교사의 신념을 반 하는 변인들을 심으로 사회화 

략에 해서 이해하고자 한다.교사 신념에 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교육철학이나 신념에 따라 교사의 교수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교육실제 간의 계

나 그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왔다(조형숙․유은 ,2011;

최미숙,2005).교사의 신념체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가 교사의 단과 의사결정,행동에 요한 향력을 행사

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외,2010;박은주․문태형,2011;조형

숙․유은 ,2011;최미숙,2005).

사회화 략과 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교사의 신념으로는 교

사와 유아간의 계에 한 양육목 에 한 신념일 것이다.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양육목 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부모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지,2002;Hasting& Rubin,1999). Hasting과 

Grusec(1998)은 양육목 을 부모 심,사회화 심,사회  상호작용 그

리고 계 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부모 심

(parent-centered)은 자녀의 행동을 즉각 으로 그만두게 하거나,자녀의 

복종이나 순종을 얻어내는 것에 을 두는 것이다.그 외에도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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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한 가치나 기술을 가르치고,사회  과업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화 심(socialization),자녀의 인 계 기

술을 가르치는데 을 두는 사회  상호작용 심(socialinteractional),

자녀가 행복하거나 안 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과 부모-자녀 계에 

을 두는 감정이입  혹은 계 심(empathic/relational)양육목 이 

이러한 유형들이다.부모와 함께 유아를 양육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유

아교사의 양육목 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과도 

련이 있을 것인가를 밝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사회화 략과 교사의 신념간의 계를 살펴보는데 교사의 양

육목 과 더불어 유아의 행동에 한 교사의 귀인은 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자녀의 행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출발한 귀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행동을 설명,평가, 언하

는 부모의 단기 을 의미한다.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부모의 사회

화 략은 문제행동의 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일

반 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성향 ,의도 인 요인으로 귀인 했을 때 

더 강압 인 략을 사용하 고(조숙경․김민정,2007;Cheah&Park,

2006;Scholl,2010),특히 자녀의 공격  행동에 해 더 강압 인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해 외,2003;Scholl,2010).

교사의 신념 련 변인들  많은 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교사 효능감

이다.교사 효능감은 학습자의 성취와 교수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교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념으로 유아의 발달 

 유아교육의 질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외,2010;조형숙․유은 ,2011;최미숙,2005).교사 효능감은 교수-

학습 계에 한 보편 인 태도와 련된 일반  교사 효능감(teaching

efficacy)과 정 으로 학습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교수 능력에 해 갖는 개인  효능감(personalefficacy)으로 나  수 있

다.교사 효능감에 한 연구는 주로 교사 효능감에 따른 교사 행동의 



48 사회연구 통권22호(2012년 1호)

차이와 효과(Ashton,1984;고  외,2010;조형숙․유은 ,2011;최미숙,

2005),교사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길경숙․노수남,2004;이혜

주․ 명남,1998),혹은 조직 효과성과 같은 요인에 미치는 향력(박은

주․문태형,2011)등을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교수자로서의 교사 효능감과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련된 신

념 간의 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다만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학생들과 더 정 이고 수용 인 계를 유지하고,학생의 아이

디어와 감정에 더 개방 이어서 보다 상호 신뢰하는 계를 갖는다고 하

면서,교사 교육 로그램에서 비교사들에게 인간 계 기술을 개발하도

록 하는 훈련 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Ashton(1984)의 주장에서 

약간의 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송혜숙(2007)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아효능감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주요한 변인들과 행동을 연

시켜 주는 인지  매개의 역할을 하며,인간의 행동은 물론 사고 유형과 

정서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라면,자아 효능감을 교사에게 

용시킨 것이 교사 효능감이므로,교사의 효능감이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공격행동을 다루는 사회화 략과 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와 유아 간 계의 일반 인 방향을 

제시하는 양육목 ,유아의 공격행동의 원인에 한 귀인,효능감 등이 

유아의 공격행동을 다루기 한 교사의 사회화 략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측할 수 있다.하지만 각 변인들이 구체 으로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에 미치는 향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화 략에 양육목 이 가장 기본 인 

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귀인과 효능감이 그 다음을 차지할 것

이라고 가정하여 각 변인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각 변인의 

향력을 비교하는 작업은 교사들로 하여  효과 으로 사회화 략을 사

용하게 하는데 강조해야 하는 신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유치원 교사의 사회화 략을 이해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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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개입이나 유치원 교사의 효율 인 략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기  정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유아의 공격행

동에 한 사회화 략과 양육목 ,공격행동에 한 귀인,교사 효능감 

등의 일반  경향에 해서 살펴보고,교사의 사회화 략에 양육목 ,

귀인,교사효능감 등이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는데 주목 이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사 개인변인에 따라 양육목 ,공격행동에 한 귀인,효능감,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 등이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

사의 사회화 략과 어떤 계가 있는가?

2.연구방법

1)연구 상

이 연구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14개 유치원을 무작 로 선정하여 각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107명을 상으로 하 다.각 유

치원을 직  방문하여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원에게 연구목 을 설

명하고,설문지 작성을 부탁하 다.1주일 후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100%회수하 다.

교사의 인구통계학  정보는 <표 1>과 같다.

2)측정도구

가.교사의 사회화 략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유아의 공격  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은 선행연구(김미해 외,2003;조숙경 외,2007;Hasting&Rubin,

1999;Mills&Rubin,1990,1992)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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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
나이

20～24세 41 40.6

25～29세 46 45.5

30세 이상 14 13.9

교육
정도

2년제 50 47.2

3년제 28 26.4

4년제 17 16.0

학원이상 11 10.4

교육
경력

1년 32 30.5

2년 27 25.7

3년 31 29.5

4년 15 14.3

담당
학

혼합연령 17 17.2

3세 17 17.2

4세 26 26.2

5세 39 39.4

<표 1>교사 효능감,양육목 ,귀인,사회화 략의 평균 표 편차 (N=107)

정하 다.유아교육기 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아의 공격행동(유

치원에서 친구 때리기,장난감 빼앗기)에 한 두 개의 가설  이야기

를 제시한 후,각 이야기에서 나온 유아의 공격행동을 다루기 해 교

사가 다음의 네 가지의 략을 얼마나 극 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해서 5  평정척도(1  :  그 지 않다,2  :별로 그 지 않다,3

 :가끔 그 다,4  : 체로 그 다,5  :항상 그 다)로 평정하게 

하 다.이 연구에서 측정한 네 가지의 사회화 략은 다음과 같다:첫

째,세력행사 략(powerassertive)으로 처벌하기,명령하기;둘째,심

리  통제 략(psychologicalcontrol)으로 하기,비난하기;셋째,

구성하기 략(constructive)에는 추론과 모델링, 안 제시하기;넷째,

지지하기 략(supportive)은 유아에게 정보 요청하기와 로하기,유

아의 활동에 합류하기다.이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 공 교수 

2인이 내용을 검하고,유아교육과 3학년 36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 하여 검하 다.사회화 략의 각 

역 신뢰도 Cronbachα는 세력행사 .72,심리  통제 .82,구성하기 .76,

지지하기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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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사의 양육목

Hasting과 Grusec(1998),Hasting과 Rubin(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도구를 참조하여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을 요하게 생

각하는지를 묻는 3개 역으로,각 역은 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양육목 은 교사 심(teacher-centered),사

회  상호작용(socialinteractional),그리고 사회화(socialization)의 3개 

역이다.교사 심은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즉시 그만두게 하기,복종이

나 순종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사회  상호작용은 유아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도록 도와주기, 인 계 기술 가르치기를 강조하고,

사회화는 유아에게 요한 가치,기술,과업 등을 가르치기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 공 교수 2인이 내

용을 검하고,유아교육과 3학년 36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 하여 검하 다.교사의 양육목 을 구성하는 각 

역의 신뢰도 Cronbachα는 교사 심 .72,사회  상호작용 .63,사회화 

.60으로 나타났다.

다.교사의 귀인

교사의 사회화 략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귀인은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한 선행연구들(김미해 외,2003;조숙경 

외,2007;Hasting&Rubin,1999;Mills&Rubin,1990,1992)에서 사용

한 도구들을 참조하여 제작하여 사용하 다.유아교육기 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가설  이야기를 제시한 후,

교사에게 유아가 이야기 속의 공격행동의 원인에 하여 질문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 다.귀인에 한 신념은 공격행동의 원인을 설명하

는 네 가지 요인,즉 성향,습 ,나이,일시 ․외 요인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문항은 5  평정척도(1  :  그 지 않다,2  :별로 그

지 않다,3  :가끔 그 다,4  : 체로 그 다,5  :항상 그 다)로 

응답하게 하 다.이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 공 교수 2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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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검하고,유아교육과 3학년 36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비조

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 하여 검하 다.교사의 귀인을 구성하는 각 

역의 신뢰도 Cronbachα는 성향 .59,습  .62,나이 .63,일시 ·외  

.61으로 나타났다.

라.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 척도는 Riggs와 Enochs(1990)의 STEBI(ScienceTeaching

EfficacyBeliefsInstrument),Gibson과 Dembo(1984)의 TES(Teaching

EfficacyScale),이혜주와 명남(1998)과 조형숙과 유은 (2011)의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유치원 장에 합하도록 

표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검사 척도는 개인  교사 효능감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교사들은 각 문항에 해 5  평정척

도(1  :  그 지 않다,2  :별로 그 지 않다,3  :가끔 그 다,

4  : 체로 그 다,5  :항상 그 다)로 응답하 으며,신뢰도 

Cronbachα는 .84로 나타났다.

3)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우선 연구 상의 특성을 빈도와 백

분율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의 사회화 략

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교사의 사회화

략에 미치는 변인들의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I단계에서 양육목

을 우선 투입하 고,II단계에서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귀인을 

추가로 투입하 고,III단계에서 교사 효능감을 투입하여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과 다 공선성 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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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결과  해석

1)교사 변인에 따른 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

<표 2>에는 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의 평균과 

표 편차가 제시되어 일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양육목 을 구성

하는 각 역의 평균값은 교사 심 3.40,사회  상호작용 4.26,사회화 

3.53으로 교사들은 유아들의 사회  상호작용을 가장 요한 양육목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유아의 공격행동을 해석하는 귀인의 일반  경

향은 성향 3.30,습  3.35,나이 2.59,일시 ․외  3.24이었다.교사들

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원인을 습 ,타고난 성향,일시 ․외  요

인으로 귀인 하는 정도는 비슷하 고,나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

향은 다른 요인들보다 낮았다.교사의 사회화 략을 구성하는 각 역

의 평균값은 세력행사 2.92,심리  통제 2.74,구성하기 3.94,지지하기 

4.36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해서 유아에게 정보 요

청하기와 로하기와 같은 지지하기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안

을 제시하거나 모델을 보이는 구성하기 략을 사용하는 경향도 비교  

높게 나타났다.세력행사나 심리  통제와 같은 사회화 략은 간 보

다 낮은 수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의 연령,교육정도,교육경력  담당학 에 따라 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양육목 과 귀인은 

교사 변인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효능감은 교

사의 연령과 교육경력에 따라서,사회화 략은 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 다.교사의 효능감은 교사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F=6.656,p<.01).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Scheffe분석

을 실시한 결과 20～24세이나 25～29세 교사들보다 30세 이상 교사들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효능감은 교육경력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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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특성

양육목 귀인 효능감 사회화 략

교사
심

M(SD)

상호
작용
M(SD)

사회화
M(SD)

성향
M(SD)

습
M(SD)

나이
M(SD)

일시․외
M(SD)M(SD)

세력
행사
M(SD)

통제
M(SD)

구성
M(SD)

지지
M(SD)

연
령

20～24
(N=40)

3.44
(.50)

4.30
(.55)

3.54
(.69)

3.49
(.84)

3.32
(.84)

2.51
(.81)

3.30
(.60)

3.35
b

(.36)
2.99
(.80)

2.93
(.86)

4.00
(.85)

4.39
(.53)

25～29
(N=45)

3.43
(.64)

4.27
(.46)

3.55
(.68)

3.11
(.97)

3.28
(.93)

2.63
(1.10)

3.20
(.64)

3.48
b

(.34)
2.90
(.93)

2.68
(.97)

3.90
(.65)

4.29
(.73)

30이상
(N=14)

3.07
(.85)

4.00
(.58)

3.46
(.66)

3.36
(1.01)

3.64
(.63)

2.64
(.74)

3.29
(.47)

3.75
a

(.39)
2.71
(.75)

2.57
(.81)

3.93
(.47)

4.43
(.55)

F 2.075 1.748 0.093 1.854 0.874 0.200 .381 6.656**0.545 1.127 0.301 0.358

교
육
정
도

2년제
(N=50)

3.44
(.61)

4.21
(.54)

3.54
(.60)

3.24
(.87)

3.26
(.92)

2.72
(1.00)

3.25
(.56)

3.47
(.33)

2.80
(.80)

2.76
(.90)

3.94
(.60)

4.36
(.58)

3년제 
(N=28)

3.41
(.56)

4.23
(.51)

3.41
(.76)

3.36
(.87)

3.25
(1.00)

2.25
(.80)

3.09
(.64)

3.30
(.39)

3.13
(.85)

2.91
(.83)

3.91
(.64)

4.34
(.45)

4년제
(N=17)

3.34
(.63)

4.47
(.46)

3.85
(.70)

3.71
(.85)

3.41
(.80)

2.88
(.70)

3.56
(.35)

3.57
(.46)

3.26
(.75)

2.71
(1.08)

4.06
(.50)

4.65
(.46)

학원
(N=11)

3.40
(.62)

4.14
(.39)

3.32
(.60)

2.82
(1.17)

3.82
(.75)

2.36
(1.12)

3.14
(.84)

3.61
(.39)

2.45
(.85)

2.36
(.81)

3.86
(.64)

3.95
(.64)

F 0.263 1.260 2.050 2.312 1.265 2.478 2.370 2.661 3.190* 0.950 0.303 2.833*

교
육
경
력

1년
(N=32)

3.34
(.69)

4.24
(.51)

3.47
(.74)

3.34
(.90)

3.28
(.99)

2.50
(.84)

3.16
(.61)

3.32
a

(.35)
3.02
(.80)

2.90
(.80)

3.95
(.61)

4.44
(.47)

2년
(N=27)

3.38
(.41)

4.17
(.54)

3.54
(.62)

3.41
(.93)

3.37
(.93)

2.48
(.70)

3.41
(.62)

3.41
a

(.35)
2.98
(.85)

2.71
(.88)

3.83
(.67)

4.26
(.64)

3년
(N=31)

3.42
(.73)

4.34
(.49)

3.60
(.61)

3.26
(.82)

3.29
(.86)

2.71
(1.01)

3.24
(.46)

3.46
(.33)

2.81
(.81)

2.61
(.92)

4.00
(.45)

4.34
(.49)

4년
(N=15)

3.47
(.58)

4.21
(.54)

3.53
(.79)

3.13
(1.19)

3.53
(.92)

2.67
(1.29)

3.17
(.79)

3.78
b

(.44)
2.87
(1.01)

2.73
(1.18)

4.07
(.68)

4.40
(1.09)

F 0.165 0.564 0.186 0.324 0.299 0.419 .961 5.755**0.384 0.528 0.618 0.410

담
당
학

혼합
(N=17)

3.16
(.83)

4.19
(.57)

3.59
(.71)

3.06
(.90)

3.41
(.80)

2.94
(.56)

3.21
(.61)

3.45
(.32)

2.76
(.87)

2.56
(.77)

4.00
(.50)

4.35
(.55)

3세
(N=17)

3.24
(.53)

4.03
(.54)

3.35
(.79)

3.35
(.79)

3.65
(.93)

2.71
(.92)

3.12
(.57)

3.40
(.45)

2.91
(.73)

2.74
(.85)

3.88
(.52)

4.24
(.50)

4세
(N=24)

3.54
(.65)

4.38
(.53)

3.50
(.81)

3.50
(.81)

3.35
(.94)

2.38
(.90)

3.10
(.68)

3.51
(.34)

3.02
(.80)

2.86
(.82)

4.02
(.52)

4.54
(.49)

5세
(N=39)

3.45
(.52)

4.26
(.43)

3.26
(.97)

3.26
(.97)

3.18
(.85)

2.46
(1.00)

3.37
(.55)

3.48
(.40)

2.94
(.90)

2.77
(1.06)

4.00
(.53)

4.37
(.72)

F 1.738 1.702 1.218 0.911 1.159 1.662 1.366 0.336 0.316 0.368 0.273 0.926

체 3.40
(.62)

4.26
(.51)

3.53
(.67)

3.30
(.91)

3.35
(.91)

2.59
(.92)

3.24
(.60)

3.46
(.38)

2.92
(.83)

2.74
(.91)

3.94
(.55)

4.36
(.63)

*p<.05 **p<.01
scheffe'stest:a>b

<표 2>교사특성에 따른 양육목 ,귀인,효능감,사회화 략 변량분석 결과

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F=5.755,p<.01).사후분석 결과 교육경력이 4

년인 교사들의 효능감이 1년이나 2년 경력 교사들보다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교육정도는 사회화 략에서 세력행사(F=

3.190,p<.05)와 지지하기(F=2.833,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사후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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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사의 사회화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향력

유아의 공격행동을 다루기 해 교사들이 사용하는 사회화 략에 양

육목 ,귀인,효능감이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에 먼  독립변인

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고2)다 공선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 공

선선이 없다고 단되어 의 변인들을 이용하여 세 단계의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우선 I단계에서는 교사의 사회화 략에 양육목

이 미치는 향력에 해서 살펴보았다.II단계에서는 공격행동에 

한 귀인을 추가하여 양육목 과 귀인이 교사의 사회화 략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고,마지막 III단계에서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량과 각 변인들의 향력을 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세력행사,심리  통제,구성하기와 지지하기의 사회  

략에 한 I,II,III단계의 계  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서부터 

<표 6>까지에 제시되었다.

사회화 략  세력행사 략에 한 변인들의 향력을 살펴본 결

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세력행사 사회화 략에 한 양육목 의 

향력을 살펴본 I단계에서 양육목 은 세력행사 략의 9.9%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교사 심의 양육목  만이 유의한 측변인으

로 나타났다.귀인을 추가한 II단계 모델에서 사회화 략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3.2%로 I단계에서 23.3%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효능감을 추가한 최종 모델의 경우 설명력은 3.7%증가하여 

체 설명력은 36.9%로 나타났다.교사의 세력행사 사회화 략에는 교

사 심의 양육 목 과 일시 ․외  귀인만이 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

었다.교사 심의 양육목 을 많이 사용하고,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외  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교사는 세력행사 략을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 간의 상 분석 결과는 <부록 1>

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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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Ⅰ Ⅱ Ⅲ

B β VIF B β VIF B β VIF

양육
목

교사 심 .415 .315** 1.01 .381 .290** 1.11 .392 .303** 1.12

상호작용 -.049 -.031 1.14 -.082 -.052 1.19 -.055 -.035 1.20

사회화 .014 .130 1.14 -.050 -.040 1.26 -.023 -.019 1.28

귀인

성향 .197 .222* 1.40 .164 .186 1.45

습 .037 .041 1.20 .055 .062 1.21

나이 .027 .031 1.37 .011 .013 1.38

일시 ․외 .445 .328** 1.30 .470 .349** 1.30

효능감 효능감 -.318 -.126 1.09

R2 .099 .332 .369

F 3.507* 6.522*** 6.215***

△R2 .233*** .037

∆F 8.014*** 3.395

Durbin-Watson 1.73 1.7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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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세력행사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결과

심리  통제의 사회화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

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나 비난을 이용하여 유

아의 공격행동을 심리 으로 통제하려는 사회화 략에 미치는 양육목

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양육목 은 심리  통제 사회화 략의 8.2%

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사 심의 양육목  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귀인을 추가한 II단계 모델에서 심리  통제 략의 설명력은 19.6%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27.8%로 나타났다.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최종 모델

에서 설명력은 4.2%유의하게 증가하여 양육목 ,귀인,효능감이 심리  

통제 략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통제 략을 측

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는 일시․외  귀인과 교사 심의 양육목 ,

효능감이었다.교사들이 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이고 외 인 요인으

로 해석하고 교사 심의 양육목 을 가지고,효능감이 낮을수록 심리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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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Ⅰ Ⅱ Ⅲ

B β VIF B β VIF B β VIF

양육
목

교사 심 .387 .272** 1.01 .372 .262** 1.11 .372 .265** 1.12

상호작용 -.207 -.120 1.14 -.242 -.141 1.19 -.210 -.123 1.20

사회화 .052 .038 1.14 .017 .012 1.26 .061 .045 1.29

귀인

성향 .211 .219* 1.40 .159 .167 1.46

습 .060 .062 1.20 .076 .079 1.21

나이 -.058 -.062 1.37 -.079 -.083 1.38

일시 ․외 .458 .313** 1.30 .471 .325** 1.30

효능감 효능감 -.450 -.191* 1.10

R2 .082 .278 .320

F 2.846* 5.064*** 5.299***

△R2 .196*** .042*

∆F 6.260*** 4.391*

Durbin-Watson 1.44 1.6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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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심리 통제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결과

추론과 모델링, 안 제시하기와 같은 구성하기 략에 한 양육

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참조).양육목 의 향력을 살펴본 I단계에서 설명력은 

12.2%로 나타났고,사회  상호작용의 양육목  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귀인이 추가된 II단계 모델의 설명력은 14% 유의

한 증가를 보여 체 설명력은 26.2%로 나타났다.사회  상호

작용의 양육목 은 향력을 상실하고 귀인에서 습 과 일시․

외  귀인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이 추가된 

최종모델에서도 일시 ․외  요인과 습  귀인만이 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으며,설명력은 2.8%증가하여 체 29%의 설

명력을 보이고 있다.교사들이 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외 인 

요인이나 습 이라고 귀인 할 때 구성하기 략을 더 많이 사용하 음

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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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Ⅰ Ⅱ Ⅲ

B β VIF B β VIF B β VIF

양육
목

교사 심 .058 .062 1.01 .079 .084 1.15 .086 .092 1.15

상호작용 .272 .241* 1.14 .206 .182 1.19 .189 .168 1.19

사회화 .149 .168 1.14 .155 .174 1.26 .127 .143 1.29

귀인

성향 -.038 -.058 1.47 -.012 -.018 1.51

습 .133 .208* 1.19 .127 .200* 1.19

나이 .030 .047 1.37 .036 .057 1.37

일시 ․외 .282 .292** 1.39 .287 .298** 1.40

효능감 효능감 .290 .185 1.09

R2 .122 .262 .290

F 4.403** 4.605*** 4.548***

△R2 .140** .028

∆F 4.298** 3.934

Durbin-Watson 1.85 1.9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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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구성하기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결과

유아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로하기,그리고 유아의 활동에 함께 

합류하는 것과 같은 지지하기 략에 한 양육목 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양육목 은 지지하기 략의 8.9%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

으며 교사 심의 양육목  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귀인이 

추가된 Ⅱ단계 모델의 설명력은 11.7%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20.6%의 설

명력을 보여주는데,일시 ․외  요인 귀인과 교사 심의 목 이 유의

한 변인으로 나타났다.효능감이 추가된 최종모델에서도 일시 ․외  

귀인과 교사 심의 목 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설명력도 단

지 3.5%증가하는 수 에 그치고 있다.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외

 요인으로 귀인하고,교사 심의 양육목 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는 

지지하기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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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Ⅰ Ⅱ Ⅲ

B β VIF B β VIF B β VIF

양육
목

교사 심 .226 .223* 1.01 .228 .225* 1.15 .231 .229* 1.15

상호작용 -.031 -.025 1.14 -.052 -.042 1.19 -.073 -.060 1.19

사회화 .191 .197 1.14 .148 .152 1.26 .121 .131 1.29

귀인

성향 .049 .072 1.47 .084 .124 1.15

습 -.033 -.047 1.19 -.040 -.059 1.19

나이 .020 .029 1.37 .031 .045 1.37

일시 ․외 .318 .304** 1.39 .313 .301** 1.40

효능감 효능감 .322 .191 1.09

R2 .089 .206 .241

F 3.145* 3.407** 3.566**

△R2 .116* .035

∆F 3.370* 3.912

Durbin-Watson 2.38 2.3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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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지지하기 략에 한 양육목 ,귀인,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결과

4.논의  결론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 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처하는 

교사들의 사회화 략을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강조하는 양육목 ,

유아들의 공격행동의 원인에 한 귀인,교수자로서 가지고 있는 효능

감과의 계를 살펴보는데 주목 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한 후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교사의 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에 한 일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양육목 에서는 상호작용의 평균값이 4.26으로 

높았고,귀인에서는 습 의 평균값이 3.35로,사회화 략에서는 지지하

기 략의 평균값이 4.36으로 제일 높았다.교사들은 유아와의 계에

서 인 계 기술 가르치기와 같은 사회  상호작용을 시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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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공격행동에 해서는 습득된 습  요인으로 가장 많이 귀인 하

으며,공격행동을 다루기 해 유아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로하기와 

같은 지지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교사들은 유아의 공격행동

을 학습된 습 으로 더 귀인 한다는 결과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공격행

동을 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일시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는 선행연구들(Cheah&Park,2006;Scholl,2010)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 상의 교사들이 유아와의 계에서 인 계 기술 가르치기를 

시하고,지지하기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는 유아와의 계에 

을 두는 부모들은 지지 인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Hasting과 

Grusec(1998)의 연구결과와 일 성을 보이고 있다.

교사의 연령,교육정도,교육경력  담당학 에 따라 양육목 ,귀인,

효능감과 사회화 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교사의 연령과 교

육경력에 따라서 교사 효능감에서 차이를 보 다.교사의 효능감은 29

세 이하 연령집단보다 연령이 제일 높은 30세 이상의 교사집단에서 그

리고 2년 이하의 경력집단보다 경력이 제일 높은 4년 경력의 교사집단

에서 유의한 수 에서 높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경력이 많았을 때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을(박은주․문태형,2011;이혜

주․ 명남,1998)지지한다.교사의 사회화 략은 교육정도만이 세력

행사와 지지하기 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유아의 공격행동을 다루는 교사의 사회화 략에 양육목 ,귀

인,효능감이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각 변인을 단계 으로 

투입한 계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육목 ,귀인,

효능감 에서 귀인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양육목 ,효능감 순이었다.

귀인 에서 일시 ㆍ외  요인은 모든 사회화 략에 가장 향력이 

큰 변인이었다.교사들이 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이고 외 인 요인



유아의 공격행동에 한 교사의 사회화  61

으로 이해할수록 모든 사회화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귀인  습 은 구성하기 략에서 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양육목  에서는 교사 심의 양육목 이 구성하기 략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화 략에 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효능감

은 심리  통제의 사회화 략에서는 효능감이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 으나,그 외 략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교사의 사회화 략과 유아와의 계에서 강조하

는 바를 보여주는 양육목 과의 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즉각 으로 그만두게 하거나 유아의 복종이나 순

종을 요시하는 교사 심의 목 은 세력행사 략,심리  통제 략,지

지하기 략에 유의미한 변인이었다.사회  상호작용 양육목 은 구

성하기 략에서 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으나,귀인이 투입되자 

향력을 상실하 다.부모 심의 양육목 을 가지고 있을 때 강압 인 

략을 많이 사용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미해 외,2003;Mills&Rubin,

1990)와는 일치하지만,유아들의 사회화에 을 두는 경우에는 구성  

략을 유아와의 계에 을 두는 경우에는 지지 인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Hasting과 Grusec(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 최종분석 단계에서 양육목   교사 심 목 만이 사회화 략에 

향력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잘못된 행동을 어

떤 방식으로든 즉각 으로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목 이 보다 다양한 

략 사용을 추구하게 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나,이는 추후 연

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화 략에 한 귀인과의 계를 살펴보았을 때,귀인 변인의 

향력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먼  유아의 공격행동을 타고난 성

향 때문이라고 귀인 할 때 세력행사 략,심리  통제 략을 조  더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최종단계에서는 제외되었다.그리고 습 귀

인은 일시 ․외  귀인과 함께 구성하기 략에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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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외  귀인은 세력행사 략,심리  통제 략,구성하기 략,

지지하기 략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향귀인이 세

력행사 략이나 심리  통제 략에 약하게나마 향을 미친다는 에

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성향 ․의도  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강압

인 략을 사용한다고 한 선행연구들(김미해 외,2003;조숙경ㆍ김민정,

2007;Scholl,2010)과 일 성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외  요인으로 귀인 하는 것이 모든 략의 사용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외  상황 때문이고 

일시 이라고 생각할수록 가르치는 략을 사용한다고 Scholl(2010)의 

연구결과와는 부분 으로만 일치하고 있다.

교사 효능감이 사회  략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미미하 고,유

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그러나 심리  통제 략을 사용하는 교사들

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고,구성하기와 지지하기 략과 

유의도 수 에 근 한 정  계(구성하기 략,β=.185,p=.050;지지

하기 략,β=.191,p=.051)를 보인다는 은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학

생들과 더 정 이고 수용 인 계를 유지하고,학생의 아이디어와 

감정에 더 개방 이어서 보다 상호 신뢰하는 계를 갖고,효능감이 낮

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정 인 감정을 자주 표 하고,학생들과 투쟁

하며 비민주 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Ashton,

1984;Gibson&Dembo,1984)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유아교

육 장에서 교수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통합 으로 수행해야 할 유아교

사들을 해 보다 치 하게 계획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각 사회화 략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세력행사 

략은 양육목 에서 교사 심의 양육목 이 높을 때,일시 ․외  요

인으로 귀인 할 때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심리  통제 략은 교사 

심의 양육목 을 더 시할 때,일시 ․외  요인으로 귀인 할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구성하기 략은 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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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 요인이나 습득된 습 으로 귀인 할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

며,유아의 공격행동을 일시 ․외  요인 때문인 것으로 귀인 할 때,

교사 심의 목 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는 지지하기 략을 더 많이 사

용하 다.이 결과에서 성향 귀인이 세력행사나 심리  통제와 같은 강

압 인 략들에서 제외된 것은 교사 효능감을 추가하는 최종 단계에서 

약하게 향을 미치고 있던 성향귀인의 향력이 유의미한 수 에 미치

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최종단계의 분석에서 강압 인 략에 

향력을 행사하는 귀인요인은 오히려 일시 ․외 요인으로의 귀인이라

는 은 선행연구들(김미해 외,2003;Scholl,2010)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와 달리 교사들은 유아의 공격행동이 일시 ․외  요인 때문에 발

생되었다고 생각하면 강압 인 략을 사용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으나,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

다.한편 구성하기 략에 한 결과는 부모를 상으로 한 김미해 등

(2003)의 연구에서 자녀의 공격행동을 연령  습 이나 일시 ․외  요

인으로 귀인 할수록 구성하기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에서는 일치하

다.유아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로하기,그리고 유아의 활동에 함께 

합류하기와 같은 지지하기 략에 한 결과는 부모-자녀 계를 시하

는 부모가 지지하기 략을 더 사용한다는 Hasting과 Grusec(1998)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외  상황 때문에 공격행동이 나타나고 일

시 이라고 생각할수록 가르치는 략을 사용한다고 한 선행연구(Scholl,

2010)와는 일치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측면들이 있다.즉 이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공격행동이 외  요인 때문이라고 귀

인 하는 경우에도 성향으로 귀인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압 인 

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 일시 ․외  요인 때문에 공격행

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교사들도 세력행사 략이나 심리  통제 

략을 많이 사용하 다는 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강압 인 략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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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즉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

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강압 인 략을 친숙하게 사용

한다면 교사들을 상으로 사회화 략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아동의 공격성을 낮추기 

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가 함께 노력에 참여할 때 효과 이었다는 

연구결과(Knoxetal.,2011)는 사회화 략을 수행하는데 부모와 교사의 

공동 노력이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를 해서는 부모와 교사

의 사회화 략을 함께 다룬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와 교사의 공격

행동에 한 차이와 공통 을 살펴보고,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안마련

에도 심이 주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으므로,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

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먼  교사의 양육역할과 련된 신념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서 부모의 양육신념에 한 연구들을 토 로 

연구방법  도구 선정이 이루어졌고,결과를 해석하는 것 역시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를 기 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화 략과 양육목 에 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부모에게는 양육목 이지만 교사에게는 양육목 보

다는 교육목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이용할 때 사회화 략에 미치

는 양육목 이 갖는 의미가 더 분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교사들이 사용하는 사회화 략 역시 신념으로 조사한 것이므

로 실제 행동과는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러나 교사의 

신념이 실제 행동과 직 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유아의 환경을 구성

하고,장남감이나 책을 구입하고,일상생활에서 유아에 한 기 를 설

정하는 것과 같이 생활 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셋째,양육목 ,귀인,사회화 략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이다.

특히 양육목 이나 귀인의 경우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고,측정

방법에서도 단일차원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빈도와 강도를 함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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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끝으로 이 연구의 표집방법이나 표본크기는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로 지 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해 교수자로서의 신념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양육역할에 한 신념  두 신념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교사의 통합  역할을 수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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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변인

양육목 귀인 효능감 사회화 략

교사

심

상호

작용
사회화 성향 습 나이

일시･

외
효능감 세력 통제 구성

양육
목

상호

작용
.106

사회화 .046 .331**

귀인

성향 .196* -.031 .116

습 .051 .083 -.091 .248**

나이 .216* .127 .239* .349* .328**

일시･
외

-.042 .097 .092 .425** .129 .302**

효능감 효능감 -.070 .097 .187 -.219* -.059 -.062 -.122

사회화
략

세력

행사
.295** .002 -.025 .393** .126 .211* .399**-.314**

심리  
통제

.271** -.068 -.033 .370** .126 .169 .371**-.349**.729**

구성

하기
.118 .328** .259** .153 .260** .298** .314** .157* .136 .185

지지

하기
.215* .067 .141 .226* -.033 .171 .305** .082 .286** .314** .438**

*p<.05 **p<.01

<부록 1>양육목 ,귀인,효능감과 사회화 략 간의 상 계 분석

김미해는 연세 학교 학원에서 아동학 박사학 를 받고 구미1 학 유아교육과에

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어머니의 신념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축행동에 

미치는 향”(2003)등의 논문이 있다.

옥경희는 미국 Univ.ofNorthCarolina-Greensboro 학원 인간발달  가족학과

에서 박사학 를 받고 주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주요 심

연구분야는 부모-자녀 계와 다양한 가족 계이며 “조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응”(2005)등의 논문과 『결혼과 가족의 의미』(2002)등의 서가 있다.

[2011.11.23. 수;2012.2.6.수정;2012.2.9.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