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jective: This two-wave study examined stability in kindergarteners’ friendship patterns over 5 
months. 
Methods: Participants were 501 five-year-old children (262 girls and 239 boys) attending 
kindergartens in Seoul, Incheon, and Kyounggi provinces in Korea. Each child nominated three 
individuals as his/her friends in July, and again in December of 2013. Depending on the presence/
absence of friendships and the mutuality of identifying friends, the children’s friendship patterns 
we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stable, fluid, loss, gain, and friendles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s.  
Results: Results revealed stability, as well as changes in friendship patterns, among 
kindergarteners over the 5-month period. The stable friendships, those that maintained the same 
friend(s) in both waves, was 43.7%, the fluid friendships, those that changed friends over the 5 
month period was 18%, the gain friendships, those who had newly developed friends in wave 2 
was 17%, and the loss friendships, those who had friends at wave 1 but lost friends at wave 2, was 
9.8%. The friendless, those that had no friends in both waves, was 11.5%. 
Conclusion: Results showed that kindergarteners were capable of maintaining and making new 
friends over a 5-month period.

Keywords: Friendship of kindergarteners, Friendship stability pattern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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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 해결 능력, 조망 수용의 발달을 촉진시킨다(Gifford-

Smith & Brownell, 2003; Rose-Krasnor & Denham, 2009; Rubin, 

Coplan, Chen, Buskirk, & Wojslawowicz Bowker, 2005). 유아는 

또래와 자주 만나고 공유 활동을 통한 놀이를 함께 하면서 친

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아기의 친구는 친밀감을 발달시

킬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친밀한 사회

서론

유아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부모와 또래이다. 부모는 유아와 수직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또

래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갈등 관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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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Howes, 

2009;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

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유아도 있지

만 친구가 별로 없는 유아도 있다.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 유아는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적응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관계를 오랫동

안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에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발달시

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Furman, 1996).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친

구관계의 안정성을 의미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Newcomb & Bagwell, 1995). 반면 친구관계가 종결되거

나 친구가 없다가 있게 되는 것처럼 친구관계의 유대감이 변

화하는 것을 친구관계의 불안정성이라고 일컫는다(Ladd et al., 

1996; Poulin & Chan, 2010). 유아가 친구관계를 유지하려면 상

호간에 관심을 공유하고 자기 노출을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려

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구관계를 지속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Newcomb & Bagwell, 

1995). 그리고 친구가 계속 있는 것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요인

이 되어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add et al., 1996).

유아의 친구관계는 계속 유지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변화하기도 한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유아들이 서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서로의 관심과 능력이 변하고 새로운 관

심이 생기고, 가치관이나 능력이 발달하면 친하게 지내던 친

구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유아와 새롭게 친구관계를 형

성할 수도 있다(Wojslawowicz Bowker, Rubin, Burgess, Booth-

LaForce, & Rose-Krasnor, 2006). 처음에는 또래가 놀이하는 것

을 지켜보며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거나 교사에게 의존적인 모

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유아

도 있다. 친구와 잦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

결하지 못하는 경우, 친구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Gottman, 1983;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친구를 잃

는 유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발달지연, 친구

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친구를 계속 사귀지 못하는 유

아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는 친구관계에 변화가 많

은 시기이므로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구관계의 안

정성 및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유아

는 놀이 유형, 친구에 대한 인식,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

하는 정도도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Ladd et al., 1996; Sebanc, 

2003). 친구와 자주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면 친구관계가 종

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관계에서의 안정성이 낮아

질 수 있다(Bukowski, Newcomb, & Hoza, 1987; Parker & Asher, 

1993).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친구와 상호작용할 

때도 잦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Ladd et al., 1996; Sebanc, 

2003) 여아보다 친구관계가 쉽게 해체될 수 있다. 반면 여아는 

친구와 사적인 경험과 비밀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Erwin, 19931; Sebanc, 2003) 친구 간에 친밀감을 높이

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친구 안정성

에 대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거나(Berndt, Hawkins, & Hoyle, 

1986; Cairns, Leung, Buchanan, & Cairns, 1995), 여아보다 남아

의 친구관계 안정성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Benenson & Christakos, 2003; Rose & Rudolph, 2006). 

이제까지 유아의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한 

시점에서만 친구를 측정하여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만 살펴보았다(Mendelson, Aboud, & Lanthier, 1994). 종단

적으로 친구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동일한 유아와 일정 시간

이 경과했을 때 친구관계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로 친구관계

의 안정성을 정의하고 이들의 적응 정도를 조사하였다(Ladd 

& Kochenderfer, 1996; Sebanc, Kearns, Hernandez, & Galvin, 

2007). 그러나 유아의 친구관계 안정성은 두 시점에서 친구의 

존재 유무 혹은 동일한 친구와 관계가 유지되는지의 여부와 

같은 이분법적인 특성 보다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

여 좀 더 다양한 친구관계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기 종단적

인 친구관계 안정성을 파악하여 유아기 친구관계에 대한 발달

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유아기 초기에 친구관계를 형

성하기 시작하면서 유아기 후기가 되어감에 따라 친구관계가 

점차적으로 돈독해지며 서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Howes, 2009; Ladd et al., 1996) 이 시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

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서로 친구로 지명한 친

구가 있는지, 그리고 5개월 후 친구로 지명한 유아가 5개월 전

에 지명한 유아와 동일한지에 따라 친구관계의 안정성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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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Wojslawowicz Bowker 등(2006)의 연구와 유

아를 대상으로 한 Proulx와 Poulin (2013)의 연구에 기초하였

다. 또한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함으로써 유아기 남아와 여아가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가 원만

한 친구관계를 통해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유아들을 위한 또래관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적으로 친구관계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단기 종단적으로 유아의 친구 수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단기 종단적으로 유아의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변화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5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친구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2회에 걸쳐 자료가 수집 된 유아는 

501명이었다(남아 239명, 여아 262명).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1차 자료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70개월이었다(범위: 65 

- 77개월, 표준편차: 4.0개월).

2. 연구도구

1) 친구관계의 안정성 및 변화 유형 

 

친구관계에 있어 안정성 및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

자와 연구 보조자 4명이 7월과 12월 중순에 5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또래 지명법을 통해 유아의 친구를 조사하였다. 또래 

지명법은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로(Lindsey, 2002; Rubin et al., 2006; Shin, Kim, Goetz, & 

Vaughn, 201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 자신이 속

한 학급의 모든 동성 유아의 사진을 보여준 후 모르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유아가 모르는 아이가 없다고 대답하면 

가장 친한 친구를 3명 지명하도록 하였다. 

친구를 동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만 3세부터 동일한 성 집

단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Fabes, Hanish, & 

Martin, 2003; Maccoby, 1998), 친구관계를 형성할 때 이성 집

단보다는 동성 집단을 선호한다고 제시한 선행 연구에 근거

하였다(Martin & Fabes, 2001). 또한 친구 수를 3명으로 제한하

되, 1명만 지명한 경우에도 더 지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이는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밖에 없는 유아에게 3명을 무조건 

지명하라고 할 경우, 친구가 아닌 유아의 이름을 지명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Cillessen, 2009).  

친구관계에 대한 1차 측정을 하고 5개월 후에 각 유아는 위

와 동일한 방법으로 친구를 다시 지명하였다. 이러한 측정시

간 간격은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이 친구관계를 형성했다가도 

다른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면 기존의 친구관계가 해체되는 것

처럼 친구관계가 자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

로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을 평가할 때는 6개월 이내에 2회 이

상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선행연구에 기초한 것이다(Poulin 

& Chan, 2010). 

본 연구에서는 학기가 시작된 후 4개월 정도 지나 유아들

이 같은 학급의 또래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인 7월

에 친한 친구를 지명하게 하고, 5개월 이후에 반복 측정하여 

총 2회 조사하였다. 이 때 두 명의 유아가 서로를 친구라고 상

호 지명하였을 경우에 이를 친구관계로 간주하였다. 친구 관

계의 변화는 두 번의 측정에서 유아가 서로를 친구라고 지명

한 친구가 있는지와 친구로 지명한 유아가 동일한지 변화하였

는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변화유형 같이 종단적으로 친구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 방법이다(Proulx & Poulin, 2013; 

Wojslawowicz Bowker et al., 2006).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에 대한 분류의 기준은 Table 1과 같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친구와 5개월 후에도 

계속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아들은 친구관계의 변화 유

형에서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same stable group)’으로 분류하

였고, 친구 관계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유아들이다. 유아가 5

개월 후에는 전과 동일하지 않은 친구와 친구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면 ‘교체한 친구지속 집단(different stable group)’, 처음

에는 친구가 없었으나 5개월 이후에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형

성 집단(gain group)’, 처음에는 친구가 있었으나 5개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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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가 없으면 ‘친구상실 집단(loss group)’, 처음에도 친구
가 없었고 5개월 이후에도 친구가 없으면 ‘친구형성 불가 집단
(chronically friendless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유아가 지명한 친구 중에서 상호 지명된 친구 쌍이 여러 명

인 경우는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였
다. 따라서 해당 유아가 한명이라도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계
가 유지되었으면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는 또래 지명
법을 잘 이해하는지의 여부와 소요시간을 알아보고자 유치원 
2곳의 만 5세 유아 5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달이 느린 편이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는 1명의 
유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아가 어려움 없이 친구를 지명
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7개의 유치원에서 

18개 학급을 임의 선정하고 만 5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기관의 환경적 특성은 통제하기 위하
여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치
원에서 한 학급의 인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학급으로 제
한하였다.

1차 조사는 2013년 7월 중순에 5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는 2013년 12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며 1
차 조사 후 교사의 전근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30명, 
이사 등의 이유로 유치원을 퇴소한 14명과 장기 결석으로 친
구 관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유아 2명을 제외한 50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 친구관계 

수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친구관계 

안정성 및 변화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에 따라 

친구관계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남아와 여아의 친구 수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친한 친구를 3명씩 지명하게 하였는

데, 유아가 친구라고 지명한 유아의 수는 Table 2와 같다. 친구 

수를 살펴보면, 남아는 1차 시기에 친구가 없는 비율이 33.1%

로 가장 많았고, 여아는 1명의 친구가 있는 비율이 35.9%로 가

장 많았다. 2차 시기에, 남아는 친구가 1명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고, 여아는 1명 친구가 있는 비율과 2명 친구가 있는 

비율이 32.1%로 동일하게 많았다. 

학기 중간쯤인 7월의 1차 조사에서는 유아가 평균 1.2명(남 

1.2, 여 1.2)을 친구라고 지명하였고, 5개월 후인 12월의 2차 조

사에서는 평균 1.4명(남 1.4, 여 1.5)을 친구로 지명하였다. 즉 

학기가 진행 되면서 친구가 있는 유아의 수는 증가하고 친구

가 없는 유아는 줄었으며, 한 명의 유아가 형성하고 있는 친구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에 따른 친구 수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Time 1 (χ2 = 

5.72, ns)과 Time 2 (χ2 = 4.15, ns) 시기 모두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Time 1과 Time 2 시기 모두 남아와 여

아가 형성하는 친구 수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2. 친구관계 변화 유형별 친구 수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변화유형 별로 친구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상호 지명한 친구의 수를 분석하였다. 친

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른 친구 수의 분포와 평균 및 표준편

차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은 1, 2차 시기 모두 2명과 친

Table 1
Profile of Friendship Patterns over Time 1 and Time 2

Friendship patterns  Criteria of friendship stability and change 

Same-stable friendships Children maintained at least one mutual friend in Time 1 and Time 2 with the same peer
Different-stable friendships Children had at least one mutual friend in Time 1 and 2  with different peers
Friendship gain Children did not have any mutual friend in Time 1 but had at least one in Time 2
Friendship loss Children had at least one mutual friend in Time 1 but none in Time 2
Chronically friendless Children had no mutual friend in Time 1 and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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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각각 40.2%,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차 시기에는 1명과 친구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32.0%, 2차 시기에는 3명과 친구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33.3%

로 많았다. 교체한 친구지속 집단, 친구형성 집단과 친구상실 

집단은 1명과 친구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은 1차와 2차에 평균 2.0, 2.1명의 친

구가 있었고, 교체한 친구지속 집단은 평균 1.4명의 친구를 사

귀었다. 친구형성 집단은 2차 시기에 평균 1.5명의 친구, 친구

상실 집단은 1차 시기에 평균 1.4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3.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친한 친구를 3명 지명하고 5개월 후

에 재지명 한 후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을 동일한 친구지속, 교

Table 2
The Number and Means of Friends in Time 1 and Time 2 by Sex     (N = 501) 

Boys
(n = 239)

Girls
(n = 262)

Total
(N = 501)

 Time No. of friends n (%) n (%) n (%)
Time 1

One 70    (29.3) 94    (35.9) 164    (32.7)
Two 54    (22.6) 69    (26.3) 123    (24.6)
Three 36    (15.1) 34    (13.0) 70    (14.0)
No friends 79    (33.1) 65    (24.8) 144    (28.7)
M (SD)    1.2   (1.0)    1.2   (1.0)        1.2   (1.0)

Time 2
One 75    (31.4) 84    (32.1) 159    (31.7)
Two 66    (27.6) 84    (32.1) 150    (29.9)
Three 37    (15.5) 46    (17.6) 83    (16.6)
No friends 61    (25.5) 48    (18.3) 109    (21.8)
M (SD)    1.4   (1.0)    1.5   (1.0)        1.4   (1.0)

Table 3
The Number and Means of Friends in Time 1 and Time 2 by Friendship Groups    (N = 501) 

 Time   No. of friends

Same-stable friendships
(n = 219)

Different-
stable friendships

(n = 90)

Friendship 
gain

(n = 85)

Friendship 
loss

(n = 49)

Chronically 
friendless
(n = 58)

n (%) n (%) n (%) n (%) n (%)
Time 1

One 70     (32.0) 63     (70.0) - 32     (65.3) -
Two 88     (40.2) 21     (23.3) - 14     (28.6) -
Three 61     (27.9) 6       (6.7) - 3       (6.1) -
M (SD)  2.0      (.8)  1.4      (.6) -  1.4      (.6) -

Time 2
One 59     (26.9) 54     (60.0) 48     (56.5) - -
Two 87     (39.7) 32     (35.6) 31     (36.5) - -
Three 73     (33.3) 4       (4.4) 6       (7.1) - -
M (SD)    2.1      (.8)  1.4      (.6)  1.5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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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 친구지속, 친구형성, 친구상실, 친구형성 불가 집단의 5

개 범주로 분류하였다(Proulx & Poulin, 2013; Wojslawowicz 

Bowker et al., 2006). 5개월에 걸친 유아의 친구 관계를 살펴

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5개월 후에도 동일한 유아

와 친구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이 43.7%

로 가장 많았다(남아 39.0%, 여아 48.1%). 그 다음으로 동일

한 친구는 아니지만 5개월 후에도 친구가 있는 교체한 친구지

속 집단이 18.0%로 많았다(남아 17.6%, 여아 18.3%). 처음에

는 친구가 없었으나 5개월 후에 친구가 있는 친구형성 집단이 

17.0%(남아 18.3%, 여아 15.6%), 처음에는 친구가 있었으나 5

개월 후에는 친구가 없는 친구상실 집단이 9.8%(남아 10.5%, 

여아 9.2%), 처음에도 친구가 없었고 5개월 후에도 친구가 없

는 친구형성 불가 집단이 11.5%(남아 14.6%, 여아 8.8%)로 나

타났다.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은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친구형성 불가 집단은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대

한 5개 집단의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

은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 6.87, ns). 

4. 친구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성차

5개월 동안 친구 관계에서 안정성을 보인 유아와 불안정한 친

구 관계를 보인 유아의 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1명 이상의 동일한 친구와 5개월 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한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은 친구관계의 안정성 집

단으로, 친구관계에서 유대감의 변화를 보인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 친구형성 집단, 친구상실 집단은 불안정한 집단으로 구

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남아와 여아는 친구관계 안정성 집단 대 불안정한 집단의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 2.65, ns). 이는 남아

와 여아가 단기 종단적으로 친구관계가 유지되거나 변화하는

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친구관계의 안

정성 및 변화유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친구관계 안정성은 성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가 또래 지명

법을 통해 친한 친구를 지명하고 5개월이 지나서 반복 측정하

여 친구가 있는지 유무와 동일한 유아가 친구인지를 기준으

로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5개로 분류한 결과, 동일한 유아

와 친구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동일한 친구지속 집단의 비율이 

43.7%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친구는 아니지만 5

Table 4
The Number of Children in Five Friendship Groups over Five Months    (N = 501) 

Groups
Boys Girls Total
n (%) n (%) n (%)

Same-stable friendships   93   (39.0) 126   (48.1) 219   (43.7)
Different-stable friendships   42   (17.6)   48   (18.3)   90   (18.0)
Friendship gain   44   (18.3)   41   (15.6)   85   (17.0)
Friendship loss   25   (10.5)   24     (9.2)   49     (9.8)
Chronically friendless   35   (14.6)   23     (8.8)   58   (11.5)
Total 239 (100) 262 (100) 501 (100)

Table 5
Sex Difference in Friendship Stability over Five Months    (N = 443)

Groups
Boys Girls Total
n (%) n (%) n (%)

Friendship stability   93   (45.6)  126   (54.4) 219   (49.8)
Friendship unstability 111   (54.4)  113   (46.6) 224   (50.2)
Total 204 (100)  239 (100) 4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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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후에도 친구가 계속 있는 교체한 친구지속 집단이 18.0%

였다. 친구가 없었다가 5개월 후에 친구가 형성된 친구형성 집

단은 17.0%, 친구가 없었는데 5개월 후에도 계속 없는 친구형

성 불가 집단은 11.5%, 친구가 있었으나 5개월 후에는 친구를 

잃게 되는 친구상실 집단은 9.8%로 가장 적었다. 

본 연구 결과는 Proulx와 Poulin (2013)이 2,353명의 캐나다 

유아를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을 살펴본 연구에서, 동

일한 친구지속 집단이 39.9%, 교체한 친구지속 집단이 20.1%, 

친구형성 집단이 15.4%, 친구상실 집단이 12.6%, 친구형성 불

가 집단이 11.0%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3세부터 친구

관계가 유아의 삶에서 중요해지고 이사 등의 이유로 또래집단 

내에 있는 유아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면 다수의 유아

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 연

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Gershman & Hayes, 

1983; Howes, 1988, 1990).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캐나다와 태국의 친구관계 

안정성을 비교한 Benjamin, Schneider, Greenman과 Hum (2001)

의 연구 그리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비교한 Schneider, Fonzi, 

Tani와 Tomade (1997)의 연구들은 친구관계 안정성에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교사가 지향하는 대인관계 기술과 가치관

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 내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율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발달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유아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공동 주의, 인과적 관계의 이해, 

모방, 언어, 정서조절과 같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

인 일이다(Hay, Payne, & Chadwick,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8.5%에 달하는 대부분의 유아

는 5개월 동안 한 명 이상과 친구관계를 형성하였고, 43.7%의 

유아는 동일한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기

의 친구관계가 도전적인 일이면서도 보편적인 사회화 과정이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유아기 후반에는 친구와 상호관계를 

갖고 친구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발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이었다. 

또한 유아의 18%는 5개월 동안 친구가 바뀌었고, 17%는 

친구가 없다가 있게 되었고 9.8%는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지

게 되었다. 이처럼 유아는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계를 유지하

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를 바꾸거나 새롭게 친구를 사귀거나 

반대로 친구를 잃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유아

의 친구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유아기 친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친구관계는 새로 발견된 관심사나 어떤 옷, 공유 

활동 또는 놀이 양식의 변화에 따라 친구가 결정될 수 있다

(Kostelnik et al., 2009).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 공유 활동, 놀

이 양식이 변함에 따라 친구관계도 바뀔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 맥락의 변화 때문에 친구

관계가 변화했는지 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친구가 생겼거나 

바뀌었는지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친구관

계의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지 않은 수인 11.5%의 유아가 5개

월 동안 계속 친구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친구가 없는 

유아는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유아에 비해 공격성, 위축, 

수줍음이 높고, 친사회성이 낮았으며(Proulx & Poulin, 2013) 

사회적 기술이 낮았다(Engle, McElwain, & Lasky, 2011; Vaughn 

et al., 2000). 이들은 또래와 놀이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Newcomb & 

Bagwell, 1995). 친구가 없는 유아는 또래의 놀이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거나 언어적 표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Roopnarine & Field, 1984). 본 연구는 같은 학급에서 한 

학기를 지낸 유아들에게 7월과 학년 말인 12월에 친구관계를 

조사하였다. 거의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가 없

는 유아는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 문제를 살펴보지 않아서 친구가 

없는 유아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친구

가 없었던 유아는 계속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Howes & 

Phillipsen, 1992; Ladd & Troop-Gordon, 2003; Quinn & Hennessy, 

2010) 유아기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음은 심리적 적응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Bukowski, 

Buhrmester, & Underwood, 2011; Hay et al., 2004). 그러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 개인적인 특성이나  

대인관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

써 연속적인 또래관계 문제를 예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구가 있었으나 5개월 후에는 친구가 없는 친구상실 집

단 유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친

구형성 불가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ojslawowicz Bowker et al., 2006), 이들은 점차 사회적 유능감

이 낮아지거나 수줍음이 증가하고 또래 수용도가 줄어드는 결

과를 보이며 전반적인 또래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

었다(Howes, 1988; Proulx & Poulin, 2013).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이들을 추적 조사하여 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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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개월의 기간 동안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친구관계의 안정성을 보이

는 유아와 친구관계의 유대감에 변화를 보이며 친구관계의 불

안정성을 보였던 유아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변화를 보이는데 있어서는 성

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기 종단적으로 친구관계의 안정

성에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Cairns et al., 1995; Proulx & Poulin, 2013), 성차가 보고된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Howes & Philipsen, 1992; Schneider 

et al., 1997). 이는 남아와 여아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발달 과정을 경험하기 보다는 유사한 

발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안정성에서 성차가 있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Benenson & 

Christakos, 2003; Rose & Rudolph, 2006). 연구자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인관계

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를 쉽게 

바꾸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Benenson 

& Christakos, 2003; Rose & Rudolph, 2006). 친구관계의 질적

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아와 학령기 아동은 차이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Parker와 Asher (1993)의 연

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 간의 도움과 안내, 인정, 돌

봄, 개인적 친밀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Ladd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친구관계의 질은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유아는 

아직 대인관계적 스트레스와 친구 간 갈등에서의 정서적 반응

성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

구관계 안정성에도 성차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했을 때 정서적 반응성이나 친구관계의 질에 성차가 있는지

를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시

사점과 의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88.5%는 5개월 동안 한 명 이상 친구관계를 형

성하였고, 유아의 43.7%는 5개월 동안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

계를 유지하였다. 유아가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일정 기

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아의 친구관계가 일시적인 순간의 

놀이 상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가 하면(Selman, 1980), 몇

몇 연구자들은 유아의 친구관계도 지속적이며 인정과 돌봄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dd et al., 1996; Sebanc, 

2003). 본 연구는 유아의 친구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변

화하는지를 단기 종단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유아들의 친구

관계 안정성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제까지 국내에서 유아의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변

화 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변화 유형을 살펴

봄으로써 국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는 준거 자료를 제

공해 주었고, 이를 통해 친구관계의 안정성에 있어 발달적 보

편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의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친구

관계를 확인했으므로 유아가 어떻게 친구와 상호작용하고 놀

이하는지는 평가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 쌍에서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해서 유아가 친구와 어떤 상호작

용을 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 행동이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 5세 유아는 5개월 동안 친한 친구와 관계를 유

지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여아와 남아가 5개월 동안 한 

명 이상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변

화하는 데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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