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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I 지역에 치한 어린이집 5

곳을 임의로 선정한 후, 만 3, 4, 5 세 유아 146명을 상으로 유아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측정하 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

의 언어통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

기조 능력에서 자기결정과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의 사용정도를 평균값을 기 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 어 4가지 

하 집단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 하 역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아의 자기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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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  동물이며, 사회화를 통해 자신이 표 하는 다양한 감정에 하여 주

변사람들로부터 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익힌 다양한 감정들을 토

로 때로는 성공 인 사회인으로, 때로는 실패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공

과 실패는 상 인 것이지만 그 핵심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에 한 한 조 능

력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  변화가 빠른 실에 응하기 

해서는 상황  변화를 빠르고, 하게 처해 가는 자기조 능력이 실히 요구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효율 인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 계를 맺어나가

기 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 하며, 상 방이 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을 느끼며,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인간의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

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한 민, 2004). 유아기의 자기조 (self-regulation)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정서  발달, 학업성취 등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인이며,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요한 과제임이 밝 지고 있다(Bronson, 2000; 

Browonell, Etheridge, & Hugerford, 1997; Kopp, 1982; Perry, 2002). 그런데 재까지 

자기조 에 련된 분야의 연구는 주로 아동과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유아를 상으로 한 자기조 에 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양낙진, 1990; 차춘희, 

1998; Kopp,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성장하여 사회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자기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1950년  이래로 자기조 능력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자기조 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  상황에 응하여 외부자극에 해서 융통성 있게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erryberry & Rothbart, 1998; 

Eisenberg, 1996; Salovery & Sluyter, 1977). 일반 으로 자기조 에 한 정의는 이론

과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자기조 능력이 환경  요인에 의해 부분 으로 학습되며, 

지속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즉, 자기조 능력은 자신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행 이자 인간의 상이므로 사회문화  발달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안미경, 1996). 유아의 자기조 능력 기술은 최 로 인간 계가 형성되는 가정에

서 시작되고,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상은 부분 어머니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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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 은 단히 크다. 어머니의 양육태

도, 훈육 등을 포함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언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이

숙 , 2000).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로 언어  표 을 통해 자녀에게 달된다는 에

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통제에 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표  

연구자들 가운데 한명인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사용하는 언어의 요성은

Bernstein(1961)에 의해 처음 강조된 바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사용하는 언어

는 사회구조를 반 하고 아동의 사고와 행동에 직 인 향을 다고 하 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는 유아의 언어(안

옥, 1985; 이숙 , 2000)  사회  문제해결력(이애리나, 1989), 사회  능력(이경희, 

1994), 인 계 해결사고(나수진, 1993; 계순, 1993), 자아 존 감(이 주, 1990; 차

경숙, 1997), 유아의 공격 행동(박향숙, 1989; 안명신, 1987), 친사회  행동(도혜숙, 

1997; 엄주경, 1998), 유아의 자율성(김남희, 1999)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으로 본 연구 통해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유아의 자기조

능력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성, 연령별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

기조 능력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자기조 능력 발달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머니의 언어  양육행동에 

있어서 유아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로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차이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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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146명을 

상으로 하 다. 만 3, 4, 5세의 유아를 상으로 선정된 배경은 자기조 능력의 발

달이 언어  사고가 가능한 만 3세 이후부터 자기조 능력이 지속 으로 발달한다는 

Vygotsky(1978)의 이론과 자기조 능력의 발달에 한 Kopp(1982)의 자기조 능력발

달 5단계  마지막단계인 36개월 이상 유아들의 자기조 능력은 략 제시나 의식  

자기반성을 통해 상황  요구변화를 융통성 있게 조작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한 민, 2004).

연구 상을 표집하기 해 I 지역 3개의 구에 치한 어린이집 5곳을 임의로 선정

한 후, 유아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 다. 연구 상유아의 성별  연령 분포

는 표 1, 상유아 어머니의 연령  학력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1

상유아의 성별  연령 분포 (N = 146)

성 별
체(%)

남(%) 여(%)

만 3세 22( 15.1) 19( 13.0) 41( 28.1)

만 4세 37( 25.3) 25( 17.1) 62( 42.5)

만 5세 23( 15.8) 20( 13.7) 43( 29.5)

  체 82( 56.2) 64( 43.8) 146( 100.0)
 

표 2

어머니의 일반  특성 (N = 146)

변  인 빈  도(%)

어머니의 연령

35세 이하

36세 이상

85

61

( 58.2)

( 41.8)

     체 146 ( 100.0)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문 졸 이상

 

 79

 67

( 54.1)

( 45.9)

     체  146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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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언어통제

어머니의 언어통제의 측정은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연구  국내선행 

연구들을 토 로 하여 도혜숙(1997)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 다. 

체 25문항에 있어 각 문항마다 두 가지 요인인 명령지향, 인성지향으로 표 된 각

각의 반응에 해 응답자는 ‘항상 사용’에서 ‘  사용치 않음’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자녀가 신발정리를 제 로 하지 않고 들어올 

때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 하십니까?’에 한 반응으로 제시된 세 가지 언어통제 

유형에서 명령지향 ( : 신발이 그게 뭐니. 신발 바로 해놓고 와!), 인성지향 ( : 

네가 신발을 바로 해놓으면 엄마가 정리를 안해도 되잖니) 각각에 해 하나를 선택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명령

지향  언어통제는 .92, 인성지향  언어통제는 .90, 체 신뢰도는 .68이다.

 

2) 유아의 자기조 능력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이정란(2003)이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해 Cattell(1966)과 

Harman(1976)이 제안한 screet test 결과 2개의 상 요인과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

하는 것이 가장 설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요인으로 자기 검(self- 

mornitoring)과 자기통제(self-control)가 있으며, 자기 검의 하 요인에는 자기평가

(self-appraisal),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 포함되며, 자기통제 하 요인에는 행

동억제(behavior-inhibition), 정서성(emotionality)이 포함된다. 

⑴ 자기평가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내용과 이를 언어

으로 표 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자기평가”에서 언어  표

이 강조되는 것 Vygotsky의 에서 볼 때 자기조  발달과 언어  표 은 하

게 련된다는 연구결과(양옥승, 1993; 양옥승, 김혜리, 1995)에 기 하 다. 



44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3권 1호, 2007

⑵ 자기결정

유아가 사 에 스스로 계획하고 비하는 행동과 련된 내용, 자신의 사고와 행동

을 스스로 검하고 결과를 측하는 내용, 자율 으로 문제해결 략을 선택하여 결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이라고 하 다. 

⑶ 행동억제

외 통제에 순응하고,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거나 좀 더 좋은 보상을 

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해 부정  정서를 억제함

으로써 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⑷ 정서성

외 통제에 한 순응이나 외 통제 기 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억제이기보다는 정

서  는 기질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을 포함하므로 ‘정서성’이라고 명명

하 다. 

자기평가에 한 5문항, 자기결정에 한 9문항, 행동억제에 한 10문항, 정서성에 

한 7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로써 

5 으로 채 하도록 되어있으며, 정서성 요인의 부정  문항의 수는 역산하 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평가는 .83, 자기결

정은 .79, 행동억제는 .80, 정서성은 .81이며, 체 신뢰도는 .72이다. 

표 3 

유아의 자기조 능력 하 역별 문항구성, 신뢰도

유아의 

자기조 능력

요인 문항수 신뢰도(α)

자기 검
자기평가 5 .83

자기결정 9 .79

자기통제
행동억제 10 .80

정서성 7 .81

 체 3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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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 자기조 능력을 측정하기 해 2007년 2월 12

일부터 I 지역에 치한 ND구 2곳, G구 1곳, N구 2곳의 어린이집에 방문한 후, 담임

교사의 조를 받아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 다. 질문지를 배

부한 뒤, 2주일 뒤부터 다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 고, 2월 27일 최

종 회수가 이루어졌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210부의 질문지를 회수하 으며, 

그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46부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1.5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 으며, 통계 으로 유

의미를 보인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사후분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해 χ
2
검증을 실시하 다. 

셋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로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사후분석

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별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아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를 살펴본 결과,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만 4세 유아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다음으로 만 5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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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언어통제

변인 n
명령지향 인성지향

M(SD) M(SD)

연령

만 3세 41 .94 ( .44) 1.39 ( .50)

만 4세 62 1.09 ( .69) 1.65 ( .62)

만 5세 43 1.02 ( .59) 1.52 ( .63)

F .78 2.37

성

남 82 1.04 ( .62) 1.56 ( .58)

여 64 1.01 ( .58) 1.51 ( .62)

t .37 .48

의 어머니가 만 3세 유아의 어머니보다 많이 사용하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다. 인성지향  언어통제는 명령지향  언어통제와 마찬가지로 만 4세 유아의 어머니

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다음으로 만 5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3세 유아의 어머니보

다 많이 사용하 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를 살펴본 결과,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 모두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더 자주 사용하 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의 차이

2.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유아 자기조 능력과 그 하 역들의 결과는 다음

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서 자기결

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모두 만 5세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모두 만 4세, 만 3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는 자기조 능력 총 과 그 하 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p < .01)과 자기조 능력 총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억제, 정서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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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자기조 능력

자기 검 자기통제
총

변인 n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M(SD) M(SD) M(SD) M(SD) M(SD)

연령

만 3세 41 3.81 ( .56) 2.83 ( .54)a 3.20 ( .46) 3.36 ( .51) 3.30  (.34)a

만 4세 62 3.89 ( .55) 3.04 ( .52)ab 3.31 ( .50) 3.38 ( .63) 3.40 ( .40)ab

만 5세 43 3.88 ( .57) 3.31 ( .60)b 3.45 ( .62) 3.57 ( .63) 3.57 ( .42)b

F .61 8.07*** 2.41 1.66 4.65**

성

남 82 3.87 ( .62) 3.04 ( .60) 3.30 ( .54) 3.39 ( .65) 3.40 ( .44)

여 64 3.89 ( .46) 3.08 ( .54) 3.34 ( .52) 3.48 ( .53) 3.45 ( .39)

t -.17 -.44 -.40 -.9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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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이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Scheffé사후검증을 실시함 결과, 만 3세와 4세, 

만 4세와 만 5세간의 자기결정과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총 은 남아(M=3.40)보다 여아

(M=3.45)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 유아의 자기조

능력 하 역역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

은 수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미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차이

3. 어머니의 명령지향적,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의 집단별 차이

여기서는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의 사용정도를 평균값을 기

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 어 4가지 하 집단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표 6을 보면, 

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낮은 집단’이 57

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높은 집단’이 43명(29.8%)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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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 빈도와 비교해서 보면,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높은 집단’(group A, 측빈도=43, 기 빈도=29.8)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낮은 집단’(group D, 측빈도=57, 기

빈도=48.8)은 측빈도가 기 빈도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높은 집단’ (group B, 측빈도=24, 기 빈도=37.2)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낮은 집단’(group C, 

측빈도=22, 기 빈도=35.2)은 측빈도가 기 빈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어

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9.37, 

p<.000).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의 집단별 측빈도 결과는 그림 1에 나

타나 있다. 

표 6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에 따른 집단별 분포 

 어머니의

 언어통제 사용정도
명 령 지 향  

측빈도(기 빈도) 높음 낮음 체 측빈도

인

성

지

향

높음
group A

43( 29.8)

group B

24( 37.2)
67

낮음
group C

22( 35.2)

group D

57( 48.8)
79

체 측빈도 65 81 146

df = 1, χ2 = 19.37, p < .000

43

24 22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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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60

g r o u p  A g r o u p  B g r o u p  C g r o u p  D

관 찰 빈 도

그림 1. 언어통제 하 집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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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위집단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로 유아의 자기조 능력과 그 하 역의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유아의 자기조 능력 차이검증

자기조 능력

어머니의 자기 검 자기통제

언어통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총

사용정도 n M (SD) M (SD) M (SD) M (SD) M (SD)

group 

A

명령지향성 높고, 

인성지향성 높음
43 3.94 (.50) 3.04 (.56)ab 3.26 (.44)ab 3.24 (.51)a 3.37 (.33)a

group 

B

명령지향성 낮고, 

인성지향성 높음
24 4.03 (.47) 3.31 (.54)b 3.62 (.47)b 3.72 (.46)b 3.67 (.34)b

group 

C

명령지향성 높고, 

인성지향성 낮음
22 3.78 (.40) 2.75 (.45)a 3.09 (.51)a 3.22 (.79)a 3.21 (.38)a

group 

D

명령지향성 낮고, 

인성지향성 낮음
57 3.82 (.66) 3.09 (.60)ab 3.33 (.58)ab 3.54 (.57)ab 3.45 (.47)ab

F 1.22 4.01** 4.34** 5.17**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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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

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모두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높은 집단’(group B)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낮고, 인

성지향  언어통제도 낮은 집단’(group D)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

제 하 집단별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하 역  자기결정(p < .01), 행동억제(p < 

.01), 정서성(p < .01), 자기조 능력 총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평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유아의 자기조 능력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해 Scheffé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결정과 

행동억제에서는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높은 



50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3권 1호, 2007

집단’(group B)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낮

은 집단’(group C)이, 정서성과 자기조 능력 총 에서는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

통제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높은 집단’(group A),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

어통제는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낮은 집단’(group C)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높은 집단’(group B)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146명의 유아의 어머니를 상

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측정하 다. 그

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를 분석한 결과, 명령지향  언어통제

는 만 4세 유아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다음으로 만 5세, 만 3세 순으로 많

이 사용하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인성지향  언어통제는 명령지향  언어

통제와 마찬가지로 만 4세의 유아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다음으로 만 5

세, 만 3세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를 분석한 결과,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

어통제 모두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더 자주 사용하 으나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자기조 능

력 총 을 포함한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에서 모두 만 5세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만 4세, 만 3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는 자기조 능력 총 과 그 하

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과 자기조 능

력 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억제, 정서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 총 은 남아보다 여아가 약간 높게 나타

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유아의 자기조 능력 하 역인 자기평가, 자

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

의미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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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머니의 명령지향 , 인성지향  언어통제의 사용정도를 평균값을 기 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 어 4가지 하 집단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명령지

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은 집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높은 집단’이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빈도를 기 빈도와 비

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높은 집단’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은 집단’은 측빈도가 기 빈도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사용정도가 높은 집단’과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는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가 

낮은 집단’은 측빈도가 기 빈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

단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사용정도의 경우,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

제 사용정도도 높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높은 집단’과 어머니의 명령지

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 사용정도도 낮은 집단’이 모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언어통제를 할 경우 명

령지향  언어통제와 인성지향  언어통제를 둘 다 많이 사용하거나 둘 다 게 사용

하는 어머니가 명령지향  언어통제와 인성지향  언어통제  한 측면을 많게 혹은 

게 사용하는 집단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

할 때, 어머니의 언어 통제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별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차이를 본 결과, 유아

의 자기조 능력에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모두 ‘어머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는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가 높은 집단’이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어머

니의 명령지향  언어통제도 낮고, 인성지향  언어통제도 낮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 하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력 하 역  자

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조 능력 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 능력이 만 3, 4, 5세  만 5세에서 가

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높이고 발달시키기 해서는, 어머

니의 인성지향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밝 졌다. 이는 어머니가 명

령지향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아에게 인성지향  언어통제 

역시 많이 사용하면 유아의 자기조 능력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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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 으나,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를 상으로 하

고, 소집단을 상으로 한 표집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표성을 갖춘 표집설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차이만을 알아보

았는데 아버지의 언어통제를 포함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부모 각각의 언어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유아가 어느 쪽에 더 큰 

향을 받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한 평가를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 성을 

이기 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평가나 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 능력과 련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언어  측면을 고려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변인 자체에 향을  수 있는 

부모의 학업수 , 취업유무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향력을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제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능

력에 차이를 연구해 으로써 유아의 자기조 능력의 발달 인 측면에서의 어머니의 

언어 통제  태도의 요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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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 of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by Mother's Verbal Control. To do so, The subject was 

composed of 146 3-, 4-, 5-year-old recruited from 5 child care centers in I 

city area And it utilized questionnaires to ask 146 mothers concerning Mother's 

Verbal Control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 First, the age and the gender of young children didn't affect the 

mother's verbal control. Second, the age of young children positively affected 

self decision and total self regulation total that is the subordinate area of self 

regulation. Third, use degree of mother's order and humanity verbal control 

divided high and low group up to the standard average value. As a result a low 

rank distribution of mother's verbal control positively affected. Forth, a result 

a low rank distribution of mother's verbal control positively affected self 

decision and behavior restrain and emotion and total self regulation total that 

is the subordinate area of self regulation.

Key Words：mother's verbal control,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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