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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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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by Preschoolers’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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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cogni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by preschoolers’ moth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others of 12 preschoolers. The data were analyzed following Downe-
Wamboldt’s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Results: From the data, 170 significant statements were selected and were classi-
fied into 7 categories and three domains (maternal, child, dyadic). First, the maternal domain consisted of maternal sensitivity, 
acceptable responsiveness, and child developmental encouragement. Second, the child domain consisted of child’s sensitivity, 
responsiveness, and initiative. Third, the dyadic domain consisted of mutualit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ch-
oolers’ mothers recognize the significant qualitative aspects of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instruments 
for preschooler-mother interaction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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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전기는 영유아기를 벗어난 만 3세 이후부터 학교에 취학하

기 전까지이며,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특성은 행동에 대한 주도성

이 발달하여(Erikson, 1959; Kim & Mahoney, 2009; Kim et al., 2011)  

아동은 어머니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Kim, Sim, & 

Lee, 2005) 언어와 인지 발달의 촉진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어머니

와 동등하게 주고받기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Harrist & 

Waugh, 2002). 이러한 학령전기에 성취되는 아동 발달은 어머니와 

아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고 성취

된다(Granic & Patterson, 2006; Ingoldsby et al., 2006; Kim et al., 

2005). 

그러나 만약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모아상호작용의 질이 저하

될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 문제(Deater-Deckard & Petrill, 2004; 

Healey, Gopin, Grossman, Campbell, & Halperin, 2010; Leckman-

Westin, Cohen, & Stueve, 2009)뿐 아니라 분노, 적대감, 우울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 발생률도 증가시키게 된다(Lehman, Tay-

lor, Kiefe, & Seeman, 2009; Turner & Muller, 2004). 

특히 상호작용 동안에 어머니가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통제적이

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어머니에게 순응

하지 않고 주도적인 행동을 못하며(Song & Choi, 2006), 친구 관계

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야기하고(Grazia, Pa-

trizia, & Antonio, 2010) 아동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까지 발

생시킨다(Fiese, Winter, Anbar, Howell, & Poltrock, 2008).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정상 발달 과정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이에 대한 질적인 사정과 측정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잘 수행되

고 있는지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

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

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우

리나라에 타당화시킨 도구이며(Kim, Seong, & Hyun, 2000;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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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k, 2006), 외국에서 도구 개발 시에 사용한 모아상호작용 측

정 개념을 수정이나 보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

어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반영된 도구로

는 볼 수 없을 듯하다.

모아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질

적인 측면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재까지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도구는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문헌 고찰과 대상자 심층 면담을(Lee et al., 2009; Stewart, 

Lynn, & Mishel, 2010) 통해 도구의 구성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기

초로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모아상호작용의 구성 개념

을 도출한 연구는 있으나(Park & Bang, 2011) 현재까지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 심층 면

담을 실시한 연구는 없다. 측정 개념에 대한 적절한 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구 개발 과정의 중요한 단계인 대상자 심

층 면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모아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용어 정의

학령전기 아동

학령전기 아동이란 영유아기를 벗어난 만 3세 이후 시기부터 학

교에 취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을 말하며(Erikson, 1959; 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모아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

동발달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호적 과정이며(Park & 

Bang, 2011),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인식에 대한 

면담자료를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12명을 

편의표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였

으며,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비밀 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

의 철회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 폐기 등 윤리적 고려사항을 설

명한 후,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초점 

질문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1대 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초

점 질문은 “어머니와 아동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아동의 평상시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장소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대상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

고 녹음된 내용은 수집되는 대로 모두 필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 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된 내용분석 과정을 도식화하

여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12명의 대상자를 심층 면담한 자료를 읽으면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구문과 문장에 줄을 그었으며, 줄

친 내용이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기술하

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최종 183개의 의미 있는 구문을 선정

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183개의 구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7개의 잠

정적인 범주를 도출하고 잠정적인 범주에 따라 구문을 분류하였

다. 잠정적인 범주는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Harrist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 Selecting 183 meaningful statements

Creating and defining the categories
: Developing 7 categories

Validating and revising the categories by experts
: Confirming 7 categories & 170 meaningful statement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maternal, child, and dyadic domain

Figure 1. The process of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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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ugh, 2002; Kim & Mahoney, 2009; Park & Bang, 2011) 사용

되고 있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명명하였고 기존의 모아상호작용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명명을 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출된 잠정적인 범주를 모아상호작용 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아

동 및 여성 건강 간호학 교수 5인에게 타당도를 검정받았으며, 그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난 13개의 구문은 제외되었다. 

13개의 구문을 제외한 170개의 구문과 7개의 잠정적 범주는 전

문가 전원이 모아상호작용 속성으로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

여, 최종적으로 7개의 범주, 170개의 의미 있는 구문이 도출되었

다. 도출된 최종 범주는 어머니 영역, 아동 영역, 양자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31-42세로 30대 9명, 40대 

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6.25세이고 직업은 전업주부 5명, 취업

모 7명이었다. 직업 분포는 초등학교 교사, 프리랜서 요리사, 공인 

중개사, 간호사, 회사원, 화장품 판매원, 자영업이었다. 교육 정도

는 고등학교 졸업 4명, 대학교 졸업 7명, 대학원 졸업 1명이었으며 

소득 수준은 300만 원 미만이 5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이 2명,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명, 500만 원 이상이 4명

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6명, 경기도 4명, 전라북도 익산이 2명

이었다. 자녀의 연령 분포는 만 3세 이상 7세 미만으로 만 3세 1명, 

만 4세 4명, 만 5세 5명, 만 6세 2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6명, 

여아 6명이었다(Table 1).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인식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영역

어머니 영역에서는 모성의 민감성, 수용적 반응성, 아동발달 격

려의 3개의 범주가 나타났다(Table 2). 첫 번째 범주는 아동이 어

머니에게 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동의 마음을 잘 

읽어주며, 아동의 장·단점 등 특성을 잘 파악하고 아동이 좋아하

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의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여 이를 모성의 민감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19

개(11.2%)가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는 어머니가 아동이 하는 말이나 요구사항을 잘 들

어주고 경청하기, 아동이 하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 아

동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기, 애정 표현하기, 아동이 스스로 하

기를 원한다면 여유 있게 기다려 주기,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을 민

감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감하게 인식한 부분을 직접 

몸소 행동으로 옮겨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모성의 수용적 반응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41개(24.1%)가 나타났다.

세 번째 범주는 아동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표현해 주

기, 아동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도록 도와주기, 

바람직한 행동과 말의 모델 되기, 아동이 친구 사귀는 것을 도와

주기, 아동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 주기, 아동이 원한다면 마음껏 

자신의 생각대로 놀 수 있도록 하기,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

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여 이를 모성의 아동발달 격려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43개(25.3%)가 나타나 어머니 영역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영역에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170개의 

구문 중 총 103개(60.6%)가 나타나 아동 영역과 양자적 영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epth Interviewers (N=12)

ID Mother age (year) Mother employment Mother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10,000 won) Child age (year) Child gender

  1 37 Housewife College 200-300 4 Male
  2 40 Housewife Graduate school 500-600 3 Male
  3 36 Licensed real estate agent High school 200-300 6 Female
  4 34 Housewife High school 200-300 5 Male
  5 42 Freelancer cook College 500-600 5 Male
  6 31 Elementary school teacher College 500-600 4 Male
  7 36 Nurse College 500-600 4 Female
  8 32 Housewife College 300-400 5 Female
  9 35 Cosmetics clerk High school 200-300 6 Female
10 41 Self-employed High school 300-400 4 Female
11 34 Housewife College 200-300 5 Male
12 37 Company employee College  400-500 5 Female



39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1.36 www.jkachn.or.kr

아동 영역

아동 영역에서는 아동의 민감성, 반응성, 주도성의 3개의 범주

가 나타났다(Table 3). 첫 번째 범주는 아동이 어머니의 기분을 헤

아려 주는 말을 해주고 어머니를 배려하고 걱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이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먼저 행동이나 말을 시

작하지 않아도 아동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와 민감하게 어머니

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여 이를 아동의 민감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20개(11.8%)가 나타나 아동 영역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기존 문헌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

해서 새롭게 도출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어머니가 설명한 것을 아동이 잘 따라 주고 반

응해 주는 것, 어머니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잘하는 것, 활기찬 목

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아동 

역시 어머니처럼 상대방에게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이를 아동의 반응성으로 범주화하였

으며, 170개의 구문 중 15개(8.8%)가 나타났다.

세 번째 범주는 아동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는 것,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 어머니가 자신의 

놀이를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학

령전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인 주도성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이를 그대로 아동의 주도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11개(6.5%)가 나타났다. 아동 영역에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170개의 구문 중 총 46개(27.1%)가 나타났다. 

양자적 영역

양자적 영역에서는 상호성 범주가 나타났다(Table 4). 상호성 범

주에는 어머니와 아동이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것, 서로가 느

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것,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함

께 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어느 한 사람만

이 상호작용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동 

Table 2. Recogni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Maternal Domain  (N=170)

Categories                          Meaningful statements (n) n (%)

Maternal sensitivity Understand exactly my child’s demands (4) 19 (11.2)
Read my child’s mind well (4)
Know my child’s characteristic (merits, shortcomings, temperament, etc.) (3)
Know what a child likes (8)

Acceptable responsiveness Listen carefully to what my child says (12) 41 (24.1)
Meet a child’s needs (3)
Sincerely answer a child’s questions (2)
Praise or encourage a child’s behavior (4)
Express affection toward a child (6)
Wait with patience (3)
Do what my child likes (11)

Child developmental encouragement Express how much he or she is loved (12) 43 (25.3)
Help relieve negative feelings expressed by my child (2)
Become a good model of behavior and speech (11)
Help my child make friends (7)
Read a book to my child according to the child’s level (4)
Enable my child to play as much as the child likes (3)
Enable my child to confidently express his or her thinking (4)

Total 103 (60.6)

Table 3. Recogni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Child Domain (N=170)

Categories                          Meaningful statements (n) n (%)

Child’s sensitivity Say something to check mother’s feeling (10) 
Say something with consideration for mother (4)
Make efforts not to do any behavior that mother hates (6)

20 (11.8)

Child’s responsiveness Follow well what mother explains (10)
Answer sincerely what mother asks (2)
Talk with animated voices and bright expressions (3)

15 (8.8)

Child’s initiative Take the lead in a play (3)
Plan and do something by himself (2)
Ask mother to follow his or her play (6)

11 (6.5)

Total 4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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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상호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70개의 구문 중 21개(12.3%)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연구 결과 총 7가지의 모아상

호작용에 대한 인식의 범주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 영역에서 나타난 모아상호작용 범주에는 모성의 민

감성, 수용적 반응성, 아동발달 격려의 3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이

는 Kim과 Kwak (2006)의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모아상호작

용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어머니 영역의 측정 개념으로 민감성, 반

응성, 수용성을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Kim과 Kwak (2006)은 

외국에서 개발된 모아상호작용 측정 도구를 우리나라에 학령전

기 아동과 어머니에게 타당화시키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영역의 측정 항목으로 민감성, 반응성, 수용성을 각각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성과 수용성 항목이 하

나로 묶여 수용적 반응성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어머니

들은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을 상

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개발된 상호작용 측정 도

구 중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성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Hum-

ber & Moss, 2005;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Development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들이 많으나, 

우리나라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이 하는 모든 말이나 요구사항

을 어머니가 잘 경청해 주고 그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며, 아동

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고 항상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 주

는 상호작용을 모아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

나라 어머니를 위한 모아상호작용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를 충

분히 반영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 영역 중 아동발달 격려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노력이며(Lee, Holditch-Da-

vis, & Miles, 2007), 아동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범주

이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모아상호작

용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 격려 범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

육 신념이 내포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들

은 아동이 미래에 자신의 몫을 잘 해나가고 사회에 적응을 잘하

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의 발달 특

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을 듯하다. 학령전기 아동은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취학 준

비를 하는 시기로(Kim et al., 2011) 이러한 발달 과정상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이 영유아기와는 달

리 학교에 취학하여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인

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

은 아동의 인지 발달을 돕기 위해, 어머니가 고른 책이 아닌 아동

이 좋아하고 아동이 스스로 고르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주어 아

동 수준에 적절한 책 읽기를 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

현하도록 격려하며, 아동이 놀고 싶은 방식으로 마음껏 놀 수 있

도록 해주고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 친구와 사귀

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항상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표

현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모아상호작용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동발달 격려 부분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한국적인 양육 신념을 반영하고 학령전기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한 항목을 측정하게 되므로 매우 의미 있는 도구 개발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

아동 영역에서 나타난 모아상호작용 범주에는 아동의 민감성, 

반응성, 주도성의 3개의 범주가 나타났으며, 기존 모아상호작용 측

정도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동의 민감성 범주가 새롭게 도출

되었고 아동 영역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범주이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모아상호작용 측정도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측면

이면서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독특한 상호작용 측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둔감한 아이

보다는 민감한 아이를 더 선호하고 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먼저 알아주고 배려해 주는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미리 알아서 하지 않는 아동과의 상호

작용을 좋은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호작용 양상을 반영한 것이며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만

이 아동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모아상호작용 측

정도구들(Banard, 1978; Kim & Mahoney, 2009)과는 다르게 아동

도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동등한 참여자로서 어머니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머니의 기분을 헤아려서 말로 표현해 주고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 속성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

Table 4. Recogni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Dyadic Domain 
 (N=170)

Categories  Meaningful statements (n) n (%)

Mutuality M other and child make eye contact during  
conversation (7) 

21 (12.3)

Mother and child empathizes their feelings (7)
Mother and child have a relationship of trust (4) 
Mother and child play together (3)

Total 2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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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 점을 반영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아동 영역에서는 주도성 범주도 도출되었으며, 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으로(Erikson, 1959) 이 시기에 성취

되지 못하면 아동은 평생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며 죄의식 속에

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Erikson, 1959; Kim et al., 2011).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이 어렸을 때보다 학령전기에 자기 스스로 계획

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나타난

다고 하였으며, 이를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

한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바

람직한 인재상의 한 측면인 리더십 개념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학령전기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동안에 주도

성을 발휘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잘 습득하게 될수록 아동은 자신

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는 미래 타인의 행동까지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도구 

개발 연구를 시행할 때, 아동의 주도성 발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도움과 격려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양자적 영역에서 나타난 모아상호작용 범주는 상호성이었다. 상

호작용 연구에서 상호성은 가장 늦게 측정된 개념이며, 1970년대 

이후부터 부각되어 새로이 측정된 개념이다. 기존에 어머니가 아

동에게 일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준다는 관점에서 아동과 어머

니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강조하게 되면서(Parke, 1978) 부각된 개념

이다. Harrist와 Waugh (2002)의 연구에서, 학령전기의 모아상호작

용과 영유아기의 모아상호작용 양상에서 가장 구별되는 점이 바

로 이 상호성 개념이다. 영유아기 아동은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미

숙으로 어머니가 아동보다 좀 더 우위에서 상호작용을 주도하지

만, 학령전기 아동은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인지 발달 향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호작용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어머니와 주고받기식의 상호적 상호작용

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는 아

동과의 상호작용을 어머니, 아동, 양자적 측면 모두에서 상호작용

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특히, 어

머니 영역에서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 영역에서는 아동이 어머니

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

고 양자적 영역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

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

라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들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모아상호작용이 중요한 모아상호작용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심

층면담을 통해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므로 추후 도구 개발 연구

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아상호작용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도구 문항 개발에 반영되고 학령전

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도구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편의 표출하여 시행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 대상수

를 늘리고 전국 단위의 반복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

작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질적인 

사정과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들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어머니에게 민감한 아

동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중요한 모아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상호작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도 어머니와 동등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모아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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