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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부모양육행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연구
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부모양육행동과 비고츠키의 사회구성주의적 아동발달 관점에서의 
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접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구성주
의적 부모양육행동을 분석하여 양육행동의 핵심요인으로 비고츠키 이론의 핵심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비고츠키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요인을 추출한 후 비고츠키 이론에 관한 전문가 3명의 타당화 작
업을 통하여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협력적 상호작용 요인 둘째, 사회적 
구성행동에서의 내면화 강조 요인 셋째, 근접발달영역에서의 잠재성 계발 요인 넷째, 중재적 매개체로서의 교육적 대
화 요인 다섯째,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서의 조력설정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양육행동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써, 사회구성주의적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큰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부모양육행동, 비고츠키, 근접발달영역, 스캐폴딩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basis of necessity on the researches which asserts that parental rearing 
behavior in the modern society should change reflecting the social change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this, parental rearing behavior of social constructivism and existing parental rearing behavior were contemplated 
while construct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was explored on the basis of main causes from Vygotsky's theory 
in order to prepare paradigm of new parental rearing behavior. As far as the method of study goes, various 
literature from relevant scholars were analyzed, centering various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pertaining to 
parental rearing behaviors as well as Vygotsky's theory. Also,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was confirmed 
through consult and revision from three experts. As the result, five factors were extracted. First, factor of 
cooperative interaction on social interaction. Secondly, emphasis on Internalization factor on social constructive 
behavior. Thirdly, potential development factor in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Fourthly, instructional 
conversation factor as semiotic medium. Lastly, assistance factor as scaffolding. As a result, new paradigm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was presented and opened a prospect in developing the touchstone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pursuant to social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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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의 변화된 실태인 핵가족의 분

열, 친족망의 약화,  출산의 확산 등으로 자녀양육에 심

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핵가족의 고립과 분

열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여성의 취업이 확 되어감에 따

라 통 인 양육방식은 그 로 용하는데 한계에 직면

하고 있다. 따라서 시  요구에 시의 한 부모역할 

 양육행동의 변화가 실히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 구성주의 에서의 부모양육행동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아동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

동기는 사회  상호작용과 언어능력이 활발해지는 시기

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 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

으며, 외부세계에 한 그들의 심을 확장시켜서 부모

나 다른 성인과의 계를 발 시키며[1], 무엇보다도 인

지  발달의 결정  시기이다[2,3]. 따라서 이 시기는 부

모, 교사, 래 집단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

운 인지기능(schema)이 생성되어 문제해결력과 자기주

도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핵

심 시기라는 에서, 사회구성주의  근을 통한 부모

양육행동은 의미가 클 것이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련된 검사는 다양한 학문 역에

서 오랫동안 심을 가져온 주제다. 검사 개발방식은 

찰법, 부모면 , 자기보고식 부모행동 평정법, 질문지법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차원이나 유형에 따라 양육특성을 

분류하고 있으나[4.5,6,7,8,9,10,11,12,13,14,15,16] 이들이 

개발한 척도들은 주로 부모의 자녀양육형태가 허용 인 

것인지 권 인 것인지 혹은 거부 인 것인지 등에 

을 두어 부모의 지배 인 양육 특성에 한 정보를 주

로 제공하고 있다[6,8,12,15,17,18,19,20,21, 22, 23]. 그 외

에 자녀의 발달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특성[24,25,26]이나 

한국 실정에 맞도록 사회  맥락을 고려한 양육척도

[25,27]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는 있으나 실제 양육행

동을 측정하는 도구는 부분 외국의 도구나 차원을 그

로[28] 혹은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양육행동을 

분류하여 측정했을 뿐[19,21,22,23]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29,30,31]. 더욱이 

기존의 양육행동에 한 연구자들의 제안들은 아동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아동의 욕구와 

직  연결되지 않으므로[32] 새로운 맥락에서의 시  상

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론에 입각한 아동발달의 

인지  구성개념을 도입한 측정도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안  인식론으로 사회 구

성주의 이론과 개념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는 인지발달에 한 사회심리학  인간발달 이

론으로서 기존의 구성주의  개념을 사회  장면으로 확

 발 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외부환경

의 자극에 능동 이고 극 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스

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

회  구성주의는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개인의 능동  참

여뿐만 아니라 사회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Vygotsky의 근 발달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유아기와 아동기의 인지발달을 진하

는 요한 개념으로 교수학습이론이나 교육방법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근 발달

역에서의 부모 스캐폴딩(scaffolding)은 부모의 새로운 

양육행동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론  배경이 분명하고 

실제에 합하며 양육태도나 양육신념을 포 하는 부모

역할과 자녀양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제 인 연구가 

되기 해서는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부모양육행동

의 실제를 악하기 한 측정도구(criterion measures)

가 필요하다.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실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에 한 타당하

고 신뢰성 높은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주의에 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먼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특

성의 타당성과 그 구성개념을 추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실시해오고 있는 부모양

육행동 척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부모역할과 방향

을 제시해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하여 Vygotsky 

이론을 심층 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모양육행

동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시발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해 사회 구성주의의 

이론  배경과 그 학문  업 을 분석하고, 사회  구성

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특성의 핵심 구성요인을 규명

해 냄으로써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한 요인을 탐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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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탐구해보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지 까지 기존에 사용해오고 있는 부모양

육행동 척도에서 다루고 있는 구성개념과 사회 구성주

의 이론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특성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2.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은 무엇이며,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개념(construct)은 무엇인가

를 추출하기 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이

론에 한 문헌의 내용을 테마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

하 다. Vygotsky의 이론을 핵심 으로 자 스스로 밝

히고 있는 문헌들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따라서 가장 심 인 문헌은 1978년에 

문 으로 출 된 Vygotsky의 서, “Mind in Society”와 

“Thought and Language[33]” 이며, 그 외에 Vygotsky의 

여러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The Vygotsky“ (Rene van 

der Veer & Jaan Valsiner[34]와 Vygotsky의 이론을 소

개한 James. V. Wertsch[35],  그리고 Leslie p. Steffe와 

Jerry Gale의 ”Constructivism and Education[36]“ 등이 

분석 상이었다. 문헌연구들에서 추출된 핵심구성요인

들은 Vygotsky 이론에 해박한 문가 3인의 도움을 얻

어 설문지를 통한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하 다.

3. 기존의 부모양육행동과 사회적구성주

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지 , 정서 , 성격  발달 

형성에 크게 작용하여 자녀 인생 반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부모- 자녀 계의 질에도 지

한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양육행동은 자녀가 성

장하고 성숙해 감에 따라 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부

모자신이 경험하는 발달  변화 역시 부모역할에 향을 

미친다[37]. 부모의 양육방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

화 속에서 획득되므로 자녀가 속한 사회의 가치는 그들

의 신체 , 사회 , 정서 , 인지  발달 과정에 향을 

미친다. 즉, 사회  환경과 문화는 부모양육행동을 규정

하며 이는 자녀가 받아야 하는 교육수 , 신체  보호, 그

리고 자존감의 부여나 정서표 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문화  배경은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38]. 사회  맥락을 시하는 Vygotsky의 아동발달에 

한 이론에서는 사회  상호작용과 문화  활동에 한 

극  참여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개인의 고차 인 정

신의 기원은 사회와 문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사회  상호작용 특히 부모와 아동, 교사와 아동간의 

호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아동이 사회공동체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수 [39]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이

론이 사회문화  맥락을 기반으로 아동발달을 진할 수 

있는 부모양육행동의 새로운 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양육행동은 다양하게 규정하여 사용해왔

다[40].양육행동은 양육태도와 혼용하여 쓰기도 하고, 지

나치게 범 하고 포 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화시

키거나 구체 인 연구에 용하기 어렵다는 제한 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진행되어온 연구를 종합해보

면, 일반 으로 부모양육행동은 부모의 역할수행과정에 

나타나는 외 , 내  행동양식으로 부모행동들의 복

합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인식에 한 반

응양식을 묵시 으로 함축하고 있다. 한 [45] 연구에서

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

도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으로 개념정의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수행과 자녀의 

반응양식이라는 두 개념을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런 까닭으로 국내외 부모양육행동에 한 정의들은 정리

하여 포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 신념 는 양육태도는 양육행동을 결정한다

[46]고 제시함으로써 양육신념과 양육태도가 양육행동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포 하

여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진하고 

조력하는 양육태도, 양육신념을 포함하는 부모행동의 복

합체로서 부모-자녀 간의 상호호혜 인 반응양식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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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아동 발달을 진하기 하여 물리 . 사회문화

· 심리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인지 , 사회 , 정서

 발달을 조력하는 동시에 부모도 동반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 까지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의 구성요인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부모양육행동은 가정 안

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통된 양육행동 특

성에서 추출한 것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정된 구성

개념을 그 로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표 인 차원은 온정(warmth)과 통제(control)

의 2차원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6, 8, 12, 17, 18, 41] 

최근에 심이 되고 있는 방임 차원을 추가하여 온정, 통

제, 방임의 3차원 요인[6, 8, 9, 12, 31, 42, 43]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 에서 ‘통제’ 차원은 조작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제’ 차

원은 학자들마다 조작  정의가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

으며, 체로 정  차원의 ‘통제’와 부정  차원의 ‘통

제’로 분류되고 있다. 자는 정  차원의 ‘ 한 통

제’로서 방임이나 지나친 허용과 별되는 것이고, 후자

는 부정  차원의 통제로서 ‘권 주의  통제’를 포함하

는 심리  자율성과 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에 해당하는 한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통

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roderick[44]은 성공 인 자녀

양육의 기본원리는 부모지지의 원리와 부모통제의 원리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의 특성을 통해 사

회  구성주의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Vygotsky는 인간의 발달을 생물학 인 측

면과 사회학 인 측면으로 나 고 있다. 일차 인 발달

은 발생학 인 발달(genetic development)로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  발달을 의미하며 생물

학 인 발달을 말한다. 다음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작용 는 문화와의 을 통한 학습(learning)에 의한 

인지발달이다. Vygotsky는 이것을 고등정신과정(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에 의한 인지발달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생물학  발달을 1차  발달이라 한다면 

Vygotsky는 사회  상호작용에 의한 고등정신과정을 더

욱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을 

발하는 자극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Vygotsky는 아

동의 잠재  발달의 가능성을 근 발달 역을 통해 제시

하 다. 근 발달 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발달수 (the actual developmental level)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발달수 (the 

potential developmental level) 간의 거리를 말한다. 아동

보다 더 나은 성인의 안내나 능력 있는 래들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아동발달의 

수 은 실제발달수 에서 잠재발달수 까지 이끌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를 해서 성인이나 능력 있는 래들의 

스캐폴딩(Scaffold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상호작용은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도록 격려하는 경험

이 된다[47]. 한 Vygotsky는 차원  등사고는 성

장과 더불어 고차원  고등사고로 변형되어 간다는 것이

다. 결국 스캐폴딩은 아동의 근 발달 역 내에서 아동

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가교역할을 한다. 한

편, 근 발달 역의 가장 요한 요인과 스캐폴딩의 

계는 곧 언어의 획득이다. Vygotsky는 언어 특히 화는 

상 방끼리 서로 목 과 의도를 달하기 때문에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발달에 기본이

라고 하 다. 아동은 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근 발달

역에서 요한 정신의 도구이기도 하다. 스캐폴딩의 

장 은 최근 임상 연구결과에 잘 나타난다. 이는 스캐폴

딩은 아동의 학습과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지발달에 큰 향을 주며 확장된다는 것이다[55]. 

한 인지발달에 한 Vygotsky의 이론은 주로 내면

화(internalization)라는 핵심개념에 기 하고 있다. 아동

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제로 능동  문제해

결활동을 경험하지만, 차 이 과정을 독자 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즉, 내면화 과정은 진 인 과정으로서 

처음에는 부모나 교사 는 자신보다 더 성숙한 동료가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고 안내하지만, 진 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교정하는 타인과의 문제해결과정을 거

치면서 문제해결기능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마침내 부

모나 교사 등 성인은 자신에게 행동의 통제권을 임하

고 단지 지원 이고 서로 공감하는 타자로 남게 된다. 이

것은 안문제에 한 타자조정으로부터 스스로 자기조

정에로의 변화와 진보  발달을 의미하며[49,50] 고차  

고등정신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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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부모양육행동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의 사

회  상호작용에서의 력  상호작용이다. 즉, 력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을 진하는 자극기제이며 개인 간

의 심리  기제로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근 발

달 역에서는 잠재성 계발이다. 이는 아동의 잠재성의 

가능성과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양육행동에서 필요한 개

념이다. 셋째, 스캐폴딩에서의 조력설정이다. 이것은 근

발달 역에서의 효과 인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한다

는 측면에서 효과 이고 효율 인 양육행동의 제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스캐폴딩에서는 부모의 한 개입의 양

과 질이 더욱 시된다. 넷째, 개  매개체로서 교육  

화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요한 도구이다. 특히 부

모-자녀와의 교육  화는 아동 스스로 문제해결을 경

험하게 하며 아동의 고등정신기능을 매개한다는 에서 

요하다. 다섯째, 사회  구성행동의 내면화 강조이다. 

등정신기능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반면 고등정신기능

은 자기조 에 지배를 받는다. 등정신기능은 개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지만 고등정신기능은 개인 내의 내

면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면화는 고등정신기

능이 아동 내에서 작용하는 진정한 내  정신기능이라는 

에서 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아동 혼자서는 해결

하지 못했던 문제를 부모와의 상호 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계의 

질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그러한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함으로써 자녀는 자발 으로 문제해결을 해나

가는 내면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에서 요한 시사

을 갖는다. 이는 결국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부모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  능력이 스

스로 습득된다는 에서 자녀양육과정에서 크게 주목해

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부모양육행동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호혜 인 부

모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즉,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을 강화하고 자녀의 자기 조 을 진한다. 아울러 이러

한 양육행동을 통하여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는  부모-자녀 간 상호발달에 기여하며 부모양육행동

의 순기능을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에서도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부

모양육행동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부모양육행동은 자

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자

신의 삶의 구성할 수 있도록 효과 으로 잠재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재하는 아동발달의 진자, 조력자, 

재자인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수행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의 부모양육행

동과 사회구성주의  부모양육행동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Differences
General parental 

rearing

  Social constructive 

parental rearing

 Philosophical 

background
Modernism    Post modernism

 Epistemological

viewpoint
Objectivity Relativity

Subject Parent Parent and child   

Child orientation Negative and Passive    Positive and Active  

 Role of Parent Discipliner
Promoter, Assister, 

Guider  

 Role of Child Learner    Leader, Constructor

 Point of Child 

rearing
Affection, Control

Collaboration     

Assistance 

Development 

 Internal control

Dialogue

 Rearing practice 
Parent: initiative 

Child: passive

Parent and Child: 

Positive participation

The principal point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ization

The quality of 

cooper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and 

socialization of       

parent and child.

Results
Adaptation and 

adjustment of Child

 Positive adaptation 

and initiative          

  construction of Child

<Table 1>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arental 
Rearing Concept and Social Constructive 
Parental Rearing Concept

 

4. Vygotsky이론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요인

Vygotsky 이론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요인을 추출

하기 해서는 Vygotsky 이론의 장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Vygotsky의 핵심구성개념은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  계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공

동체에서의 계와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에게 부모·

교사· 래 아동의 역할을 시한다. 단순한 환경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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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 지식 달자가 아닌 지식형성의 진자로서의 

타인의 역할과 계를 시한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세계

이다. Vygotsky는 기존의 불변의 실재와 합리  인식

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새롭고 유연한 세계 을 제공하

고 있다. 셋째 새로운 언어 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사고와 언어를 연  지어 언어의 요성을 재조명하 으

며, 사회  매개체로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사

고의 수단이자 진  매개체로서 고려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주의에 따른 Vygotsky이론에서 

다섯 가지 핵심요인을 도출한 모형을 제시하면 [Fig. 1]

과 같다. 즉, 부모와 자녀의 력  상호작용(자극- 상)

은 근 발달단계에 따른 스캐폴딩의 조력설정(자극-수

단)을 통하여 자녀의 내면화(반응)에 이르게 된다. 이 과

정에서 근 발달 의 부모의 한 스캐폴딩(비계설정)

은 개  매개체로서의 언어사용(교육  화)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로 환되어 발달한다는 모형이다 이것은  

Vygotsky 이론의 핵심개념이다.

[Fig. 1] Major construction concept model of 
Vygotsky’s theory

4.1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협력적 상호작용 요인

Vygotsky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있어서 주목했던 것

은 아동과 주변 사물이나 사람과의 계 다. 상호작용

(相互作用)은 둘 이상의 물체나 상이 서로 향을 주고

받는 일종의 행동이나 계형성을 의미한다. 한쪽 방향

으로 일방 으로 향을 말하는 인과 계와는 달리 양 

방향으로 서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과 

사람간의 상보  행동 계를 말한다. 상호작용의 도

와 빈도에 따른 행동의 양  측정이 가능하며 인간 

력이나 인간 결합 는 인간의 문제해결 등이 상호

작용으로 포함된다. 사회  상호작용은 단순한 참여 이

상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되

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한 사회  맥락의 인지, 문화  

맥락의 인지, 후 계의 인지, 방식의 공유 등이 모두 여

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조합은 놀라운 출

(emergence) 상을 만들기도 한다. 즉, 상호작용이 습득

을 돕고 습득으로 보다 성숙된 사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Vygotsky는 아동과 좀 더 지식이 있는 사회구성

원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서 아동발달 진기제를 

사회 인 환경에서 찾았다[39]. 즉, Vygotsky[48]는 사회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력과 사고의 발달

을 가져오며 이러한 사회  재는 성인이나 보다 능력 

있는 래와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사회  상호작용은 상호 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동의 목 을 향해서 

지식이나 의견을 교환, 공유, 동 하는 상보  계를 말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므로 사회  상호작용에서의 력  상호작용 요인

은 자녀에게 자발  참여와 공유경험자극을 제공하는 

력 인 부모의 특성을 의미하며 ‘자발  참여’, ‘ 동’, ‘정

보의 공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4.2 사회적 구성행동에서의 내면화 강조 요인

Vygotsky는 사람과 사람과의 극 인 계  활동

을 통하여 지식이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다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이에 한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심

리  상태를 내면화라고 정의하 다. Vygotsky는 고등

정신기능의 내면화 과정을 동물로 부터 인간이 질  도

약을 하는 기 로 사용하 다. 즉, 내면화는 사회  상

을 심리  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며, 외 인 수

에서 수행되어 온 활동이 내 인 수 에서 실행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Vygotsky[48]는 내면화 과정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변형(transformation)들로 구성된다고 하 다. 첫째, 처음

에는 인지  동화와 조 에 의한 조작(operation)이 이루

어지며 이에 따라 외 활동이 나타나고, 조작은 다시 재

구성(reconstruction)되어 내  표상으로 내면화하기 시

작한다. 둘째, 개인과 개인 간의 과정(process)은 개인 내 

과정으로 변형된다. 셋째,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과정

(interactional process)이 개인 내 과정(intra proces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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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됨으로써 일련의 긴 발달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차원 인 심리 과정이 정신기능을 질 으로 변

형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심리  기제들이 정신기능의 반  흐름과 구조를 변형

시킨다. 기술  심리도구가 작업의 형태를 결정함으로써 

자연과의 응과정을 변화시키듯이 심리  도구는 새로

운 도구  행동의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정신기능의 흐름

과 구조를 변형시킨다. 그는 발달을 진 인 양  과정

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심리  도구의 변화와 련된 근

본 인 질  변형으로 보았다. 즉, Vygotsky는 사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행동이 기존에 구성된 

인지구조 속에 내재하는 것(Internalization of socially 

constructed behavior )을 ‘내면화’ 라고 정의하 다. 다시 

말하면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된 행동이 개인 

내의 정신  과정(mental process)을 통하여 변화되고 심

화되어 개인의 의식체계에 확고하게 정착된 행동을 말한

다. 이는 타인의 인지기능이나 태도  가치  등을 자신

의 사고체계에 병합시킨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Vygotsky에 따르면 내면화란 역사와 더불어 창조되고 

변형된 사회  지식이 원래는 개인 밖의 사회에 외재하

고 있다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의식세

계에 내재되는 것으로 외  지식이 개인내로 들어와 재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반성  사고를 통한 

내면화 과정으로 자발  통제, 자기주도력과 문제해결력

으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행

동에서의 내면화  강조 요인은 아동의 자발 이고 독립

인 문제해결을 장려하고 내면화를 하게 통제하고 

확인하는 부모특성을 의미하며 ‘자발성 지지’, ‘자기조  

검’ 등이 이에 해당된다.

4.3 근접발달영역에서의 잠재성 계발 요인

근 발달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학습

과 인지발달이 역동 으로 일어나는 교수활동에 매우 민

감한 역으로 아동발달의 진에 기여한다. 근 발달

역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 아동들의 생물학  발

달단계는 같더라도 발달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근 발달 역을 구성하는 사회

문화  환경이 요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강조된다. 근 발달 역에서의 아동의 잠재발달수 은 

아동에게  과정을 시범해 보이는 시범단계, 아동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에 도움을 주는 비계설정단계, 

부모의 도움 없이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

움 지단계를 순차 으로 수행하면서 실제발달수 으로 

진 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아동이 실제발달수 에서 

잠재발달수 으로 이행하게 되면, 문제해결에 있어서 아

동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타자조정으로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조 에 의한 자기조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러므로 근 발달 역에 히 반응하기 해서는 실제

발달수 과 잠재발달수 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요

하다. 결국, 근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잠재성을 계발

하기 한 효과 인 부모양육은 세심하고 객 인 찰

 진단과 잠재발달수 에 따른 수행보조를 통하여 

한 도 인 수 이 되도록 이르도록 한다. 이것은 성인

이나 유능한 래와의 공동 활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고 보았다.

Wertsch[50]는 근 발달 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교육  상황으로 활용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인을 제안하 다. 즉, 상황정의 

(situation definition), 상호주 성 (intersubjectivity), 기

호의 매개 (semiotic mediation)이다.  ‘상황정의’는 성인

과 아동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 한 인식과 상황

정의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한 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주 성’은 성인과 아동이 어떤 과

제를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만 의 

변화로 이해가 공유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공동의 의견

을 모으고 상호주 성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인지발달을 

진 할 수 있다. 한 ‘기호의 매개’를 통하여 새로운 근

발달 가 창출된다. 결국 근 발달 역은 아동에게 잠

재  발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한 개념이다. 그러

므로 근 발달 역에서의 잠재성 계발 요인은  아동에게 

근 발달 의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하여 아동의 

잠재성을 세심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잠재  발달을 장려

하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하며 ‘ 찰  진단’ ‘비감독  보

조’ ‘상보  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4.4 중재적 매개체로서의 교육적 대화 요인 

Vygotsky는 아동발달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인 요소에 심을 가졌다. 첫째는 인간과 

그들의 환경, 물리  환경이든 사회  환경이든 그 계

가 무엇인가? 둘째는 인간이 자연과 계하는 기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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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써 어떤 형태의 행동이 가장 요하며, 그 행동

의 심리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는 도구의 사용과 언어

발달간의 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Vygotsky는 환경과

의 계에서나 개인 간의 정신작용에서나 개인의 내  

정신과정에서 사고기능을 활발하게 재하는 것이 바로 

도구(tools), 신호(sign), 그리고 기호나 상징(symbols)이

므로 이들의 재  역할과 발달과의 계에 하여 많

은 심을 가지고 연구하 다.

이때 가장 심이 되는 재  도구는 언어사용이다. 

내 언어의 발 에는 상당부분 사회  언어를 사용하지

만 자기 심 인 개념으로 발 하고 환시킨다고 주장

하고 있다[48].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환경과의 새로운 

계를 형성하므로 언어발달은 인간 계를 진하는 

요한 도구가 되며, 사회  계에서 발되는 인지  발

달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  동기에 따라 자발  행동을 

강화한다.

Vygotsky[48]는 인간의 고차  심리과정발달을 강조

한 ‘Mind in society’에서 언어활동의 요성을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아동의 목  달성을 

한 행동수단으로 아동의 언어활동이 요하다.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한 복잡한 심리  기능의 한 부분으로 말과 행동을 동시

에 활용한다. 둘째는 아동에게 당면한 상황이 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하고 그 해결방법이 모호할 때는 언어가 더 

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가 으로 필요한 상황에

서 언어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주어진 과

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Vygotsky는 인간이 새로운 지식 구성을 구성함에 있

어 처음에는 언어(상징)가 개인 상호간에서 나타나고, 다

음으로 그것이 개인내로 변형되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Vygotsky는 인간이 다른 동물

보다 고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차 으로 인간이 

형성하는 고차원 인 지식, 즉 지식의 사회  구성에 있

고, 이차 으로는 인간이 구성한 고등정신기능을 자신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내면화 하는데 이때 언어나 기호, 상

징들이 핵심 으로 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나아

가서 그는 “아동기에서 과학  개념의 발달”이란 논문에

서 언어와 사고의 계를 통해 아동의 내면화 과정에서

의 사회  우 성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언

어와 사고 사이의 계를 잘 이해하기 해 ‘과학  개념

(scientific concept)’과 ‘일상  개념(everyday concept)’

으로 나 어 설명하 다. 아동기에서의 ‘과학  개념’은 

자신이 그 개념을 모르는 사이에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

달하고 그것이 이차 으로 삶의 과정에서 ‘일상  개념'

으로 환된다고 하 다. 이상을 요약하면 인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해서 언어나 기호 는 상징의 재  

역할이 필수 이며, 내면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2차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에서도 언어의 재  기능이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  매개체로서의 교육

 화 요인은 의사소통도구로서의 교육  화로 도구

 재를 사용하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하며 ‘언어  칭

찬, ‘질문’, ‘의견 교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4.5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서의 조력설정 요인

스캐폴딩은 Vygotsky의 근 발달 역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재의 지식과 기술(실제발달수 )을 더 높은 수

의 능력(잠재발달수 )으로 환할 수 있도록 성인들

이 돕는 사회  재를 말한다[53]. 따라서 Vygotsky는 

아동의 인지발달은 새로운 도 과 지원을 하도록 사회  

재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며 사회  재를 통하여 

문제해결 상황에 더욱 하게 근시키고 사고의 발달

을 가져온다고 주장하 다[48]. 최근 임상 연구결과에 따

르면, 스캐폴딩의 장 은 아동의 학습과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미래의 인지발달에 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55]. 따라서 스캐폴딩의 

목표는 아동이 근 발달 역 내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와 환경을 구조화하고 아동의 요구와 능력에 

합하게 성인이 개입하는 질과 양을 조 함으로써 아동

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차로 이양하는 것이다[54].  

효과 인 비계설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첫째, 공동의 문제 해결이다. 아동과 부모는 공

동의 문제에 극 으로 함께 활동할 때 비계효과가 극

화된다. 둘째, 정서  지원이다. 비계설정의  다른 

요한 구성 요소는 사회  상호작용에서 정서 인 분 기

를 시한다. 아동의 기본 인 사회 정서  욕구를 만족

시켜 주는 부모의 지원체계로서 공감과 격려, 신뢰와 애

정 등으로 정서 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북돋아  

때 비계효과는 최 화된다. 셋째, 책임감 이양이다. 아동

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합하게 도 인 수 이 되도록 

과제와 주변 환경들을 구성하고 아동의 요구와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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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성인의 개입의 양과 질을 조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성인은 아동이 독립 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한 

빨리 조 과 도움을 멈추어야 한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의문 들과 문제를 악하도록 하여 아동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만 성인이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스

캐폴딩으로서의 조력설정 요인은 아동에게 한 비계

설정으로 자녀에게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조력을 제공

하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하며 ‘공동의 문제해결’, ‘정서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부모양육행동의 구성개념들의 한계

을 보완하고 사회문화  환경의 시  변화를 반 하

여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기존의 부모양육과 Vygotsky이론의 사회구성주의

 아동발달 에서의 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하 으며 

근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진할 수 

있는 Vygotsky의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양

육행동의 핵심 요인과 구성개념들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 추출된 다섯 가지 요인은 ‘사회  상호작용

에서의 력  상호작용 요인’,  ‘사회  구성행동에서의 

내면화 강조 요인, ‘근 발달 역에서의 잠재성 개발 요

인’, ‘ 재  매개체로서의 교육  화 요인’, ‘스캐폴딩

으로서의 조력제공 요인’이다. 새로 탐색된 요인들은 

Broderick[44]이 제시한 성공 인 자녀양육의 기본원리

인 부모지지 원리와 부모통제 원리와 맥을 함께 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Broderick[44]의 부모지지 원리는 

본 연구의 ‘ 력  상호작용 요인 ’, ‘잠재성 계발 요인 

’, ‘교육  화 요인’,  ‘조력설정 요인 ’등과  련이 있었

으며, Broderick[44]의 부모통제 원리는 ‘내면화 강조 요

인’과 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사회  

상호작용에서의 력  상호작용 요인’은 부모-자녀와의 

계와 소통의 요성에 기반 한다. ‘사회  구성행동에

서의 내면화 강조 요인’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

한 부모양육행동의 구성요소로 애정과 통제라는 2차원이 

표 으로 주를 이루었는데[6,8,12,17,18,27] 이때의 통제 

차원은 분명한 정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즉, 부모

의 통제는 자녀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제한하는 가로 측

정되기도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 가로 측정되기도 

하 다. 부모의 통제를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

는 정도로 개념화함으로써 ‘통제’를 자녀 도와주기, 동

성, 이타심, 친 , 자기통제와 같은 정  발달에 향을 

의미하고 있었다[57]. 한 ‘내면화 강조 요인’은 아동의 

내면화를 하게 요구하는 통제의 정  개념을 포함

하여 아동의 내면화를 극 으로 확인하며 강조하는 양

육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독립 인 문제해결을 

장려하고 강조하는 진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요하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 발달 역에서의 잠재

성 계발 요인’은 근 발달 를 지속 으로 찰하고 포

착하여 아동의 잠재성을 계발하기 하여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진자로서의 실천  부모역할 수행을 의미한

다. ‘ 재  매개체로서의 교육  화 요인’은 환경  자

극과 그 자극 사이의 매개수단으로 언어는 정신 발달에 

심역할을 하고 논리  사고와 새로운  행동을 배우게 

하는 요한 문화  도구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을 담고 있다. 이때 ‘언어사용’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

라 ‘교육  화’로서 질 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스

캐폴딩에서의 조력설정 요인’은 인지 , 정서  지원체계

가 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종합해 보면 첫째, 부모와 자녀

와의 상호작용은 사회  재로서 한 비계설정을 제

공함으로써 근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자율성, 책임감, 

독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와의 계

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부모 자녀 간의 상호 력을 통

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아동발달을 진 

할 뿐 만 아니라 부모도 동반성장하는 양육의 순기능을 

부각할 수 있는 상호호혜 인 양육행동으로 극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발달 에서의 이론

 배경이 분명한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

하여 양육행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 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넷째, 추출된 요인들은 양육행동

의 구체 인 지침이 담긴 분류로써 양육행동척도의 새로

운 개발과 융복합 디지털콘텐츠개발을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근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모양육행동의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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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핵심요인을 추출하는데 을 두었으므로 향후 경

험  타당성과 실제 인 활용을 해서는 척도개발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이고 블랜디드 

한 양육환경의 실천을 하여 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디

지털콘텐츠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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