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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모든 인간은 사회 안에서 어울려 계를 맺으며 살아

간다. 사회는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구조와 형태의

계 속에서 자신을 표 하고상 방을수용하며 끊임없

이 새로운 계를 재생산해 나간다. 이과정에서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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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어머니의심리 통제와유아-교사상호작용이유아의자기조 능력에미치는 향을알아보는데목 이

있다. 연구 상은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58명, 그들의담임교사 28명이며, 자료 분석을 해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기술통계, Pearson의상 분석, 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어머니의심리 통제와유아

-교사상호작용은유아의자기조 능력에유의한 향을미쳤다. 그 유아-교사상호작용이어머니의심리 통제에비해

더큰 향을미치고있었으며, 행동조 보다는정서조 에더많은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결과는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향을미치는변인으로서의어머니의심리 통제와유아-교사의상호작용을확인하 으며어머니의훈육

방식에 한교육, 그리고교사의상호작용에 한지속 인교육과 비교사 상의교육 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부각시

켰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of teacher-child interaction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358 young children, their mothers and their 28 

teachers. Data were analyzed with statistics using the SPSS Win 18.0 ver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fant self-regulation. Between 

them, the child-teacher interaction had a greater effect than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ng emotional 

regulation more than behavioral regulation. The study results confirmed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interaction of the child-teacher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on mother's discipline and teacher's interac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eywords :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Teacher-Child Interaction, Children's Self-Regulation,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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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고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며구성원들은 시 의 새

로운가치를창조해나간다. 이 듯사회속에서 한때를

살아가는 인간은 사회에 잘 응하기 한 사회화 과업

을 성공 으로 이루어야 한다. 사회화를 성공 으로 수

행한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잘 응하고 어울어져 살아

간다는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의 성공 인 삶으로 귀결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

과 규칙을 가지고있다[1]. 이러한 규칙을 수하는행동

은타고나는것이아니라부모나성인, 는 타인에의해

수되는 것인데[2] 기에는 타인에 의해 행동을 조

하지만 차스스로자신의본능을억제하면서 사회에서

용납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자기

조 (self-regulation)능력인데 성공 인 사회 계 형

성을 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3]. 자기조 능력에

해 연구한 Kopp[4]는 자기조 능력의 범주를 크게 행

동조 과 정서조 의 2가지로 나 었다. 그러나이후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5][6] 반성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

의 행동을 조 하는 인지 자기조 능력이 제기되면서

재는 이 3가지 범주가 인정되는 추세이다.

자기조 능력은 이후의 발달을 측하는 변인으로, 

련 연구에서 자기조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학업성

취, 교우 계, 문제해결능력 등에 문제가 야기되며 이는

곧 부정 인자아개념과 사회부 응으로 이어질 수있다

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7][8]. 자기조 능력은 유아, 아

동기동안 외부에서내면으로 이되는 발달과정을통해

나타나는데[9] 처음에는 타인의 가르침과 요구에 의해

조 하지만 차 가치기 이내면화되면서 스스로의 통

제를 통해 자기조 을 하는 단계로 발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가르침과 조 에 의존하는생의 기 자기조 능

력에 향을 주는 변인은 양육자이다[4].

일반 으로주양육자는 어머니가 되며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사회 기술을 가르치는 훈육의 방식은 자녀의

성품과 자기조 능력을 비롯한 반 인 발달에 향을

주게된다. 최근어머니의훈육방식 심리 통제에

한 심이 커지고 이에 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Barber[10]는 심리 통제에 하여 애정을 매개로 하는

부정 인 훈육방식이라고 하 다. 논리 설명이나 애정

훈육방식과 달리 자녀의 행동이나 주장을 통제하기

하여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특권 박탈, 수치심 느끼게

하기등의방식을사용하는것이다. 이런방식에 의한 통

제는 오히려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11][12]. 이는 부모가자녀를 부정

으로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좌 시키며 결국

자율에 기반한 자기조 능력의 발달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강압 훈육방식의 부정 인식

이 사회 반에확산되면서 강압 이거나 체벌을 사용하

는 훈육에 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정서 통제에 한 험성에 해서는 깊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 연구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하다.

양육자 변인과 함께 자기조 능력 발달에 향을 주

는 변인으로 기 의교사의 향력을 고려할수 있다. 사

회 구조의 변화로 이른 시기에 교육기 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지속 으로 증가하면서 교사는 유아에게 부모만

큼이나 많은 향을 주는 요한 타인이 되었다[13]. 유

아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교사와 함께 지내며 교사로부

터 인지 , 정서 , 사회 발달의 향을 받는다. 한

유아는이곳에서 래들을 만나 극 인 상호작용을하

게 되므로 자기조 능력이 필요한 곳이 교육기 이다. 

이러한과정에서교사는유아에게 계형성의모델이되

며 래와의 상호작용을 한 다양한 개입과 지원을 하

는데 이러한 행동은 유아와의상호작용을 통해이루어진

다[14]. 한 규칙과 약속을 가르치고 사회의 가치를

수하는교사의태도는유아의자기조 능력에큰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 간 정 상호작용

의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래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고, 상호 조 이지만[15] 상호작용 빈도가 낮을수록

공격 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를

통해 교사와의 정 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

력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여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 능력 발달에 한 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17][18]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조 능력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분 어머니

변인과 련된 연구, 혹은 그보다 은 양의 교사 변인

련 연구이다. 그러나 교육기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시 의 유아들의 특성을고려할 때, 이둘의 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유아의 자기조

능력 향상을 돕기 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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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력 정서조 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력 행동조 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2. 본 론

2.1 연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치한 유치원에

재원 인 3~5세 유아와어머니 358 과 담당교사 28명

을 상으로 하 다. 3~5세를 상으로 한 이유는 자아

심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자하는시기이

며 사회 계를 활발하게 시작하는 때이고 주도 행

동으로 자율성의 발달을 이루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 이를 하여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응답의 결측과 동일답안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8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 유아는 남아가 182명(50.8%), 여아는 176

명(49.2%)으로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었다. 담당교사의

연령은 20 가 21명(75%), 30 가 7명(25%)으로 20

가 더 많았다. 경력은 1~2년이 10명(35.8%), 3~4년이 9

명(32.1%), 5년 이상이 9명(32.1%)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연구 상의일반 배경은다음과같다[Table 1].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8)

variable n %

Child's sex
boy

girl

182

176

50.8

49.2

Teacher's

age

20s

30s

21

7

75

25

Teacher's

teaching

experiences

1-2yrs.

3-4yrs.

over 5yrs.

10

9

9

35.8

32.1

32.1

2.2 연 도

2.2.1 어 니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 통제를 측정하기 하여 Barber[10]

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숙 [2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나는 아이의 일에 자주 참견한

다’, ‘나는 아이가 내 뜻 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되면 차갑게 한다’ 등 자기표 제한, 감정 불인정, 죄

책감 유발 등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해 심리 으로 통제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총

16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Cronbach's ⍺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2.2 아- 사 상호 용

유아-교사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하여 Bredekamp[21]

의 ECOI(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를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22]이 일부 수정하고 한

국아동패 연구진[2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2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는데 유

아-교사의 직 인 상호작용을 묻는 6문항( : 아이의

발달 수 에 합한 독립 행동을 격려해 다)과 유아

-유아의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교사의 지원 4문항( : 

동하기, 차례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의논하기 같

은 아이의 친사회 행동을 격려한다)으로 구성되어 있

다. 4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Cronbach's ⍺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2.3 아  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 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정서조 능

력과 행동조 능력을 각각 조사하 다. 정서조 능력은

Cicchetti와 Shields[24]의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25]이번안한 것 정서통제 8문항

을 사용하 다. Likert 4 척도로 측정하며 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 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

들어 할 때 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해 감정이

입을 잘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s ⍺ 값은 .78이다. 

행동조 능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Gralinski와

Kopp[26], Kalpidou[27]의 도구를 정은주[28]가 번안·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유아가 교육기 에서 생

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에 순응하는 정도를 알

아보는 도구로써 교사가 평정하는 설문지이다. 2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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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험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함부

로 만지지 말아라’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유아가 행동조 을잘 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s ⍺ 값

은 .88이다. 

2.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 상과 변인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으며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Cronbach's ⍺ 값을 산출

하 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변 에 한 기술통계

변인의 하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에 제

시한 바와 같다[Table 2]. 어머니의 심리 통제는 평균

이 2.13(SD=.34)으로 보통 수 이었다. 유아-교사 상호

작용은 3.50(SD=.31)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유아

의 자기조 능력 정서조 은 3.13(SD=.47), 행동조

은 3.56 (SD=.56)의 평균값이 나타났는데 행동조 의 평

균값이 높아 교사들이 지각하기에 유아들의 행동조 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표 편차 값을

보면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2 어 니  심리적 통제  아- 사 상호

용  아  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향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

의 자기조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변인 간 다 공선성이

발생하는지에 한 검을 하 다. VIF 값이 1.0과 1.32

로 10보다 작아 변인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F값이

p<.001 수 에서 유의해 선형 회귀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

의 정서조 에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력

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β=.43, p<.001), 어머니

의 심리 통제(β=-.20,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

조 에 한 설명력은 13%로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이 한 유아-교사 상호작용(β=.33, p<.001), 어머니의

심리 통제(β=-.13, p<.05) 순으로 향력의 크기가 나

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N = 358)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B β B β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27 -.20*** -.21 -.13*

teacher-child 
  interaction

.65 .43*** .60 .33***

F 52.57*** 26.34***

R2 .23 .13

adj. R2 .22 .12

VIF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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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다시 하 요인별로 향력을 검증하 다. 어머

니의 심리 통제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그 로

사용하 고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교사상호작용과

유아-유아간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 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

의 정서조 에 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력

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β=.42, p<.001), 어머니

의 심리 통제(β=-.1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유아와 유아상호작용에서는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행동조 에 한 설명력은 13%로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유아-교사 상호작용(β=.25, p<.001), 어머니

Variables N M S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358 2.13 .34

teacher-child 
   interaction

358 3.50 .31

child's

self-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358 3.13 .47

behavioral 
regulation

358 3.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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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 통제(β=-.13, p<.05), 유아와 유아간 상호작용

(β=.13, p<.05) 순으로 향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N = 358)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B β B β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27 -.19*** -.21 -.13*

interaction

teacher
-child 

.54 .42*** .39 .25***

child
-child 

.09 .06   .21 .13*

F 38.25*** 17.56***

R2 .24 .13

adj. R2 .24 .12

VIF 1.00/1.32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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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

용이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데

목 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 능력 정서조 에 향을 주었다. 

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어머니의 심리 통

제 순으로 나타났다. 

먼 유아-교사 상호작용에 해 논의하면 본 연구의

결과로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이 정 이고 활발할수록

유아는 정서조 을 잘 하는 것을알 수 있다. 이는 유아-

교사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차 안, 나옥희의 연구[29]와 같은 결과이다. 교사

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 지

원자의 역할을 한다[30]. 그러므로 극 이고 안정 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교사로부터 정서 안정감을

얻고자신의정서를 조 할 수있는 능력을기르게된다. 

그러나하 요인별 분석의결과에서유아-유아간 상호작

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

기 정서조 에는 성인과의 화가 요하기 때문이며

[31] 유아기 정서조 은 래보다는 성인으로부터의 이

해와 포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 통제에 해 논의하면 부

모의 스트로크가 자녀의 자기조 능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한명숙의 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 통제는 행동 통제와 달리 의도 무

시와 거 , 애정철회 등 심리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 인 부분에 향을 다. 

James와 Jongeward[33]에 의하면 유아는 양육자의 부정

반응을 자신에 한 부정 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타인과의 계 속에서자신감을 읽게 되며 이는 자

기조 의 미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

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심리 통제를 이용한 훈육을 하

면 자녀들이 자신의 욕구를 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을 뿐 가치가 내면화된 자율

조 이이루어진것은아니라고할 수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자녀를 훈육할 때유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

록 설명하며 기회를 제공하고유아의 을수용해주어

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 능력 행동조 에 향을 주었다. 

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어머니의 심리 통

제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조 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즉 교사와의 정 인 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아는 행동조 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

조 과는 달리 행동조 에서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뿐

아니라유아와유아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래와의 상

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한은숙, 허혜경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4]. 교사는 유아의 사회 계에서 모델이

되기도하고 갈등을 조 하는방법을가르치며 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놀이의 상황에서 유아는 래와 갈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한 처기술이 없어 놀이가

단 될 때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 기술을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는 유아의 행동조 에 부 인

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 수 이 높을수록

자녀는 행동조 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심리 통제가유아의공격 문제행동을 증가시

킨다는 한송이, 장석진[3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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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로부터 심리 통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욕구충족

이 미흡하게 되고 이는 공격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 자녀의 발달은 양육 지식이나 기술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태도에 향을 받는다[35]. 그러므로 부모

의 훈육방식에 있어서 일시 인 행동의 변화보다는자녀

의 발달을 이해하여 사회 가치를 가르치고 자녀의 욕

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훈육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과에서본 바와 같이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 능력에 큰 향을 주었다. 그러나 교사

교육 로그램에 있어서는상호작용과 같은실질 인 부

분보다는 이론 인강의에치 되어있는것이 실이다

[36]. 이론이 장에서 상호작용 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

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교사를 양성하는

학에서도 상호작용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기

을 평가하는 지표에도 교사의 상호작용 부분에 한

검이 다양해지고이것이교사교육으로 이어질 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는 유아의 자기조 능력

에 부 인 향을 주었다. 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

육의 방식에 해배운 이 없고 사회구조의변화로 인

해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

고 부분의양육자는 원가족에서의훈육방식에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강한 훈육방식에 한 지도가 필요

하다. 근래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 에서

부모교육이 실행되고있다. 그러나 취업모들이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의 제약 등 아직 해결해야 할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을 통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실질 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들은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유아

-교사 상호작용설문은자기보고 형식으로되어 있다. 그

러므로 응답에 한주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제3자에 의한 응

답 이나 찰 등 다각 인 연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 능력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

한 환경의 향을받을 수 있으므로 좀더다양한 환경변

인이 미치는 향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

아기는 사회성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시기이므로 연

령에 따른 자기조 능력의 변화, 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자기조 능력은 유아의 사회화와 련되어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인만큼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모나 교사의 훈육, 는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더 심층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달리 어머

니 변인과 교사 변인을 함께 연구했다는 에서 본 연구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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