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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3,4,5세 유아를 상으로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측

정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을 분석하고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의 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

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

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의 계는 유의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서울과 울산 지역의 유치

원에 다니는 3세 유아 39명,4세 유아 35명,5세 유아 37명,총

11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해 어머니를 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사용하

고,유아의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해 PDMS-2(PeabodyDevelopmental

MotorScales-2)검사도구를 사용하 으며,유아의 신체활동 측정

을 해서 3차원 동작가속도계(ActigraphGT3X)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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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SPSS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통계방법은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t-

검정,F검정,이원분산분석,상 분석, 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근육 운동능력인 사물조작능력은 남아의 수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소근육 운동능력인 시각운동조정능력은 여아의

수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이동운동능력,사물조작능

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인 시각운동조정능력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

아의 운동능력이 까다로운 기질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과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어머니가 정 양육태

도일 때 유아의 이동운동능력의 수가 가장 높았고, 근육 운동

능력 체에서는 어머니가 의존성 조장 양육태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의 모든

하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연령 성별의 변수 간에는 신체활동의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도 활동,보행수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해 단순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도 활동에서는 5세 여아의 신체활동 시간

이 5세 남아보다 많았고 강도 활동과 고강도 활동에서는 4세 남

아의 신체활동 시간이 4세 여아보다 많았으며,보행수에서는 5세

여아가 5세 남아보다 체 보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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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소비 칼로리와

보행수에서 신체활동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유아의 신체활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강도 활동과 보행수에서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의 신체활동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

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을 분석한 결과,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은 유아의 기질이 다른 요인들에 비

해 상 향력이 높았고,이동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과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상 으로 향력이 높았으며,사물조작능

력은 유아의 성별과 기질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 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는 유아의 성별

과 기질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 으로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소근육 운동능력은 어떤 요인도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았다.신체활동의 경우,소비 칼로리는 유아의 연령과 성

별,기질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 으로 향력이 높았으며,좌

업 활동,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도 활동은 모두 어떤

요인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보행수는 유아의 연령과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 으로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에는 부분 으로 정

상 이 나타났다.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은 신체활동

의 소비 칼로리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소근육 운동능력

인 잡기능력은 신체활동의 강도 활동과 보행수 간에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소근육 운동능력 체에서는 신체활동의 강

도 활동과 강도 활동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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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운동능력이 유아의 성별과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연령과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 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을 분석하

으며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에는 부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남을 규명하 다.

주요어 :기질,양육태도,운동능력,신체활동

학 번 :201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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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최근 세계 으로 신체활동 부족 문제가 사회 반의 요한 안

이 되고 있다.이는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만

을 비롯해 상동맥 심장질환,2형 당뇨병,유방암, 장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6-10%가 신체활동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한,세계보건

기구(WHO)의 GlobalHealthObservatoryDataRepository에 따르면 신

체활동 부족 탓에 조기사망률이 9% 증가하 다고 한다.그 밖에도

1986-2007년까지 7개 국가에서 수행된 신체활동량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권장량에 도달한 참가자는 연구 상의

54% 수 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바 있다(Tucker,2008).

이는 비단 성인의 문제만은 아니다.2012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소아청소년 비만율은 9.6%,교육과학기술부 · ·고등학교

상 조사에서는 14.7%로 발표 다.즉,소아청소년 10명 1-1.5명 정

도가 비만상태인 것으로,이는 속도로 진행된 서구화로 식습 의 변화

와 학업으로 인한 신체활동량 감소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소아

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비만은 각종 성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

인뿐 아니라 사회 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유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에 의존하는 시

간이 많아지고,형제와 자매 수가 어드는 가정환경,야외활동의 안 성

제약,환경 공해 등의 향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격하게 늘

어나면서 신체활동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oreham &

Riddoch,2001;Tuckeretal.,2008).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의 생활

시간조사에 따르면 여가시간 에도 놀이나 스포츠 활동 등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상 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3-5세 유아의 신체

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최근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운동한 이 한 번

도 없다고 답한 유아가 무려 40.9%를 차지하 고,32.1%의 유아가 30분

이상 운동을 한 날이 2일 이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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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이는 2008년 조사 때보다 더 높아진 비율로 유

아들의 신체활동 부족 상 역시 심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 부족 문제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 되면서

WHO(2011)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5-17세의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을 매일 최소 60분간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 이

와 련하여 미국,일본, 국,캐나다,호주 등과 같은 다른 여러 나라에

서는 신체활동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Haskelletal.,2007).

이상과 같이 모든 연령에서 신체활동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유아기는 특히 성장,발달,성숙에 있어서 가장 요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범국가 인 심과 개선을 한 노력이 으로 필

요한 상황이다.발달 특성상 이 시기 유아들은 일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

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몸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 하기가 더 용이한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유아의 움직임 활동은 운동능력의 발달 뿐 아니라 신체

자아개념 발달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Gallahue,1993,1996).유아는 움

직임을 통해서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고,신체와 공간에 한 기본 이

미지를 발달시키며,반복 인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조정하는 능

력과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발견하는 등 새로운 운동기능을 습득

하게 된다(황순각,2000). 한 유아기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기 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때 습득된 기본운동능

력과 지각운동능력은 일생동안의 신체 움직임이나 운동능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신체활동 경험이 필요하다(윤애희,2000).

이러한 유아기 신체활동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 에서의

교육활동은 동 인 활동이 정 인 활동에 비해 매우 은 비율을 차지

(박경숙·장명림·임진 ,1993)하고 있다.Brown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유아들은 부분 앉아서 활동하며 체 유아 17%

만이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 고,지성애(2014)의 연구에서

는 부분의 유아교육기 에서 동 인 활동인 체육놀이를 하고 있기는

하나 50% 정도가 주당 1시간 이하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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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 에서의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바깥놀이 활동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유치원은 81.1%,어린이집은 79.3% 고 유치원

의 1.8%,어린이집의 0.9%는 바깥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

도 했다.

이처럼 유아교육기 에서의 신체활동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아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해 시도별 어린

이집을 평가하는 기 으로,신체활동은 유아의 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

달을 기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하고 유아의 재 ·소근육 발달 수

을 고려한 신체활동을 매일 경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3),유아체육,유아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사설 유아체육기 들도 늘리

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 부족의 문제 과 함께 유아기 운동능력 향상을

한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국가 인 차원에서 유아의 신체활

동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이런 시

도가 성공 인 결과를 가져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객 인 자료를

통한 유아의 신체활동 실태 악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해 신체활동 설문지,신체활

동 일지 등 주 측정도구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도구들은 비용이

게 드는 반면 상 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었다(이미 ,

2011).따라서 보다 객 인 분석을 해서는 유아의 신체활동량과 신

체활동 강도별 활동시간,보행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유아의 신체활

동에 한 실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진하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유아의 운동발달은 특성과 순서는 동일하지만 속도와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여 운동능력의 결과와 신체활동 정도에 있어서 차

이가 나타나게 된다.이 게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인지능력의 차이,

성격의 차이,신경계통의 차이,체격의 차이,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각도

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유아기가 학습의 경험이 많지 않아 생물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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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기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시기라는 것(김지수,1998)을 고려한

다면 유 특성인 기질과 환경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한 연

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4,5세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

체활동을 측정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을 비롯하여 기질과 어머니의 양

육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이 어

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에는 어떤

유의한 계가 있는지 분석해 으로써 유아의 운동발달을 이해하고 나

아가 신체활동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마리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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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기 해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심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한 이론

배경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유아의 운동능력

1)운동능력의 개념 요성

운동능력이란 신체를 효율 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자신의

몸이나 주변사람,물건을 자신의 의도에 알맞게 자의 으로 조작하는 능

력을 말한다.유아의 운동능력은 신체를 조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물

을 조작하고 상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발 하여 신체발달을 비롯해 유

아의 성장발달 사회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Gallahue,1995).

그러므로 유아기에 운동능력의 습득 발달은 신체 ,인지 ,사회 ,

정서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요한 매개체로 유아의 인발달과 직결

되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Gabbard,2000).

운동능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인 ·소근육 운동이다. 근육 운동이란 걷기,달리기

와 같이 몸통이나 팔·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며,소근육 운동

은 쓰기나 종이 기와 같이 손이나 손가락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

동이라 정의된다.비록 ·소근육 운동이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이지

만 신체에 련된 모든 움직임을 간편히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

인 분류이기도 하다.

근육 운동의 경우,운동과제를 운동능력과 운동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근육 운동능력은 응,균형,힘,민첩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고

(Bruininks,1978;Wall등,1994), 근육 운동기술은 걷기,달리기,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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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기,한발뛰기,말뛰기,스키핑 등의 이동기술과 공받기,던지기 등의 조

작기술,몸을 구부리고 펴는 등의 안정기술로 분류된다.소근육 운동의

경우도 운동능력과 운동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소근육 운동능력은 빠

르기 정교성, -손 응,상지 응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Bruininks,1978),소근육 운동기술은 쓰기,가 사용 등의 학습기술과

젓가락 사용,단추 꿰기 등의 생활기술로 분류된다(Case-Smith등,1996).

·소근육 운동은 발달연구자들(Gesell,Gutteridge,Frankenburg등)

에 의해 ·유아기 발달의 주요 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하 다(Bee,

1997).많은 심리·생리학자들(Hein,1974;Bayley;Frankenburg등)에 의

해 ·소근육 운동의 발달과정과 특징이 소개되었고,운동의 련성과

분류,일정한 규칙에 따른 발달 순서 등이 밝 져 왔다. 한 ·소근

육 운동과제는 찰의 용이성과 ·유아의 사회 행동과 응정도를 알

려주는 척도가 된다는 에서 ·유아기 발달검사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Williams,1983;Case-Smithetal,1996)

유아기 운동능력을 한 연구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유아기는 신

체와 운동능력이 속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유아는 신체를 통한 다양

한 활동 속에서 운동능력을 발달시키며,정서 만족과 인지 학습의

기회를 경험한다.그리고 유아기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유아와 유아,유아

와 성인,유아와 환경과의 자발 상호작용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친

근한 인간 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유아의 인 발달과

교육에도 정 역할을 한다.따라서 유아기의 운동능력은 발달과 응

인교육을 한 기본 이고도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Gallahue(1993);Pica(1997)는 유아기는 운동능력 발달의 민감기로 유아

기에 획득한 운동능력과 지각운동의 경험들은 유아에게 신체 자신감을

뿐 아니라 일생동안 작용하여 건강,학습,성격 형성 등에 유의미하고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러므로 유아에게 다양하고 한

수 의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의 운동발달과 운동능력 향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 유아기의 운동능력은 각 연령

간에도 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 내에서도 개인차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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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므로 가능한 자신의 능력 범 내에서 다양하게 신체를 움직이도

록 해야 하며,이를 통하여 기본 인 운동능력이 충분히 습득되었을 때

다음 활동을 진행해야만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고,유아 자신도 성취감

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2)운동능력의 발달과정과 성차

(1)운동능력의 발달과정

Gesell(1945)은 신생아기에 차 근육과 신경 조직이 발달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움직임이 운동능력이라고 하며 이러한 신체 움직임의 과

정이 운동능력의 발달이라고 하 다.운동능력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 반

사 움직임 단계(reflective movement phase), 보 움직임 단계

(rudimentary movement phase), 기본 움직임 단계(fundamental

movementphase), 문화된 움직임 단계(reflectivemovementphase)로

진행된다(Gallahue,1982).

반사 움직임 단계에서 반사 움직임은 자의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뇌피질(cerebralcortex)에서 제어되는 움직임으로서 운동발달 단계들

의 토 가 된다.유아는 반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한 정

보를 얻는다.빛,소리,압력 등의 변화에 한 유아의 반응은 무의식

동작을 유발한다.출생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피질이 차 정교해지면서

이런 무의식 움직임은 유아가 신체와 외부 세계에 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보 움직임 단계에서 보 움직임은 자의 움직임의 첫 번째 형태

로 출생부터 약 2세까지의 유아에게서 나타난다. 보 움직임은 성숙에

의해 결정되며 나타나는 순서를 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일반 인

상황에서 이러한 순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속

도는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생물학 요인과 환경 요인 그

리고 과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유아의 보 움직임 능력은 생존에 필

요한 자의 움직임의 기본 형태이다.여기에는 머리,목,몸통 근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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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획득과 같은 안정성 움직임과 뻗기,잡기,놓기와 같은 조작 움직

임 그리고 기기,포복하기,걷기와 같은 이동성 움직임 등이 해당된다.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 기 아동기의 기본 움직임 능력들은 유아기의

보 움직임 단계로부터 나타난다.이러한 운동발달 단계에서는 어린 아

이가 움직임 능력을 통해 극 으로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고 실험한다.

처음에는 안정성,이동성,조작 움직임을 각각 분리해서,그 다음에는

결합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발견한다.기본 인 움직

임 패턴이 발달하는 유아는 운동제어와 움직임 능력을 통해 다양한 자극

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배우게 된다.유아는 비연속 움직임과 연속성

을 가진 움직임 그리고 지속 으로 수행되는 움직임에 한 향상된 제어

능력을 얻게 된다.이는 과제 요인에서의 변화를 수용하는 유아의 능력

에서 잘 나타난다.기본 움직임 패턴은 찰이 가능한 기본 행동 패턴

으로,정해진 범 에서 걷기,한 발로 균형 잡기와 같은 안정성 활동과

달리기, 하기와 같은 이동성 활동 그리고 던지기,받기와 같은 조작

활동은 기 아동기에 발달되어야 할 기본 움직임들의 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된 움직임은 기본 움직임 단계로부터 생된 결과

이다. 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움직임은 일상생활, 크리에이션,스포츠

분야 등의 여러 복잡한 활동에서 응용된다.이 단계에서는 안정성,이동

성,조작 기술이 차 결합되고,세련되며,정교해진다. 를 들어,한

발로 깡충 뛰기, 하기와 같은 기본 움직임들은 넘기,포크 스,육

상의 세단뛰기(깡충 뛰기-스텝 밟기- 하기)에 응용될 수 있다. 문

화 움직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발달의 시작과 정도는 다양한 과제

요인과 개인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반응시간과 움직

임 속도, 응성,체형,신장과 체 , 습, 래집단의 압력 그리고 정서

기질 등이 이러한 요인들의 몇 가지 이다.

이와 같은 운동능력 발달 모델에 따르면,유아기는 기본 움직임 단계

에 해당하며 세부 으로 시작단계, 보단계,성숙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기본 움직임 단계 시작 단계는 기본 기술을 수행하는 아동의 첫 번째

목표지향 인 시도가 이루어진다.이 시기의 움직임은 움직임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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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들 일부가 빠지거나 치 않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한 신체 움직임의 사용이 하게 제한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응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며 움

직임의 시간 ,공간 통합 한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갖

는다.일반 으로 2세 유아는 시작 단계의 안정성,이동성,조작 움직

임을 보인다. 보 단계에서는 기본 움직임의 제어와 응성이 향상된다.

움직임의 시간 ,공간 요소들이 일치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진다.그러

나 이 단계에서의 움직임 패턴은 응성은 좋아지지만 아직 제한되거나

과장된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 이다.정상 인 지능과 신체기능을 가진

아동은 우선 으로 성숙 과정을 통해 보 단계로 발달해가는 경향을 보

인다.평범한 3살 는 4살 아동을 찰해보면, 보 단계에서 다양한 기

본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기본 움직임 단계 마지

막 성숙 단계에서는 수행이 역학 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응성과 제어 측면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다수의 기본

움직임 기술의 습득과 련한 자료에 따르면,아동은 5-6세쯤이 되면

부분 움직임 기술에서 성숙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단,이 시기 시각

으로 추 해 사물을 잡아야 하는 조작 기술( :받기,치기,발리하기)

은 정교한 시각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달한다.그리고 일

부 아동들은 성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르

나 부분의 아동은 학습의 진에 도움이 되는 연습과 격려 그리고

한 지도가 필요하다.만약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이 단계

내에서 기술이 성숙 단계로 발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

음 단계에서의 용과 발달 한 방해받을 수 있다(Seefeldt,V.,&

Haubenstricker,J.,1982).

유아기 기본운동능력을 발달시키기 해 경험해야 할 기본동작들이

있다.Gallahue(1996)는 유아기에 경험해야 할 기본운동능력을 안정성 움

직임,이동성 움직임,조작 움직임으로 설명하 다.안정성 움직임은

일정 수 의 평형성이 요구되는 움직임이다.좁은 의미에서 안정성 움직

임은 이동성이나 조작 움직임의 특성을 갖지 않은 움직임이다.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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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동성 움직임이나 조작 움직임으로 분류될 수 없는 비틀기,돌

기, 기,당기기와 같은 움직임들이 포함된다.이동성 움직임은 고정된

지 에서 신체의 치를 변화하는 움직임을 말한다.걷기,달리기,

하기,깡충 뛰기,뛰어 넘기,뛰어 오르기 등은 이동성 과제의 수행이다.

조작 움직임이란 근육 소근육을 사용한 조작 움직임을 뜻한다.

근육을 사용한 조작 움직임은 상에 힘을 가하거나 상으로부터

힘을 받는 움직임 형태를 포함하고 상을 던지기,받기,차기,치기뿐만

아니라 공 트래핑과 발리로 공차기 등과 같은 과제가 해당된다.소근육

을 사용한 조작 움직임은 손과 손목의 근육을 이용하는 복잡한 움직임

형태를 말하며 바느질하기,가 로 자르기,타이핑 등이 해당된다.이와

같이 유아기는 신체를 효율 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운동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기본 인 안정성 움직임과 이동성 움직임,조작 움

직임의 운동능력을 습득하고 형성하는데 가장 최 기라 할 수 있다.

(2)운동능력의 성차

연구자들은 유아기에 운동능력의 성차가 나타나는가에 의문을 제기한

다.운동능력에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들 유아의 체력을 측정했던

연구들에는 황홍철·김기학(2004)의 연구와 최근 김 동(2015)의 연구가

있다.황홍철·김기학(2004)의 연구에서 만 5세를 상으로 운동능력발달

과 성차의 경향을 악하 다.그 결과,순발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뛰어

났고,민첩성은 성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유연성과 평형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뛰어난 결과가 나타났다.김 동(2015)의 연구에서는 3-6세 일

본 유아를 상으로 6가지 운동능력 종목(25m 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

공 던지기,두발모아 연속 뛰기,신체지지시간,공 잡기)을 측정하고 운

동능력의 성차를 검토하 다.그 결과,신체지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종

목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 유

아의 운동능력 평가 방법으로 기 움직임 기술을 측정했던 박 근(2005)

의 연구에서는 응,균형,힘,민첩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 근육 운

동능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우수하고 정교성,시각운동 응,반응속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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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의 소근육 운동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로 운

동능력에 역시 성차가 나타남을 확인해 주었다.

반면,운동능력 측정 결과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김충일,이강이(2013)의 연구에서는 만 2,3,4,5세를 상으로 이

동운동기술(달리기,한발뛰기,갤로핑,리핑,슬라이딩,제자리멀리뛰기)

의 각 평가 하 항목에 하여 성별에 따른 유아의 발달 특성을 살펴

보았다.그 결과,유아의 이동운동기술은 성별에 따라 리핑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까지 유아를 상으로 진행된 운동능력에 한 연구가 많지 않고

부분의 연구가 기 체력을 심으로 평가되고 있어 운동능력을 통한

유아의 운동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 상반된 결과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실제로 운동능력에 성차가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

동능력을 움직임 기능(안정 움직임,이동 움직임,조작 움직임)과

발달단계에 따라 근육 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으로 세분화하여 측

정할 필요가 있다.

2.유아의 신체활동

1)신체활동의 개념 요성

신체활동이란 근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실질 으로 에 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신체 움직임을 말하며,운동이나 스포츠 이외에도 일상

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신체 움직임을 포함한다

(ACSM,2007).

신체활동의 개념에 한 논의는 제 2차 세계 이후 신체 움직임

연구에 신을 불러온 헝가리 출신의 독일학자 Laban으로부터 기원한

다.Laban(1963)에 의하면 신체활동은 신체라는 도구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발 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 다.Bennett(1980)은 신체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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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유아가 어떻게 움직이고,기본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능력이 어

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활동이라고 하 다. 한 Gallahue(1998)는 신

체활동이란 유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운동 조 력과 동작습득

의 능력을 강조한 활동이라고 정의하 으며,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유아

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 다.

유아기 신체활동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신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유아들은 안 과 발달을 고려한 움직임을 연습할 필

요가 있으며,물 ·심 후원이 충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학습하여 보다 유능한 움직임 수행자가 될 수 있다.둘째,과거에는 뇌와

신체가 분리된 것으로 믿어져 왔지만 최근 연구 결과(이규일,2014)에 따

르면 그 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즉,유아들은 움직이고 놀이하는

동안 학습하며,특히 미취학 시기인 유아기는 종종 사회화 기간으로 간

주되어 이 시기의 신체활동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셋째,신체활

동과 운동량 부족은 아이들의 체력을 하시키고 비만을 유발하며 고

압,당뇨,불임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낳게 한다(Schneider,H.,

Lounsbery,M.,2008).각종 습 성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 에

국민건강을 장기 으로 담보하기 해서는 아이들의 체력증진과 비만 해

소가 으로 필요하다.넷째,규칙 인 운동은 건강을 하는 질병

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해주는 방 제 역할을 하고 한 신체 효과 이외

에 정신 스트 스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다섯째,최근 늘고 있는 비만이 성장기 아동들

의 사회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만

아동의 사회성 발달 수 이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은 부정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활동성이 떨어짐으로써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Stunkard외,1972;Wadden외,1985).따라서 유아의 향후 사

회성 발달과 건강한 삶을 해서는 유아시기부터 건강하고 지속 인 신

체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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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활동의 측정방법

신체활동의 측정 방법은 평가도구에 기 한 객 측정방법과 개인

의 자각에 기 한 주 측정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Welk,2002).

각각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 이 있다.

(1)객 측정방법

객 측정방법으로는 보수계(Pedometer),가속도계(Accelerometer),

이 표식수법(DoublyLabeledWater:DLW),심박수 측정기(HeartRate

Monitor)등이 사용되고 있다.

보수계(Pedometer)는 골반의 수직 운동을 자신호로 바꿔 보행수

를 측정하는 것이다.보수계의 장 은 가속도계에 비해 가격이 렴하고

작고 가벼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반면 보행시만 측정이 가능하고 운동 강도,형태,지속

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한 빠른 속도에서 과 측

정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랜드별,기종별 일 성이 낮다(Trost

SGetal,2001).

가속도계(Accelerometer)는 신체활동량을 간편하면서 과학 으로 정

량화 할 수 있는 장비로서,활동 강도와 빈도 활동 시간 등이 기록되

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들 보다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Hendelmanetal.,2000). 한 가속도계를 통해 측정된 신체의 움직임

은 에 지 소비량으로 환할 수 있으며,비교 크기가 작고 가벼워 아

동에게도 간단히 착용 가능하고,일상생활에 제한을 주지 않아 장시간

측정이 가능하다(Denckeretal.,2006).그러나 자료 처리 비용이 고가이

고 가동 범 가 큰 상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에 지가 많이 소비되는 웨이트나 오르막길을 걷는 신체활동의 소모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FreedsonPSetal.,2005).

이 표식수법(DoublyLabeledWater:DLW)은 사과정의 속도를 추

하는 생화학 방법이다.물 구성 성분인 수소와 산소에 안정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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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사용한 측정 방법으로 수소물과 산소를 혼합한 이 라벨 물을 경

구 투여하면 각각 체내에서 균일 농도에 도달한 후 약 1-2주 간에 걸쳐

체외로 천천히 배출된다.이때 수소는 땀이나 소변 등 수분으로 배출되

지만,산소는 수분 이외에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이 수소와 산소의 배

출 경로 차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채취한 소변의 동 원소 분

석에서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산출한다.실제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 수분의 산소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며,

이러한 원리를 통해 신체 활동량을 평가할 수 있다.이 평가방법의 특징

은 상자를 구속 없이 정상 생활 조건에서 에 지 소비량을 장기간 측

정할 수 있다는 과 함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정확한

수치를 나타낸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이 표식물이 매우 비싸며 분

석에 고가의 측정 장비가 필요하므로 실용성은 좀 떨어진다(Kaskoun

MCetal.,1994).

심박수 측정기(HeartRateMonitor)는 트랜스미터에 장되어 있는

+,- 극이 심장 박동 반응을 감지하여 신호를 polar와 같은 리시버에

송한다.운동 에 심박수를 측정, 찰함으로써 운동 강도를 악하고

과다한 운동으로 인한 운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연령,체력수

,운동 목 에 따라 개인의 최 심박수와 최소 심박수를 각각 설정하

여 운동 강도를 효율 으로 조정할 수 있고 장시간 기록 장이 가능

하다.하지만 활동형태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래 착용하는 것도

힘들다는 단 이 있다. 한 기기 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활

동과 련되지 않은 주변 환경 온도,감정 상태 등이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ManoharCetal.,2013).

(2)주 측정방법

주 측정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도구(SelfReportInstrument)와

직 찰법(DirectObservation)이 있다.

자기보고식 도구(SelfReportInstrument)에는 신체활동 일기,회상

질문지 등 반 인 자기 보고가 있으며,행 를 시간,종류,강도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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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여 행 가 이루어질 때 마다 기록하는 방법과 일과를 마친 후에

기록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얻어진 자료를 신체활동 일람표의 해당하

는 수에 입하여 에 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다.자기보고식 도구

는 규모 상자의 자료를 은 비용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다양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찰자나 면 이 불필요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단 으로는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무

엇보다 참가자의 조와 동기부여가 요하며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기록자,분석자의 주 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장기간 자료를 수집할

경우 활동의 회상과 련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alisJFetal.,1991).

직 찰법(DirectObservation)은 자기 보고법에 한계가 있는 어린

아동들의 신체활동 수 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찰자는 신체

활동 종류,시간,강도로 범주화된 신체활동 목록을 기 로 하여 연구

상을 15분,30분 단 로 찰하고 찰된 정보를 신체활동 목록에 쓰여

진 MET단 로 변환하여 에 지 소비량을 추정한다.에 지 소비량

(kcal)=1.05×운동(METs/시간(h))×체 (kg)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METs는 활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 로,국제 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활동기록법은 편리성이 높고,질문지법과 비교해도

뛰어난 추정 정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학 조사에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상을 동시에 찰할 수 없고 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며 찰자가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박경만 외,2013).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신체활동 측정방법의 특성을 바탕

으로 유아의 신체활동의 정 한 분석을 해 신체활동량을 과학 으로 정

량화 할 수 있는 객 측정방법 하나인 동작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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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기질과 운동능력 신체활동

1)기질의 개념

기질의 개념은 연구자와 에 따라 다르다.기질은 비교 오랫동

안 지속 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행 가 수행되는 일 된 패

턴으로 정의된다(Thomas&Chess,1977).

기질에 한 은 유 요인으로 보는 성격심리학 근,개인

차를 시하는 개인차 근,유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는 소아의학 근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기질에 한 가장 통 인 근은 성격심리학에서 출발한다.

기질을 유 성격 특성으로 악하고 기질이 태내 생물학 요인의

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 인 것이며 타고난 기질에 따라 환경에 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 개인차가 생긴다고 보았다.이에 따르면 기질은

성격의 일부로서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Buss&

Plomin,1975).

둘째,개인차 근은 유아기의 각성에서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심을 가지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Buss& Plomin,1986).이 근

에서는 유아의 각성에 심을 보인 Kagan(1987),기질의 정서 측면을

논의한 Goldsmith& Campos(1982),Rothbarth& Derryberry(1981)등을

심으로 기질 연구가 이루어졌다. 심리생리학 개념에 근거한

Goldsmith& Campos(1982)는 정서표 을 조직하는 구조로 기질을 설명

하고 분노,두려움,흥미- 근,운동 활동 등의 기질 차원에 기본 심

을 두었다. 한 이들은 기질이란 정서성과 각성의 행동 표 에 한

강력하고 순간 인 모수치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한다고 보고,특히 이러한

차이가 개인 내 개인 간 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그리고 통합

개념으로 기질의 정의 체계를 제공한 Rothbart& Derryberry(1981)는

기질을 사회 상호작용을 한 요한 심리생물학 특성으로 간주하고,

반응성과 자기 규제에 나타난 개인차로 기질을 정의하 다.즉 기질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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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있어 비교 지속 인 생물학 특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

,성숙,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김지민,2003).

마지막으로,유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별 근

은 소아의학 근이라고도 하며,Thomas& Chess(1977)의 뉴욕종단

연구가 기질연구의 효시이다.개별 근은 유기체와 내재 ·외재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개별성 는 개인차가 갖는 의미를 상호작용

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다른 근들에 비해 외재 요인인 환

경의 향을 시했다.Thomas& Chess(1977)는 기질을 하나의 독립된

심리 속성으로 간주하고 동기,인지 는 각성과 같이 환경에 처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이차 속성과 구별된다고 보았다.이들은 기질이 외

부 자극,기 는 요구와 같은 환경에 한 반응으로 표 되며,행동의

동기나 내용이 아닌 행동 방식으로 정의하 다(김지민,2003).

각 이론 근이 주장하는 기질의 속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어떤 연

구자든 모두 수용하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1985년 아동발달학회(Society

forResearchinChildDevelopment:SRCD)회의에서 정리한 각 이론

근에서의 기질 속성의 공통 은 다음과 같다.첫째,기질의 생물학

근거와 발달 연속성을 인정한다.기질은 인간 생애에 걸쳐 존재함

에도 유아를 상으로 하는 기질 연구가 많은 것은 생물학 으로 타고난

기질이 발달과 함께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하나 여러 환경 요인으로 인

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둘째,기질은 종 반에 걸쳐 공통된 특성이 아

니라 개별 으로 타고난 독특한 개인차를 의미한다.이상을 종합하면,기

질은 개인의 응에 향을 미치는 비교 안정 인 행동상의 개인차라

고 정의할 수 있다(서주 ,2009).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란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행

동양식으로,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비교 오랫동안 지속 으로 나

타나는 개별성향이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격

의 한 측면으로서 유아의 정서 표 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한 반응양

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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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질의 구성요인 유형

(1)기질의 구성요인

기질에 한 표 인 연구로는 Thomas& Chess(1977)에 의해서

1956년에 시작된 뉴욕종단연구(New-YorkLongitudinalStudy;NYLS)

를 들 수 있다.이 연구는 141명의 아동에게 아기 부터 아동기까지 아

동 찰,부모와 교사 면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를 통한 검사법 등을 사

용하 다.여기서 Thomas와 Chess는 기질을 구성하는 9가지 요인을 발

견했다.(1)활동수 (activity)은 유아의 기능 운동 역으로 유아가

깨어 있을 동안의 활동 인 시간과 비활동 인 시간의 비율이다.(2)리

듬성(rhythmicality)은 생물학 인 기능으로 수면,기상,배고픔,배설 등

생리 규칙성을 말한다.(3) 근-회피성(approach-withdrawal)은 새로

운 자극(새로운 사물,새로운 음식,낯선 사람 등)에 한 반응을 말한다.

근성은 활동이 정 으로 표 되는 반응이고 회피성은 부정 으로 표

되는 반응이다.(4) 응성(adaptability)은 새로운 장소에서 자거나 먹

는 등 환경변화에 한 응정도를 말한다.(5)반응역치(thresholdof

responsiveness)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극의 정도를

말한다.(6)반응강도(intensityofreception)는 반응의 반향이나 질에

계없이 반응의 정도를 말한다.(7)기분(qualityofmood)은 불쾌하고 불

친 한 행동에 반하는 친근하고 즐거운 행동의 양을 말한다.(8)주의

환성(distractibility)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말한다.마지막으로 (9)집 력 지속성(attentionspanandpersistence)

은 특정 일이 계속 진행되는 시간과 그 일에 몰두하는 정도를 말한다.

(2)기질의 유형

뉴욕 종단 연구에서 기질은 9개 기질 구성요인 리듬성, 근-회피

성, 응성,반응강도,기분의 5개 요인에 기 하여 까다로운 기질

(difficult),더딘 기질(slow-towarm-up),순한 기질(easy)의 세 집단으

로 유형을 범주화하 다(Thomas& Chess,1977).모든 아동이 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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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하나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략 65% 정도가 이 셋 하나로 분

류되고,그 40%는 순한 기질,15%는 더딘 기질,10%는 까다로운 기

질 집단에 속한다.각 범주는 장·단 이 있으며 한 범주가 다른 범주보

다 나은 것은 아니다.세 가지 기질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체 연구 상의 40%를 차지하는 순한 기질은 수면,식사,배

변 등의 일상생활습 에 있어서 체 으로 규칙 인 생리반응을 보이고

새로운 환경 상황에 어렵지 않게 응하는 등 낯선 사람에게도 당황하

지 않으며 미소를 보이고 좌 에도 쉽게 짜증내지 않으며 잘 받아들인다.

두 번째, 체 연구 상의 15%를 차지하는 더딘 기질은 활동 수 이

낮고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이 기질의 유

아들은 새로운 경험에 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복된 노출 뒤에

는 수용한다.

세 번째, 체 연구 상의 10%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기질은 불규칙

인 식사,수면 패턴 등 생물학 기능이 불규칙 이고 이며 조

그만 좌 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다른 기질보다 정서 으로 짜증을 잘 내고 신경

질 이다.

Gordon(1981)은 유아의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에서 순

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특성과 부모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조

사 분석하 다.그는 먼 Thomas와 Chess가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

질로 분류하는데 유용하다고 제시한 다섯 가지 구성요인(리듬성, 근-

회피성, 응성,기분,반응강도)과 3-7세 아동 상의 부모용 아동기질

검사도구에 의거해 유아를 두 가지 기질유형(순한 기질,까다로운 기질)

으로 분류하 다.

이 연구에서는 Thomas& Chess(1977)의 기질 구성요인을 토 로

조 인 기질 특성을 보이는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로 유아의 기질을

범주화한 김지민(2003)의 도구를 사용하 다.기질의 하 역별 속성은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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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구성요인 속성

순한 기질

리듬성, 근-회피성,

응성,기분 상태에 있어서

상 1/3집단,반응 강도에

있어서 하 1/3집단

세 가지 이상의 순한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순한 기질

집단으로 범주화하 다.

까다로운

기질

리듬성, 근-회피성,

응성,기분 상태에 있어서

하 1/3집단,반응 강도에

있어서 상 1/3집단

세 가지 이상의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까다로운 기질

집단으로 범주화하 다.

<표 Ⅱ-1>기질의 하 역별 속성

3)기질과 유아의 운동능력 신체활동

운동능력 신체활동에 선천 인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

문과 련하여 기질과 운동능력 간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운동능력에 기질이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Butcher,Eaton(1989)

의 연구에서 기질의 활동수 요인과 운동능력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달리기 속도와 민첩성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고,평형성과 시각운동조 에서는 부 인 상 계가 나타났

다.오연주·조복희(2001)의 연구에서는 만 4-5세를 상으로 유아의 주의

집 과 운동능력 간의 계를 실험 으로 규명하 다.주의집 과 운동

능력의 상 분석 결과 주의집 력이 높을수록 운동능력의 경향은 평형성

을 제외한 민첩성,속도,순발력, 응성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

으며,5세가 4세아에 비해 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신체활동과 기질에 해서는 아직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연구를 통해 기질이 신체활동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기질의 활동수 요인과 운동능력 간에 정 상 이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신체 에 지가 높은 유아들이 신체 에 지가 낮

은 유아들보다 활동량이 많고,이는 신체활동 수치와 비례하므로 신체

에 지가 높고 활동량이 많은 기질 특성은 신체활동과 정 상 이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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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운동능력

과 신체활동에 선천 요인인 기질이 미치는 향을 순한 기질과 까다로

운 기질 유형으로 나 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기질의 향력을 확인해 볼 것이다.

4.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운동능력 신체활동

1)양육태도의 개념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에 하여 취하는 일반 인 태도와 행동 즉

유아기의 훈육,생활훈련 반 인 유아의 행 에 한 부모의 태도

를 의미한다(한국유아교육학회,1996).부모의 양육태도를 이론 으로 체

계화 한 최 의 학자는 Symonds(1949)이다.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

부 -과보호 ,우세 -복종 두 차원으로 구분하 으나 정신분석학의

임상사례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나치게 부정 으로 설명했다는 평

을 받았다.Symonds이론 이후 양육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연

구한 Schaefer(1961)는 30년 동안의 종단 연구를 통해 신생아기부터

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 다.

그 결과 부분의 문화권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양육태도를 애정-자

율,애정-통제,거부-자율,거부-통제로 구분하 다(이원 ,1983).각 유

형별 양육태도와 그에 따른 자녀의 성격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민주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정서 으로 가

깝게 느끼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태도이다.둘째,통제

태도는 자녀의 행동을 지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엄격하게 자녀를 통제

하는 양육태도이다.셋째, 정 태도는 자녀와 정 인 계를 맺으며

자녀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는 양육태도이다.넷째,의존성조장 태

도는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살핌으로써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이다.

애정-자율 태도는 가장 이상 인 양육태도라는 평을 받으며,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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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육행동 태도를 지닌 부모 아래서 성장한 유아는 능동 이고 독

립 이며 외향 이고 사교 으로 사회 응을 잘한다. 한 창의 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해 감이 없는 특성을 보인다(Baldwin,1949;

Becker,1964;Kagan,1962;Macord,1961;Sears,1961;Watson,1934).

애정-통제 태도는 부모가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

이 하는 양육태도로,이러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유아들은

자녀에게 애정 이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유아보다 상

으로 사교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더 의존 인 성향을 보인다.

거부-자율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

에 자녀 마음 로 행동하게끔 하는 양육태도이다.이러한 양육태도를 지

닌 부모에게서 성장한 유아는 공격 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 하지 못하

는 특성을 보인다(Becker,1964& Kessler,1966).

거부-통제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체벌 는 심리 통제로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태도이다.정

신질환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에게서 이러한 태도가 보인다고 보고되었

다.거부-통제 양육태도의 부모 에서 자란 유아들은 자아에 한 분

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경우에 따라서

는 자학 ,퇴행 이 되기도 한다(Finkelstein,1959& Rosenthal,1962).

이상을 요약하면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 으

로 나타나는 행동과 보편 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 태도,통제 태도, 정 태도,의존성조

장 태도 4가지 유형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2)양육태도의 구성요인 유형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 ,정서

,성격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여러 학자들이 부모의 자녀 양

육 태도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실시하 다. 표 으로 Baldwin(1949)

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방임,요구, 심의 5개 유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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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Schaefer(1961)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

－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으며,Baumrind(1973)는 상호 권한

(민주 ),권 주의,허용 태도로 유형화하 다.

이 연구에서는 Schaefer와 Bell,Bayley(195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BehaviorResearchInstrument:MBRI)를

기 로 하여 서주 (2009)이 재구성한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을 사용하

다.이는 체 28개 항목의 154개 문항 어머니 개인 특성에 련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계에 한 9개 항

목의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9개 하 역은 정 모자 계,

정 평가,애정의 표 ,의존성조장,정서 개입,유아의 자율성,통

제소원,엄격성,유아행동통제엄포가 포함된다.

서주 ·이순형(2009)은 양육태도의 하 역별 속성을 요인 분석한

결과로 민주 태도,통제 태도, 정 태도,의존성조장 태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양육태도의 하 역별 속성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양육태도의 하 역별 속성

하 역 구성요인 속성

민주 태도

애정의 표 ,

정서 개입,

유아의 자율성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정서 으로 가깝게 느끼면서도 자

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태도

통제 태도
통제소원,엄격성,

유아행동통제엄포

자녀의 행동을 지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엄격하게 자녀를 통제

하는 양육태도

정 태도
정 모자 계,

정 평가

자녀와 정 인 계를 맺으며

자녀에 해서 정 으로 평가

하는 양육태도

의존성조장

태도
의존성조장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살

핌으로써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

하는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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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육태도와 유아의 운동능력 신체활동

운동능력 신체활동에 환경 인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

문과 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운동능력 간의 계를 살펴보

기 한 유사 연구들이 있다.

유아의 운동능력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향을 미친다는 련 연구들

장 숙·강경석·송경희(2003)의 연구는 유아의 다 지능과 어머니의 자

녀 양육태도 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그 결과,유

아의 다 지능은 각 역에서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통제 양육태

도,그리고 자율 양육태도와 정 인 계가 있으며,거부 양육태도와

는 부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순련·서 아(2013)의 연구에서

도 부모의 양육신념,양육태도 양육행동이 유아의 다 지능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부모의 애정 ,자율 ,통제 양육

태도와 다 지능이 정 상 을 보 으며,거부 태도와는 부 상 이 나

타났다.이 두 연구에서 모두 다 지능의 신체운동지능이 부모의 애정 ,

자율 ,통제 양육태도와 정 상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신체운동지능이 운동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운동능력 한 부모의 애정

,자율 ,통제 양육태도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유아의 신체활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향을 미친다는 련

연구들 에는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 능력간의 계를 살

펴본 김재희·박경란(1998)의 연구에서 신체 활동성은 사회 능력의

하 역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 일수록 유아의 신체 활동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신체 활동성이란 래 친구들과 신

체 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그리고 그 밖에 만

4-5세를 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계는 어떠한

지 알아본 박정연·이성희(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

도가 통제 일수록 놀이 활동 시,유아의 신체 움직임이 많아지고 유아

의 신체 자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신체 자발성이란

신체를 극 으로 움직이고 운동기능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일

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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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운동능력

과 신체활동에 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향을 민주

태도,통제 태도, 정 태도,의존성조장 태도 4가지 유형으로 나

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어머

니의 양육태도의 향력을 확인해 볼 것이다.

5.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의 계

유아기의 신체활동에 한 경험은 신체발달을 진시키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한 정 인 경험을 통해 청년기

성인기의 신체활동 습 을 형성하여 일생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석을 마련한다(Herman,Craig,Gauvin & Katzmarzyk,2009;Janz,

Burns& Levy,2005).그동안 유아를 상으로 하는 신체활동은 놀이를

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체계화된 로그램을 실시하기

보다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신체활동의 흥미를 느끼고 그 안에서 자연스

럽게 기본운동기술의 움직임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시도하 다.그러

나 연구자들은 유아기에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해야하는 기본운동기술은

단순하게 놀이를 통해서는 습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Gallahue,1995;

Payne& Rink,1997).그러므로 ·소근육의 발달과 기본운동기술이

속히 발달하는 시기인 유아기에 체계 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

본운동기술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Espetin,2014).따라서 어떤 신체활동

이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어떻게 신체활동을 시켰을 때 운동효과가 나

타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무용을 활용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기본운동능력과 지각운동발달

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한 최지연·이주리(2012)의 연구에서는 만 5

세 5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어 매주 2회씩 총 18회에 걸쳐

신체활동을 실시하 다. 로그램은 만 5세 유아의 운동발달에 합하고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알맞은 활동을 선정하 다.강강술래,소고춤과 같

은 한국무용의 표 인 작품을 배울 수 있는 무용 활동을 주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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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활동과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결과 한국무용을 활용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기본운동능력과 지각운

동발달에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를 통해 운

동발달에 합한 한국무용이 유아의 기본운동능력과 지각운동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최근 연구(신리행·이정애·김

옥,2015)에서는 움직임 요소에 기 한 신체활동 게임이 유아의 기본운

동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만 5세 유아 56명을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으로 나 어 신체활동을 실시하 다.Epstein(2007)의 연구를 바탕

으로 신체움직임 활동요소를 추출하여 신체활동 로그램을 구성하 으

며 연구결과는 움직임 요소에 기 한 신체활동 게임을 경험한 실험 집단

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기본운동능력 수가 높게 나타났

다.이 연구를 통해 움직임 요소에 기 한 신체활동 게임이 유아의 기본

운동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신체활동 로그램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유아의 운동발달에 합한 신체활동과 유아의 움직임 요소

에 기 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기본운동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

할 수 있었다.다만,이와 같은 연구들의 아쉬운 은 신체활동의 목 이

운동능력 향상에 국한되어 있어 부분의 연구들이 신체활동 로그램의

내용구성에 을 맞추고 있으며 신체활동 자체에 한 체계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요한

지표가 되는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객 으로 측정하여 수치화하고,

운동능력의 근육 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이 신체활동의 에 지 소

비량과 활동 강도별 시간 보행수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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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유아의 운동능력 신체활동에

해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 으며,연구문제와

련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하 다.

1.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3,4,5세 유아를 상으로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측

정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

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을 분석하고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에 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유아의 운동능력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유아의 운동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유아의 신체활동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유아의 신체활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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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의 계는 유의한가?

2.용어의 정의

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질,양육태도,운동능력 신체활동을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1)기질

기질은 비교 오랫동안 지속 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으로(Carey,

1983;Rothbart,1986)행 가 수행되는 일 된 패턴을 의미한다(Thomas

& Chess,1977).이 연구에서는 Thomas와 Chess(1977)의 정의를 토 로,

기질은 선천 으로 타고난 성향으로서 오랫동안 지속 으로 나타나는 개

인의 고유한 행동양식이라 조작 으로 정의한다.그리고 조 인 기질

특성을 보이는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로 기질의 유형을 구분하 다.

(1)순한 기질

순한 기질은 생리 주기가 규칙 이고,낯선 것에 쉽게 근하여 순조

롭게 응한다. 한 정서 표 이 온화하며,기분이 정 으로 어머니

가 돌보기 쉬운 특성을 갖는다.

(2)까다로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 이고,낯선 것을 하면 쉽게

축되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한 응이 어렵다. 한 정서 표 이

격렬하며,기분이 부정 으로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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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 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 는

보편 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의미한다(Schaefer,1959).이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정의를 토 로,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

서 보이는 일 된 행동이나 태도라 조작 으로 정의하며,서주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 태도,통제 태도, 정 태도,

의존성조장 태도 4가지 하 역으로 구분하 다.

(1)민주 태도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정서 으로 가깝게 느끼면서도 자녀

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태도이다.

(2)통제 태도

자녀의 행동을 지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엄격하게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태도이다.

(3) 정 태도

자녀와 정 인 계를 맺으며 자녀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는

양육태도이다.

(4)의존성조장 태도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살핌으로써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이다.

3)운동능력

운동능력이란 신체를 효율 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자신의

몸이나 주변사람 는 물건을 자신의 의도에 알맞게 자의 으로 조작하

는 능력을 말한다(Gallahue,1995).이 연구에서는 Gallahue(1995)의 정의

를 토 로 운동능력은 신체를 자신의 의도에 알맞게 효율 으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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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박 근(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운동능력을

근육 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으로 구분하 다.

(1) 근육 운동능력

걷기,달리기와 같이 몸통이나 팔·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으

로 응,균형,힘,민첩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다.

(2)소근육 운동능력

쓰기나 종이 기와 같이 손이나 손가락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으로 빠르기 정교성, -손 응,상지 응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4)신체활동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에 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말하며 운동이나 스포츠 외에도 여가활동을 비롯

한 일생상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 인 움직임을 의미한다(ACSM,

2006).이 연구에서는 ACSM(2006)의 정의를 토 로 신체활동은 일상생

활 속 모든 신체 움직임을 포함하며 그에 따른 에 지 소비량과 강도별

활동시간,보행수로 신체활동량을 추정한다.

(1)소비 칼로리

이 연구에서는 신체가 움직일 때 소모되는 에 지의 양을 소비 칼로

리로 정의한다.소비 칼로리는 3차원 동작가속도계를 통해 수치로 나타

나며 강도별 활동에 따른 소비 열량은 칼로리(Kcal)로 표시된다.

(2)강도별 활동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활동 강도별로 좌업 활동,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도 활동의 4가지로 구분하며 시간의 단 (분)를 사용한

다.각 활동의 강도 구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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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업 활동

1.5METs미만의 강도로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을 좌업 활동으로

정의한다.

② 강도 활동

1.5METs이상 3METs미만의 강도로 천천히 걷기 등 가벼운 활동을

강도 활동으로 정의한다.

③ 강도 활동

3MTEs이상 6METs미만의 강도로 빠르게 걷기 등 당히 숨이 가

쁜 정도의 활동을 강도 활동으로 정의한다.

④ 고강도 활동

6METs이상의 강도로 달리기 등의 격렬한 활동을 고강도 활동으로

정의한다.

(3)보행수

이 연구에서는 3차원 동작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축 상하,2축 후,3

축 좌우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연속 으로 10분 이상 지속했을 때 측정된

걸음수를 보행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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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차

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차로 이루어졌다.먼 연구문제에 맞도록 연구 상을 선정하고,연

구 상의 연령에 맞는 연구도구를 구성하 다.아래와 같은 구체 인

연구 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맞는 통계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연구 상

이 연구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3,4,5세 유아를 상으로 하 다.걸

음마기를 벗어난 유아들은 속한 신체발달과 함께 몸의 조 기능이 향

상되면서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더 세분화된 운동기술의 발달을 이룬다.이 시기에 습득한 기본운

동능력은 추후 성인이 된 후 신체활동 참여나 운동기능에도 지속 으로

향을 주므로 유아기의 운동발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표 Ⅳ-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서울과 울산 지역의 유치

원에 다니는 3,4,5세 유아 111명을 상으로 하 다.연구 상을 성별

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먼 ,남아는 64명(57.7%),여아는 47명(42.3%)

으로 남아가 조 더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세가 35.1%로 남아 21

명,여아 18명 총 39명,4세가 31.5%로 남아 21명,여아 14명 총 35명,5

세가 33.3%로 남아 22명,여아 15명 총 37명이었다.

<표 Ⅳ-1>연구 상 유아의 연령 성별 구성

구분
연령

체
3세 4세 5세

성별
남 21(53.8) 21(60.0) 22(59.5) 64(57.7)

여 18(46.2) 14(40.0) 15(40.5) 47(42.3)

체 39(35.1) 35(31.5) 37(33.3) 1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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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유

아의 어머니를 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 고,유아의 운동능력을 측정하

기 해 PDMS-2(PeabodyDevelopmentalMotorScales-2)검사도구를

사용하 으며, 유아의 신체활동 측정을 해서 3차원 동작가속도계

(ActigraphGT3X)가 사용되었다.본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유아의 기질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해 Thomas와 Chess(1977)

의 부모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ParentTemperamentQuestionnairefor

children3-7yearsofage:PTQ)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상황에

용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한 김지민(2003)의 척도를 사용하 다.

PTQ의 내용은 활동성,리듬성, 근-회피성, 응성,반응강도,반응역,

기분상태,주의 환성,집 력 지속성의 9개 구성요인으로 세분화되

어 있으며,각 요인별로 8개 문항씩 7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다.문

항별 반응양식은 ‘ 아니다’의 1 에서부터 ‘항상 그 다’의 7 까지의

7 Likert척도이다.각 구성요인별로는 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4개의 문항은 설문지에 나타난 평정 척도와 동일한 순서 로 배

되고,나머지 4개의 문항은 평정척도와 역순 로 배 된다.이러한 방식

에 의해 각 구성요인별로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된 문항의 수로 나

값이 구성요인별 평균 수가 된다.따라서 기질 구성요인별 수는 1

부터 7 까지의 분포를 가진다.부모용 기질 검사 도구의 각 기질 구

성요인별 문항 채 방식은 <표 Ⅳ-2>와 같다.

김지민(2003)의 척도는 Gordon(1981)의 연구에 근거하여 기질 유형을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하 다.즉 기질 구성요인 리듬성,

근-회피성, 응성,기분상태에 있어서 상 1/3집단에 속하며,반응

강도에 있어서는 하 1/3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순한 기질로 간주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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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구성요인 정문항1) 역문항2) 신뢰도

활동성 7,41,54,69 18,33,39,50 .667

리듬성 1,21,36,65 12,27,46,53 .714

근-회피성 13,26,28,58 2,35,45,67 .804

응성 11,20,44,68 3,29,37,59 .643

반응역 14,47,51,60 4,8,22,43 .542

반응강도 5,25,34,42 19,30,38,57 .728

기분상태 15,31,48,63 6,23,52,62 .480

주의 환성 9,64,70,72 16,24,55,61 .639

집 력 지속성 17,32,40,66 10,49,56,71 .244

체 .695

세 가지 이상의 순한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순한 기질 집단

으로 범주화하 다.그리고 리듬성, 근-회피성, 응성,기분상태에 있

어서 하 1/3집단에 속하며,반응 강도에 있어서는 상 1/3집단에 속

하는 유아를 까다로운 기질로 간주하되,세 가지 이상의 까다로운 기질

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다로운 기질 집단으로 범주화하 다.

<표 Ⅳ-2>유아 기질 검사 도구의 문항구성 신뢰도

2)어머니의 양육태도

이 연구에서는 Schaefer와 Bell,Bayley(195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BehaviorResearchInstrument:MBRI)를

재구성한 서주 (2009)의 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체 28개 항목

의 154개 문항 어머니 개인 특성에 련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어머니

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계에 한 9개 항목의 45개 문항을 사용하

다.9개 하 역은 정 모자 계, 정 평가,애정의 표 ,의존성

조장,정서 개입,유아의 자율성,통제소원,엄격성,유아행동통제엄포

이다.각 항목 당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1)정문항에 속하는 문항들은 1 부터 7 까지의 순서로 배정된다.

2)역문항에 속하는 문항들은 7 부터 1 까지의 순서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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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구성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민주

태도

애정의 표 ,

정서 개입,

유아의 자율성

12,13,14,15,16,

22,23,24,25,26,

27,32,33,34,35,36

16 .768

통제

태도

통제소원,엄격성,

유아행동통제엄포

28,29,30,31,37,

38,39,40,41,42,

43,44,45

13 .850

정

태도

정 모자 계,

정 평가

1,2,3,4,5,6,7,

8,9,10,11
11 .811

의존성

조장 태도
의존성조장 17,18,19,20,21 5 .658

체 45 .767

‘ 그 지 않다’의 1 에서부터 ‘항상 그 다’의 5 까지의 5 Likert

척도이다.검사 도구의 각 양육태도 구성요인별 문항 채 방식은 <표

Ⅳ-3>과 같다.본 도구의 체 문항 신뢰도는 .77로 높은 편이며 각 하

역별 신뢰도는 .66-.85로 신뢰할만한 수 이었다.

서주 ·이순형(2009)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하 역별 속성을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으로 묶었는데,첫 번째 요인은 애정의 표 ,

정서 개입,유아의 자율성이 포함된 민주 태도이고,두 번째 요인은

통제소원,엄격성,유아행동통제엄포가 포함된 통제 태도이다.세 번째

요인은 정 모자 계와 정 평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

태도이며,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은 의존성조장 역의 문항만이 포함

된 의존성조장 태도이다.이 연구에서는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

육태도의 유형을 민주 태도,통제 태도, 정 태도,의존성조장 태도 4

가지 하 역으로 구분하 다.

<표 Ⅳ-3>어머니 양육태도 검사 도구의 문항구성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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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동능력(PDMS-2)

유아 운동기술발달척도(PDMS)는 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역

을 나 어 평가한 최 의 표 화된 평가도구이다(Folio& Fewell,1983).

PDMS-2(<그림 Ⅳ-1>)는 PDMS를 향상시키고자 임상 문가들과 치료

사들의 연구결과를 토 로 의 운동발달이론을 반 하여 개정되었다

(Folio& Fewell,2000).

이 연구에서 유아의 운동능력 측정을 해 사용된 PDMS-2(Peabody

DevelopmentalMotorScales-2)는 0세-만 6세 ·유아의 근육과 소근

육의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해서 고안된 검사도구이다.하 역은

근육 운동능력의 반사운동능력(Reflex)8개 문항,고정운동능력(Stationary)

30개 문항,이동운동능력(Locomotion)89개 문항,사물조작능력(Manipulation)

24개 문항이 있고,소근육 운동능력의 잡기능력(Grasping)26개 문항,시

각운동조정능력(VisualMotorIntegration)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Ⅳ-4> 참조).이 연구에서는 3,4,5세 유아를 상으로 측정하

으며,연령별 문항 구성은 3세의 경우, 근육 운동능력 20문항과 소근육

운동능력 11문항으로 체 31문항이고,4세는 근육 운동능력 18문항과

소근육 운동능력 9문항으로 체 27문항이며,5세는 근육 운동능력 5

문항과 소근육 운동능력 2문항으로 체 7문항이다.연령별로 운동발달

에 따라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구성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표

Ⅳ-5> 참조).검사의 수는 항목에 따른 수행 기 을 바탕으로 0 ,1

,2 으로 채 되며,각 문항 당 최고 수는 2 ,최 수는 0 으

로 3세의 근육 운동능력의 최고 수는 40 ,소근육 운동능력의 최고

수는 22 이고,4세의 근육 운동능력의 최고 수는 36 ,소근육 운

동능력의 최고 수는 18 이며,5세의 근육 운동능력의 최고 수는

10 ,소근육 운동능력의 최고 수는 4 이 된다.따라서 각 연령 당 최

고 수 총 이 상이하므로 연령별 원 수 비교는 무의미하다.검사

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육 운동능력 역과 소근육 운동능

력 역 각각 15-20분,총 30-40분 정도이다(진효숙,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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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속성

근육

운동능력

고정운동

능력

사지와 체간의 굴곡,신 ,회 을 포함하는

움직임으로, 력 심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조 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동운동

능력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으로,구르기,걷기,뛰기,홉핑, 핑,스킵핑,갤

러핑,계단 올라가기,계단 내려오기를 포함한다.

사물조작

능력

12개월 이상의 아동에게 평가한다.공을 조작

하여 잡기,던지기,발로 차기,목표 맞추기 등

신체의 응력과 신체 지각력을 평가한다.

소근육

운동능력

잡기능력

손을 사용하는 능력으로,한 손으로 물체를 잡

는 것에서 부터 두 손의 손가락을 조 하는

동작으로 진행된다.

시각운동

조정능력

사물에 닿기와 잡기,블록 쌓기,디자인 따라

하기와 같은 복잡한 -손 응 과제를 수행

하기 해 시·지각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림 Ⅳ-1>운동능력 측정(PDMS-2)

<표 Ⅳ-4>운동능력 하 역별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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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운동능력 하 역 문항 수

3세

근육 운동능력

고정운동능력 3문항

이동운동능력 12문항

사물조작능력 5문항

소근육 운동능력
잡기능력 4문항

시각운동조정능력 7문항

체 31문항

4세

근육 운동능력

고정운동능력 5문항

이동운동능력 10문항

사물조작능력 3문항

소근육 운동능력
잡기능력 2문항

시각운동조정능력 7문항

체 27문항

5세

근육 운동능력

고정운동능력 1문항

이동운동능력 2문항

사물조작능력 2문항

소근육 운동능력 시각운동조정능력 2문항

체 7문항

총 문항 수 65문항

<표 Ⅳ-5>운동능력 연령별 평가 문항구성

4)신체활동(ActigraphGT3X)

유아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해 Actigraph(Florida,USA)의 Actigraph

GT3X 모델(<그림 Ⅳ-2>)3차원 동작가속도계를 사용하 다.Actigraph

는 세계 최 로 가속도 동작 감지기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에 지 측정

모델 연구를 시작하 고 재 60여개 국가에서 신체활동과 련된 비만,

당뇨병,수면,재활,스포츠 의학 등의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

다.Actigraph는 무게 19g,크기 4.6cm x3.3cm x1.9cm이며,가속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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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범 는 +/-6G,샘 링은 30-100Hz로 설정할 수 있다.내장된 자체 메

모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연속 으로 20일 정도 측정할 수 있으며 측

정된 신체활동은 각 속도의 변화에 따라 거리와 시간으로 변환하여 내장

된 마이크로센서를 통하여 METs/min의 강도로 산출된다(김도윤·황인호·

소혜·배윤 ·김남 ,2011).측정 상자의 연령,성별,신장,체 을

입력하면 총 에 지소비량(TEE) 활동에 지(AEE),강도별 활동 시간,

빈도 등을 시간과 기간을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이러한 측정 자료는

내부의 센서에 의해 자동 으로 측정, 장되며 측정 공식에 입되어 에

지 소비량을 추정해 낸다.강도별 활동량의 경우는 ACSM(미국스포츠

의학 회)지침에 의한 활동 강도 범주를 기 으로 수면시간을 포함한

좌업 신체활동시간, 강도 신체활동시간, 강도 신체활동시간,고강도

신체활동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착용기간은 피험자의 표 인 일상생

활의 신체활동량 계산과 한 계가 있다.즉,몇 일간 는 어떤 요

일의 신체활동 측정이 가장 일상생활을 표할 수 있는가를 알면 일상생

활의 신체활동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자료수집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가속도계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신체활동량이 확연하게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다.Gretebeck&

Montoye(1992)와 Leivenetal(1999)는 한 주간 신체활동을 측정할 경우,

신뢰도 계수 .80을 확보하기 해서는 어도 6일간 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고 가능한 주 과 주말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한 신체활동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미 ,2011). 한 연령이 낮

을수록 자료요약 주기(EpochLength)는 짧게 1-5 간격으로 설정하고

착용기간은 길게 하도록 요구한다(Trost,2001;Treuth etal,2003;

Murrayetal,2004).선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Actigraph착용감은

아에 비해 상 으로 움직임이 많은 유아의 경우 허리보다 손목에 기계

를 착용했을 때 활동 시 더 편안함을 보 고 기계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

실을 덜 의식하는 것 같다고 하 다.그러나 측정 결과에 있어서는 정확

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 이 있었다.이 연구에서는 비조사의 결과를

반 하여 Actigraph를 유아의 허리에 착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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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신체활동 측정(ActigraphGT3X)

3.연구 차

1) 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합성,소요시간을 알아보기

해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4,5세 유아 각 5명씩 총 15

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어머니를 상으로 한 유아의 기

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설문지 응답시간은 평균 10-15분이 고 유아의

운동능력 측정 시간은 평균 30-40분이었으며 신체활동 측정은 평일 5일

간 오 10시-오후 4시까지 하루 총 6시간씩 동작가속도계를 착용하

다.운동능력의 검사 장소는 근육 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의 장소

를 달리하여 진행하 다.아이들이 달리고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활

동공간이 필요한 근육 운동능력 측정의 경우 동작실에서 검사가 이루

어 졌으며,아이들이 집 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소근육 운동능력

검사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모든 아이들은 오 에 근육 운동

능력 측정을,오후에 소근육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실시하 다.신체활동

측정을 해 사용된 동작가속도계는 아이들의 손목과 허리에 동시에 착

용하도록 하여 아이들과 담당 교사에게 기계 착용 시 불편한 은 없었

는지 확인한 결과,기계의 착용 치는 손목보다 허리가 더 편하다고 응

답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계를 허리에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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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조사

본 조사는 2013년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과 울산의 유치원에

서 실시하 다.각 유치원의 연령 당 6-7개 학 을 무작 로 표집 하여

총 19개 학 의 유아를 상으로 하 다.

연구자가 직 기 에 측정내용과 측정 시 주의사항에 해 설명한

후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SNU-IRB)에 통과된 연구 설명서 동의

서를 함께 배포하 다.연구에 한 동의를 받은 후,405명의 어머니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405부 답변이

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375명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그 기질검사도구의 특성상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유아들을 선정하는 가운데 간기질에 해당하는 83명을 제외한

나머지 292명의 아이들을 상으로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측정한 결과,

운동능력 측정 인원 122명,신체활동 측정 인원 111명으로 최종 111명

유아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통계방법으로는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t-검정,F검정,이

원분산분석,상 분석, 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자료의 통계분석에 앞서 유아의 기질 측정 설문지의 부정 진술문에 해

서는 역산 처리를 하 으며,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설문지의 신

뢰도 수 을 알아보기 해 문항의 내 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계

수(CronbachAlpha)를 산출하여 검토하 다.

연구 상 유아의 구성에 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유아의 운

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반 인 양상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운동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서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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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하 고,유아의 신체활동이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two-wayANOVA)을 실시하 으며,상호작

용효과가 나타난 항목에 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해 t-검정을 실시하

다.그리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 으며 각 집단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우 Scheffe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을 분석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구성하는 하 역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r)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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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결과 해석

이 장에서는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연구 결과를 연구문

제별로 제시하면서, 련 선행연구와의 일 성 여부를 살펴보고 연구자

의 해석을 제시하 다.

1.유아의 운동능력의 반 인 양상

1)유아의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

3,4,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의 반 인 양상은 <표 Ⅴ

-1>과 같다.성별에 따른 근육 운동능력의 측정 결과를 보면,고정운

동능력과 이동운동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물조작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 역에서 모두 남아의 수가 여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물조작능력에서 체 남아(M=1.15,SD=.40)의 수가 체 여아

(M=.87,SD=.46)의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연령별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5세 남아(M=1.14,SD=.44)가 5세 여아(M=.60,SD=.34)

보다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소근육 운동능력의 결과는 잡기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시각운동

조정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 체 역에서 여아의 수가 남아보다 높

았으며 특히 시각운동조정능력에서 체 여아(M=1.39,SD=.36)의 수가

체 남아(M=1.20,SD=.50)의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연

령별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5세 여아(M=1.33,SD=.36)가 5세 남아

(M=.91,SD=.61)보다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육 운동능력의 사물조작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의 시각운

동조정능력 모두 5세에서 보이는 성차가 결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체격과 체력의 변

화로 운동능력에 뚜렷한 성차가 발생한 것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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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성별 연령 N M SD

고정운동능력

남

3세 21명 1.19 .54

4세 21명 1.58 .40

5세 22명 1.45 .86

체 64명 1.41 .65

여

3세 18명 1.39 .47

4세 14명 1.69 .31

5세 15명 1.33 .72

체 47명 1.46 .54

이동운동능력

남

3세 21명 1.39 .20

4세 21명 1.40 .27

5세 22명 1.50 .38

체 64명 1.43 .29

여

3세 18명 1.33 .35

4세 14명 1.49 .21

5세 15명 1.50 .38

체 47명 1.43 .33

사물조작능력

남

3세 21명 1.16 .28

4세 21명 1.14 .47

5세 22명 1.14 .44

체 64명 1.15 .40

여

3세 18명 1.02 .42

4세 14명 .98 .51

5세 15명 .60 .34

체 47명 .87 .46

근육 체

남

3세 21명 1.25 .23

4세 21명 1.38 .31

5세 22명 1.36 .39

체 64명 1.33 .32

여

3세 18명 1.25 .23

4세 14명 1.38 .28

5세 15명 1.14 .40

체 47명 1.25 .33

잡기능력 남

3세 21명 1.76 .24

4세 21명 1.90 .20

5세 22명 - -

체 64명 1.83 .23

<표 Ⅴ-1>유아의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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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세 18명 1.65 .19

4세 14명 1.86 .31

5세 15명 - -

체 47명 1.74 .27

시각운동

조정능력

남

3세 21명 1.33 .41

4세 21명 1.37 .31

5세 22명 .91 .61

체 64명 1.20 .50

여

3세 18명 1.37 .41

4세 14명 1.48 .29

5세 15명 1.33 .36

체 47명 1.39 .36

소근육 체

남

3세 21명 1.54 .25

4세 21명 1.64 .18

5세 22명 .91 .61

체 64명 1.36 .51

여

3세 18명 1.51 .25

4세 14명 1.67 .23

5세 15명 1.33 .36

체 47명 1.50 .3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2>와 같다.남아와 여아

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사물

조작능력(t=3.340,p<.01)과 소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시각운동조정

능력(t=-2.324,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사물조작능

력은 근육 운동능력의 응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남아(M=1.15,

SD=.40)가 여아(M=.87,SD=.46)보다 수가 높았고,시각운동조정능력은

소근육 운동능력의 응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여아(M=1.39,SD=.36)

가 남아(M=1.20,SD=.50)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

과는 남녀 모두 응력이 가장 나 에 발달하는 상 개념의 운동능력으

로 근육 조 능력은 여아가,소근육 조 능력은 남아의 발달이 늦게

나타난다는 박 근(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유아의 운동능력에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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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성별 N M SD t

고정운동

능력

남 64명 1.41 .65
-.433

여 47명 1.46 .54

이동운동

능력

남 64명 1.43 .29
.022

여 47명 1.43 .33

사물조작

능력

남 64명 1.15 .40
3.340**

여 47명 .87 .46

근육

체

남 64명 1.33 .32
1.200

여 47명 1.25 .33

잡기능력
남 42명 1.83 .23

1.572
여 32명 1.74 .27

시각운동

조정능력

남 64명 1.20 .50
-2.324*

여 47명 1.39 .36

소근육

체

남 64명 1.36 .51
-1.828

여 47명 1.50 .31

<표 Ⅴ-2>유아의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 차이검정 결과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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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기질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

3,4,5세 유아의 기질에 따른 운동능력의 반 인 양상은 <표 Ⅴ-3>

과 같다.기질에 따른 근육 운동능력의 측정 결과를 보면,고정운동능

력,이동운동능력,사물조작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물조작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유의한 수 차이가 나타

났다.고정운동능력은 체 순한 기질 유아(M=1.71,SD=.42)의 수가

체 까다로운 기질 유아(M=1.18,SD=.63)의 수에 비해 높았고,이동

운동능력은 체 순한 기질 유아(M=1.66, SD=.24)의 수가 체 까다

로운 기질 유아(M=1.23,SD=.21)의 수에 비해 높았으며, 근육 운동

능력 체에서도 체 순한 기질 유아(M=1.49,SD=.28)의 수가 체

까다로운 기질 유아(M=1.13,SD=.27)의 수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순한 기질 유아의 운동능력 수

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근육 운동능력 측정 결과에서도 역시 하 역인 잡기능력,시각운동

조정능력,소근육 운동능력 체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 보다 수가 높았으며,특히 시각운동조정능력에서 체 순한

기질 유아(M=1.40,SD=.43)의 수가 체 까다로운 기질 유아(M=1.17,

SD=.46)의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

4,5세 모든 연령에서 순한 기질 유아의 운동능력 수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운동능력 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한 기질 유형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유아

보다 반 으로 운동능력이 우수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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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기질 연령 N M SD

근육

운동

고정운동

능력

순한

3세 12명 1.69 .39

4세 18명 1.76 .19

5세 22명 1.68 .57

체 52명 1.71 .42

까다로운

3세 27명 1.10 .46

4세 17명 1.48 .46

5세 15명 1.00 .93

체 59명 1.18 .63

이동운동

능력

순한

3세 12명 1.65 .21

4세 18명 1.61 .17

5세 22명 1.70 .30

체 52명 1.66 .24

까다로운

3세 27명 1.23 .20

4세 17명 1.26 .18

5세 15명 1.20 .25

체 59명 1.23 .21

사물조작

능력

순한

3세 12명 1.18 .34

4세 18명 1.17 .49

5세 22명 .98 .42

체 52명 1.09 .43

까다로운

3세 27명 1.06 .36

4세 17명 .98 .48

5세 15명 .83 .56

체 59명 .98 .45

근육 체

순한

3세 12명 1.51 .18

4세 18명 1.51 .23

5세 22명 1.45 .36

체 52명 1.49 .28

까다로운

3세 27명 1.13 .18

4세 17명 1.24 .29

5세 15명 1.01 .32

체 59명 1.13 .27

소근육

운동
잡기능력 순한

3세 12명 1.77 .23

4세 18명 1.89 .21

5세 22명 - -

체 52명 1.84 .22

<표 Ⅴ-3>유아의 기질에 따른 운동능력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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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3세 27명 1.69 .23

4세 17명 1.88 .28

5세 15명 - -

체 59명 1.76 .26

시각운동

조정능력

순한

3세 12명 1.62 .21

4세 18명 1.52 .26

5세 22명 1.18 .52

체 52명 1.40 .43

까다로운

3세 27명 1.22 .41

4세 17명 1.31 .32

5세 15명 .93 .59

체 59명 1.17 .46

소근육 체

순한

3세 12명 1.70 .17

4세 18명 1.70 .17

5세 22명 1.18 .52

체 52명 1.48 .44

까다로운

3세 27명 1.45 .24

4세 17명 1.60 .22

5세 15명 .93 .59

체 59명 1.36 .44

유아의 기질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4>와 같다.순한 기질 유아

와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육 운동능력

의 하 역인 고정운동능력(t=5.090, p<.001)과 이동운동능력(t=10.134,

p<.001), 근육 운동능력 체(t=6.809,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고,소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시각운동조정능력(t=2.652,p<.01)에

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이동

운동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와 소근육 운동능력인 시각운동조정능력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수가 높았다.이러한 결과

는 순한 기질의 유아들이 기질 구성요인 활동수 과 집 력 지속성

요인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과 련이 있으

며,활동수 이 높은 유아가 근육 운동능력이 우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

와 활동성이 순발력과 민첩성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Butcher&

Eaton(1989)의 연구결과가 부분 으로 일치한다. 한 주의집 과 운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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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기질 N M SD t

고정운동능력
순한 52명 1.71 .42

5.090***
까다로운 59명 1.18 .63

이동운동능력
순한 52명 1.66 .24

10.134***
까다로운 59명 1.23 .21

사물조작능력
순한 52명 1.04 .43

1.323
까다로운 59명 .98 .45

근육 체
순한 52명 1.49 .28

6.809***
까다로운 59명 1.13 .27

잡기능력
순한 30명 1.84 .22

1.367
까다로운 44명 1.76 .26

시각운동

조정능력

순한 52명 1.40 .43
2.652**

까다로운 59명 1.17 .46

소근육 체
순한 52명 1.48 .44

1.409
까다로운 59명 1.36 .44

의 계에 한 연구에서 주의집 력이 높을수록 총 운동능력과 복합운동기

능의 응성이 높다는 오연주·조복희(2001)의 연구결과와 집 력 지속성

의 기질 요인이 높은 유아가 소근육 운동능력인 시각운동조정능력이 우수하

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일치함을 보여 다.

<표 Ⅴ-4>유아의 기질에 따른 운동능력 차이검정 결과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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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운동능력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운동능력의 반 인 양상은 <표 Ⅴ-5>와

같다.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근육 운동능력의 측정 결과를 보면,

고정운동능력과 이동운동능력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유아가 다

른 양육태도 유형의 유아들에 비해 수가 높았고,사물조작능력과 근

육 운동능력 체 역은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의 유아들보다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이

동운동능력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를 보인 유아(M=1.52,SD=.32)의

수가 어머니가 민주 양육태도인 유아(M=1.27,SD=.24)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M=1.50,SD=.2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근육 운

동능력 체는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인 유아(M=1.42,

SD=.21)의 수가 어머니가 민주 양육태도인 유아(M=1.17,SD=.27)와

정 양육태도인 유아(M=1.34,SD=.36)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이동운동능력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남아(M=1.53,SD=.29)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여아(M=1.50,SD=.35)에 비해 수가 높았고, 근육 운동능

력 체에서는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여아(M=1.46,SD=.25)가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남아(M=1.41,SD=.21)에 비해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소근육 운동능력 측정 결과는 하

역인 잡기능력,시각운동조정능력,소근육 운동능력 체에서 모두 어

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유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의 유아들보다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통

해 살펴보면 잡기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시각운동조정능력,소근육 운동

능력 체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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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양육태도 성별 N M SD

고정운동

능력

민주

남 20명 1.31 .62

여 15명 1.33 .42

체 35명 1.32 .53

정

남 32명 1.47 .66

여 28명 1.52 .60

체 60명 1.49 .62

의존성조장

남 11명 1.48 .70

여 4명 1.50 .58

체 15명 1.48 .65

이동운동

능력

민주

남 20명 1.27 .25

여 15명 1.26 .23

체 35명 1.27 .24

정

남 32명 1.53 .29

여 28명 1.50 .35

체 60명 1.52 .32

의존성조장

남 11명 1.48 .24

여 4명 1.54 .36

체 15명 1.50 .27

사물조작

능력

민주

남 20명 .99 .40

여 15명 .84 .49

체 35명 .93 .44

정

남 32명 1.20 .41

여 28명 .82 .44

체 60명 1.02 .46

의존성조장

남 11명 1.25 .32

여 4명 1.35 .25

체 15명 1.28 .30

근육

체

민주

남 20명 1.19 .30

여 15명 1.15 .24

체 35명 1.17 .27

정

남 32명 1.40 .34

여 28명 1.28 .37

체 60명 1.34 .36

의존성조장

남 11명 1.41 .21

여 4명 1.46 .25

체 15명 1.42 .21

<표 Ⅴ-5>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운동능력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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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능력

민주

남 20명 1.81 .27

여 15명 1.69 .32

체 35명 1.75 .30

정

남 32명 1.87 .20

여 28명 1.81 .23

체 60명 1.84 .21

의존성조장

남 11명 1.82 .24

여 4명 1.58 .14

체 15명 1.75 .24

시각운동

조정능력

민주

남 20명 1.08 .61

여 15명 1.33 .41

체 35명 1.19 .54

정

남 32명 1.29 .39

여 28명 1.45 .29

체 60명 1.36 .36

의존성조장

남 11명 1.17 .60

여 4명 1.20 .59

체 15명 1.18 .57

소근육

체

민주

남 20명 1.25 .61

여 15명 1.46 .31

체 35명 1.34 .51

정

남 32명 1.43 .42

여 28명 1.54 .31

체 60명 1.48 .37

의존성조장

남 11명 1.35 .61

여 4명 1.38 .34

체 15명 1.3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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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6>과 같다.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집단 내 개수

가 1인 통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 태도, 정 태도,의존성조

장 태도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이동

운동능력(F=6.405,df=3,107,p<.001)과 근육 운동능력 체(F=3.280,

df=3,107,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유아의 수가 가장 높았고

근육 운동능력 체 역에서는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

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다 지능과의 연 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다 지능의 신체운동지능은 운동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고도의 기술

이고 세련된 동작을 표 하기 해 몸을 지혜롭게 조 하는 무용가나 운

동선수 등을 떠올릴 수 있으며,몸의 움직임을 조 하고 손이나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이런

신체운동지능은 장 숙·강경석·송경희(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 ·자

율 ·통제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남이 입증되었다.본 연

구의 정 양육태도는 애정-자율 양육태도에 해당하고,의존성조장

양육태도는 애정-통제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아의 운동능력에

애정-자율 양육태도와 애정-통제 양육태도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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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양육태도 N M SD F

고정운동능력

민주 35명 1.32 .53

1.203정 60명 1.49 .62

의존성조장 15명 1.48 .65

이동운동능력

민주 35명 1.27 .24

6.405***정 60명 1.52 .32

의존성조장 15명 1.50 .27

사물조작능력

민주 35명 .93 .44

2.509정 60명 1.02 .46

의존성조장 15명 1.28 .30

근육 체

민주 35명 1.17 .27

3.280*정 60명 1.34 .36

의존성조장 15명 1.42 .21

잡기능력

민주 35명 1.75 .30

1.313정 60명 1.84 .21

의존성조장 15명 1.75 .24

시각운동

조정능력

민주 35명 1.19 .54

1.591정 60명 1.37 .36

의존성조장 15명 1.18 .57

소근육 체

민주 35명 1.34 .51

.942정 60명 1.48 .37

의존성조장 15명 1.36 .54

<표 Ⅴ-6>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운동능력 차이검정 결과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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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신체활동의 반 인 양상

1)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반 경향

3,4,5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반 인 양상은

<표 Ⅴ-7>과 같다.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의 측정 결과를 보면,소비 칼

로리의 경우 5세(M=260.54,SD=104.86)가 3세(M=170.83,SD=71.85)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으며,4세(M=207.07,SD=123.29)와는 차이가

없었다.좌업 활동에서는 4세(M=5729.69,SD=112.78)에 비해 3세

(M=5827.98,SD=85.95)와 5세(M=5846.11,SD=80.77)의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다. 강도 활동은 4세(M=189.61, SD=37.68)가 3세(M=143.54,

SD=41.69)와 5세(M=144.09,SD=44.87)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고,

강도 활동도 4세(M=129.88,SD=35.29)가 3세(M=105.14,SD=34.54)와

5세(M=90.59,SD=29.13)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으며,고강도 활동

역시 4세(M=54.70,SD=27.21)가 3세(M=42.62,SD=17.25)와 5세(M=37.15,

SD=14.00)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다.보행수는 4세(M=17430.26,

SD=4541.20)와 5세(M=16249.86,SD=4481.07)가 3세(M=11394.79,SD=3312.38)

에 비하여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신체활

동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소비 칼로리의 신체활동 수치는 체 남아

(M=228.71,SD=112.44)가 체 여아(M=189.61,SD=96.12)보다 높았고,

좌업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도 체 남아(M=5807.36,SD=106.99)가

체 여아(M=5797.14,SD=104.81)보다 높았으며, 강도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는 체 여아(M=160.17,SD=42.29)가 체 남아(M=156.85,SD=49.53)

에 비해 높았다. 강도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는 체 남아(M=108.11,

SD=40.04)가 체 여아(M=108.06,SD=31.45)보다 높았고,고강도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도 체 남아(M=46.21,SD=24.57)가 체 여아(M=42.42,

SD=15.38)보다 높았다.보행수의 신체활동 수치는 체 여아(M=15046.55,

SD=4259.24)가 체 남아(M=14820.52,SD=5309.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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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연령

성별
체

사후

검증남 M(SD) 여 M(SD)

소비

칼로리

3세

4세

5세

189.63(67.62)

240.41(142.55)

254.85(108.82)

148.88(72.20)

157.06(63.30)

268.88(101.90)

170.83(71.85)

207.07(123.29)

260.54(104.86)

a

ab

b

체 228.71(112.44) 189.61(96.12) 212.16(107.15)

좌업

활동

3세

4세

5세

5833.62(84.61)

5720.83(97.56)

5864.88(82.55)

5821.40(89.48)

5742.98(135.30)

5818.59(72.03)

5827.98(85.95)

5729.69(112.78)

5846.11(80.77)

b

a

b

체 5807.36(106.99) 5797.14(104.81) 5803.03(105.71)

강도

활동

3세

4세

5세

145.67(44.00)

195.61(35.79)

130.51(44.06)

141.06(39.94)

180.61(39.98)

164.01(39.38)

143.54(41.69)

189.61(37.68)

144.09(44.87)

a

b

a

체 156.85(49.53) 160.17(42.29) 158.25(46.43)

강도

활동

3세

4세

5세

100.49(31.43)

140.50(37.47)

84.48(29.00)

110.57(38.04)

113.95(25.32)

99.55(27.87)

105.14(34.54)

129.88(35.29)

90.59(29.13)

a

b

a

체 108.11(40.04) 108.06(31.45) 108.09(36.49)

고강도

활동

3세

4세

5세

39.42(17.41)

62.41(30.61)

37.23(15.40)

46.35(16.77)

43.13(15.94)

37.04(12.19)

42.62(17.25)

54.70(27.21)

37.15(14.00)

a

b

a

체 46.21(24.57) 42.42(15.38) 44.60(21.17)

보행수

3세

4세

5세

11164.33(3402.57)

18304.00(5340.30)

14985.36(4565.20)

11663.67(3280.64)

16119.64(2641.49)

18104.47(3764.94)

11394.79(3312.38)

17430.26(4541.20)

16249.86(4481.07)

a

b

b

체 14820.52(5309.07) 15046.55(4259.24) 14916.23(4872.57)

<표 Ⅴ-7>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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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8>과 같다.유아

의 연령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소비 칼로리(F=8.362,

df=2,108,p<.001),좌업 활동(F=14.022,df=2,108,p<.001), 강도 활

동(F=12.878,df=2,108,p<.001), 강도 활동(F=10.455,df=2,108,

p<.001),고강도 활동(F=5.670,df=2,108,p<.01),보행수(F=22.918,df=2,

108,p<.001)모든 하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소비 칼로리의

신체활동 수치는 5세 유아가 3세와 4세 유아의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좌업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도 5세 유아가 3세와 4세 유아의 비해 유의

하게 높았으며, 강도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는 4세 유아가 3세와 5세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강도 활동의 신체활동 수치는 4

세 유아가 3세와 5세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고강도 활동의 신

체활동 수치도 4세 유아가 3세와 5세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마

지막으로 보행수의 신체활동 수치 한 4세 유아가 3세와 5세 유아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는 <표 Ⅴ

-7>에 제시하 다.다음으로,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하 역 여섯 가지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연

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기의 유아들은 신체발달의 양 ·질 성장이 이루

어지고 움직임이 더 정교해지며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한

편 이 시기 남아와 여아의 발달 속도의 차이는 연령만큼 뚜렷하지 않아

유아기 신체발달의 체 성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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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소비

칼로리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164466.604

36238.118

41385.257

1032592.770

2

1

2

105

82233.302

36238.118

20692.628

9834.217

8.362***

3.685

2.104

좌업

활동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246614.885

3953.677

20260.748

923362.031

2

1

2

105

123307.442

3953.677

10130.374

8793.924

14.022***

.450

1.152

강도

활동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42855.687

576.912

11500.948

174713.586

2

1

2

105

21427.844

576.912

5750.474

1663.939

12.878***

.347

3.456*

강도

활동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21763.549

5.757

8928.227

109290.215

2

1

2

105

10881.774

5.757

4464.113

1040.859

10.455***

.006

4.289*

고강도

활동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4313.569

470.125

3244.234

39941.624

2

1

2

105

2156.784

470.125

1622.117

380.396

5.670**

1.236

4.264*

보행수

연령

성별

연령×성별

오차

747222842.2

6151109.907

121685652.5

1711705851

2

1

2

105

373611421.1

6151109.907

60842826.23

16301960.48

22.918***

.377

3.732*

<표 Ⅴ-8>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검정 결과

*p<.05,**p<.01,***p<.001



-60-

3)유아의 신체활동의 연령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신체활동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았는데, 강도 활동(F=3.456,df=2,108,p<.05), 강도 활

동(F=4.289,df=2,108,p<.05),고강도 활동(F=4.264,df=2,108,p<.05),

보행수(F=3.732,df=2,108,p<.05)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해서 t-검정을 실시하여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 다.

먼 강도 활동에서 나타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그림 Ⅴ

-1>)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표 Ⅴ-9>에 제시한 것과 같이 연령

과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강도 활동에

서 체 남아의 평균은 156.85(분)이고 체 여아의 평균은 160.17(분)으

로 t-검정 결과, 체 유아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그러나 연령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5세에서 여아의 평균

이 164.01(분)이고 남아의 평균이 130.51(분)으로,여아가 남아보다 강

도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68,p<.05).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강도 활동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

은 5세 유아의 성별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도 활동과 고강도 활동에 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그림 Ⅴ-2>,<그림 Ⅴ-3>)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 활동과 고강도 활동에서 유아의 연령별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는데,<표 Ⅴ-10>과 같이 강도 활동에서는 체

남아의 평균이 108.11(분)이고 체 여아의 평균이 108.06(분)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연령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4세에서 남아의 평균이 140.50(분)이고 여아의 평균이 113.95(분)으

로,남아가 여아보다 강도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16,p<.05).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활동에서 연령과 성별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4세 유아의 성별 차이로 볼 수 있다.

고강도 활동에서는 <표 Ⅴ-11>과 같이 체 남아의 평균이 46.21(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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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 여아의 평균이 42.42(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4세에서 남아의 평균이

62.41(분)이고 여아의 평균이 43.13(분)으로,남아가 여아보다 고강도 활

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62,p<.05).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고강도 활동에서 역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4세 유아의 성별 차이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행수에 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그림 Ⅴ-4>)

에서 유아의 연령별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는

데,<표 Ⅴ-12>와 같이 보행수에서는 체 남아의 평균이 14820.52(보)이

고 체 여아의 평균이 15046.55(보)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5세에서 남아의 평균이

14985.36(보)이고 여아의 평균이 18104.47(보)로,여아가 남아보다 보행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185,p<.05).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

수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5세 유아의 성별 차

이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의 활동 강도별 활동

시간과 빈도,그에 따른 에 지 소비량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선호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상은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성

도식의 형성과도 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아는 여성성 신체활동

선호성향이 짙어져 강도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 남아는 남성성

신체활동 선호성향의 고강도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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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N M SD t

체
남

여

64

47

156.85

160.17

49.53

42.29
-.371

3세
남

여

21

18

145.67

141.06

44.00

39.94
.341

4세
남

여

21

14

195.61

180.61

35.79

39.98
1.159

5세
남

여

22

15

130.51

164.01

44.06

39.38
-2.368*

<그림 Ⅴ-1> 강도 활동에서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 효과

<표 Ⅴ-9> 강도 활동의 단순 주효과 분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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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N M SD t

체
남

여

64

47

108.11

108.06

40.04

31.45
.007

3세
남

여

21

18

100.49

110.57

31.43

38.04
-.893

4세
남

여

21

14

140.50

113.95

37.47

25.32
2.316*

5세
남

여

22

15

84.48

99.55

29.00

27.87
-1.589

<그림 Ⅴ-2> 강도 활동에서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 효과

<표 Ⅴ-10> 강도 활동의 단순 주효과 분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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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N M SD t

체
남

여

64

47

46.21

42.42

24.57

15.38
.931

3세
남

여

21

18

39.42

46.35

17.41

16.77
-1.261

4세
남

여

21

14

62.41

43.13

30.61

15.94
2.162*

5세
남

여

22

15

37.23

37.04

15.40

12.19
.039

<그림 Ⅴ-3>고강도 활동에서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 효과

<표 Ⅴ-11>고강도 활동의 단순 주효과 분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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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N M SD t

체
남

여

64

47

14820.52

15046.55

5309.07

4259.24
-.240

3세
남

여

21

18

11164.33

11663.67

3402.57

3280.64
-.464

4세
남

여

21

14

18304.00

16119.64

5340.30

2641.49
1.414

5세
남

여

22

15

14985.36

18104.47

4565.20

3764.94
-2.185*

<그림 Ⅴ-4>보행수에서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 효과

<표 Ⅴ-12>보행수의 단순 주효과 분석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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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아의 기질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신체활동의 반 인 양상은 <표 Ⅴ-13>과 같

다.기질에 따른 신체활동 측정 결과를 보면,좌업 활동과 고강도 활동

을 제외한 나머지 역인 소비 칼로리, 강도 활동, 강도 활동,보행

수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소비 칼로리와 보행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소비 칼로리는 체 순한 기질 유아(M=234.65,SD=108.92)

의 신체활동 수치가 체 까다로운 기질 유아(M=192.34,SD=102.42)의

신체활동 수치에 비해 높았고, 보행수도 체 순한 기질 유아

(M=15997.60, SD=4287.21)의 신체활동 수치가 체 까다로운 기질 유

아(M=13963.15,SD=5185.90)의 신체활동 수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소비 칼로

리의 신체활동 수치는 순한 기질의 남아(M=249.32,SD=113.34)가 순한

기질의 여아(M=221.06,SD=104.96)에 비해 높았고,보행수의 신체활동

수치는 순한 기질의 여아(M=16393.22,SD=3971.13)가 순한 기질의 남아

(M=15570.32,SD=4648.4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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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기질 성별 N M SD

소비

칼로리

순한

남 25명 249.32 113.34

여 27명 221.06 104.96
체 52명 234.65 108.92

까다로운

남 39명 215.50 111.30

여 20명 147.17 63.21
체 59명 192.34 102.42

좌업

활동

순한

남 25명 5803.58 100.58

여 27명 5801.20 69.76

체 52명 5802.35 85.10

까다로운

남 39명 5809.78 112.13

여 20명 5791.67 141.00

체 59명 5803.64 121.76

강도

활동

순한
남 25명 158.39 47.33
여 27명 167.55 39.45

체 52명 163.14 43.23

까다로운
남 39명 155.86 51.47
여 20명 150.20 44.93

체 59명 153.94 49.03

강도

활동

순한

남 25명 110.82 38.43

여 27명 108.07 26.90
체 52명 109.39 32.65

까다로운

남 39명 106.38 41.45

여 20명 108.05 37.46

체 59명 106.95 39.82

고강도

활동

순한

남 25명 46.53 19.71

여 27명 42.46 13.80

체 52명 44.42 16.85

까다로운

남 39명 46.01 27.49

여 20명 42.37 17.68

체 59명 44.77 24.50

보행수

순한
남 25명 15570.32 4648.40
여 27명 16393.22 3971.13

체 52명 15997.60 4287.21

까다로운
남 39명 14339.87 5698.77
여 20명 13228.55 4035.42

체 59명 13963.15 5185.90

<표 Ⅴ-13>유아의 기질에 따른 신체활동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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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기질 N M SD t

소비

칼로리

순한 52명 234.65 108.92
2.108*

까다로운 59명 192.34 102.42

좌업

활동

순한 52명 5802.35 85.10
-.064

까다로운 59명 5803.64 121.76

강도

활동

순한 52명 163.14 43.23
1.043

까다로운 59명 153.94 49.03

강도

활동

순한 52명 109.39 32.65
.351

까다로운 59명 106.95 39.82

고강도

활동

순한 52명 44.42 16.85
-.088

까다로운 59명 44.77 24.50

보행수
순한 52명 15997.60 4287.21

2.235*
까다로운 59명 13963.15 5185.90

유아의 기질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14>와 같다.유아의 기

질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신체활동의 하 역인 소비 칼로리

(t=2.108,p<.05)와 보행수(t=2.235,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소비 칼로리와 보행수에서 모두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

질 유아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기질의

구성요인 활동수 이 유아의 신체 에 지를 뜻하는데,신체 에 지가

높은 유아들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는 반면,

신체 에 지가 낮은 유아들은 매우 구조화된 환경도 잘 감내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신체활동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활동수 기질 구성요

인의 향으로 해석된다.

<표 Ⅴ-14>유아의 기질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검정 결과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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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반 인 양상은 <표 Ⅴ-15>

와 같다.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측정 결과를 보면,어머

니가 민주 양육태도인 유아의 신체활동 수치가 가장 높은 좌업 활동

을 제외한 나머지 역 소비 칼로리,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도

활동,보행수에서는 모두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의 유아들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고강도 활동은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인 유아

(M=57.40,SD=35.23)의 신체활동 수치가 어머니가 민주 양육태도인 유

아(M=41.08,SD=18.53)와 정 양육태도인 유아(M=43.95,SD=16.7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보행수도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인

유아(M=16444.60,SD=6243.24)의 신체활동 수치가 어머니가 민주 양

육태도인 유아(M=13522.66,SD=4704.83)와 정 양육태도인 유아

(M=15487.02,SD=6243.24)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

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고강도 활동은 어머니가 의존성

조장 양육태도인 4세 유아(M=107.27,SD=54.98)와 5세 유아(M=50.78,

SD=18.63)가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3세 유아(M=40.76,

SD=7.32)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높았으며,보행수에서는 어머니가 의

존성조장 양육태도인 4세 유아(M=25254,SD=4368.73)가 어머니가 의존

성조장 양육태도인 3세 유아(M=11304, SD=2564.05)와 5세 유아

(M=18355.80,SD=2829.08)에 비해 신체활동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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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양육태도 연령 N M SD

소비

칼로리

민주

3세 14명 177.14 84.51

4세 11명 172.13 785.72

5세 10명 224.61 86.81

체 35명 189.13 83.28

정

3세 17명 183.92 65.19

4세 21명 193.56 92.54

5세 22명 257.80 97.85

체 60명 214.38 92.67

의존성조장

3세 7명 139.99 51.80

4세 3명 429.80 247.12

5세 5명 344.42 140.22

체 15명 266.09 177.14

좌업

활동

민주

3세 14명 5812.46 119

4세 11명 5748.05 155.23

5세 10명 5878.45 95.69

체 35명 5811.07 132.46

정

3세 17명 5823.42 59.32

4세 21명 5739.31 73.93

5세 22명 5842.10 75.98

체 60명 5800.83 83.61

의존성조장

3세 7명 5852.30 53.20

4세 3명 5595.03 105.17

5세 5명 5799.08 48.35

체 15명 5783.11 116.30

강도

활동

민주

3세 14명 150.12 52.71

4세 11명 165.87 33.78

5세 10명 128.19 56.39

체 35명 148.81 49.60

정

3세 17명 145.45 36.57

4세 21명 196.45 35.18

5세 22명 145.98 42.22

체 60명 163.49 44.85

의존성조장

3세 7명 133.19 27.08

4세 3명 228.83 12.79

5세 5명 167.60 16.34

체 15명 163.79 42.36

<표 Ⅴ-15>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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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활동

민주

3세 14명 112.74 48.45

4세 11명 111.16 29.66

5세 10명 79.95 33.40

체 35명 102.87 40.85

정

3세 17명 106.55 23.09

4세 21명 131.35 28.80

5세 22명 92.88 28.43

체 60명 110.22 31.43

의존성조장

3세 7명 93.07 19.75

4세 3명 188.20 37.75

5세 5명 101.78 20.45

체 15명 115.00 44.06

고강도

활동

민주

3세 14명 43.91 22.28

4세 11명 45.12 16.35

5세 10명 32.67 13.12

체 35명 41.08 18.53

정

3세 17명 43.93 15.23

4세 21명 52.20 18.73

5세 22명 36.09 11.89

체 60명 43.95 16.71

의존성조장

3세 7명 40.76 7.32

4세 3명 107.27 54.98

5세 5명 50.78 18.63

체 15명 57.40 35.23

보행수

민주

3세 14명 11468.21 4007.49

4세 11명 14963.36 4797.89

5세 10명 14814.10 4887.94

체 35명 13522.66 4704.83

정

3세 17명 11658.59 2995.88

4세 21명 17604.76 3013.15

5세 22명 16423.86 4537.58

체 60명 15487.02 6243.24

의존성조장

3세 7명 11304 2564.05

4세 3명 25254 4368.73

5세 5명 18355.80 2829.08

체 15명 16444.60 6243.2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Ⅴ-16>과 같다.어머

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신체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집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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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양육태도 N M SD F

소비

칼로리

민주 35명 189.13 83.28

2.449정 60명 214.38 92.67

의존성조장 15명 266.09 177.14

좌업

활동

민주 35명 5811.07 132.46

.918정 60명 5800.83 83.61

의존성조장 15명 5783.11 116.30

강도

활동

민주 35명 148.81 49.60

1.519정 60명 163.49 44.85

의존성조장 15명 163.79 42.36

강도

활동

민주 35명 102.87 40.85

1.079정 60명 110.22 31.43

의존성조장 15명 115.00 44.06

고강도

활동

민주 35명 41.08 18.53

2.958*정 60명 43.95 16.71

의존성조장 15명 57.40 35.23

보행수

민주 35명 13522.66 4704.83

2.848*정 60명 15487.02 6243.24

의존성조장 15명 16444.60 6243.24

개수가 1인 통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 태도, 정 태도,의

존성조장 태도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신체활동의 고강도 활동

(F=2.958,df=3,107, p<.05)과 보행수(F=2.848,df=3,107,p<.05)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모두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

의 신체활동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신체 활동성과의 연 성을 연구한 김재희·박경란(199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신체 활동성은 신체를 극 으로 움직이고 래 친구

들과 신체 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체활동과 유사한 개

념이다.애정 양육행동이 높은 어머니들이 상 으로 애정 양육행동

이 낮은 어머니들 보다 자녀의 신체 활동성에 한 심이 높다고 지

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재희·박경란,1998).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통제 일수록 놀이 활동 시,유아의 신체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박

정연·이성희(2009)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

도일 때 신체활동 수치가 높다는 결과와 련이 있음을 보여 다.

<표 Ⅴ-16>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검정 결과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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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상 향력

1)유아의 운동능력에 한 상 향력

유아의 운동능력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성별을 비롯해 유 요

인인 유아의 기질과 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그 향력의 양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하여

운동능력의 하 역 7가지를 각각 종속변수로,유아의 성별과 기질,어

머니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근육 운동

능력의 하 역인 고정운동능력,이동운동능력,사물조작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는 모두 독립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소근

육 운동능력은 하 역인 잡기능력,시각운동조정능력,소근육 운동능력

체 모두 독립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1)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에 한 상 향력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17>과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4.910,df=5,105,

p<.001)하며,상 계수는 .470(Adj-R²=.176)로 유아의 고정운동능력 수의

17.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

차한계는 최 가 .960,VIF는 1.042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고정운동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기질(t=-3.908,p<.001)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립변수의 상 기여도

를 나타내는 기질의 표 화계수는 β=-.392이다.이는 근육 운동능력인

고정운동능력에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고정운동

능력에 한 향력이 높은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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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성별
-.057 .107 -.047 -.531

유

요인

유아의

기질
-.471 .120 -.392 -3.908***

환경

요인

민주

태도
.042 .230 .024 .184

통제

태도
.108 .114 .090 .945

정

태도
.145 .184 .105 .788

의존성조장

태도
.106 .094 .101 1.128

상수 .308

R

R²(Adj-R²)

.470

.221(.176)

F값 4.910***

<표 Ⅴ-17> 근육의 고정운동능력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01

(2)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에 한 상 향력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18>과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21.028,df=5,105,p<.001)

하며,상 계수는 .740(Adj-R²=.522)로 유아의 이동운동능력 수의 52.2%

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차한

계는 최 가 .960,VIF는 1.042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이동운동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성별(t=-2.111,p<.05)과 기질

(t=-10.000,p<.001),민주 양육태도(t=-3.054,p<.01)변수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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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성별
-.088 .042 -.142 -2.111*

유

요인

유아의

기질
-.469 .047 -.764 -10.000***

환경

요인

민주

태도
-.274 .090 -.298 -3.054**

통제

태도
-.010 .045 -.016 -.222

정

태도
.090 .072 .128 1.259

의존성조장

태도
.018 .037 .033 .480

상수 2.398
R

R²(Adj-R²)

.740

.548(.522)
F값 21.028***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독립변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에 의하면 기질(β=-.746),민주 양육태도(β=-.298),성별(β

=-.142)순으로 유아의 이동운동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성별과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남아가 여아보다,순한 기질 유아

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 보다 이동운동능력에 한 향력이 높고,어머니

가 민주 양육태도일수록 이동운동능력에 한 향력이 낮은 것을 보

여 다.

<표 Ⅴ-18> 근육의 이동운동능력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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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육 운동능력인 사물조작능력에 한 상 향력

근육 운동능력인 사물조작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19>와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4.283,df=5,105,

p<.01)하며,상 계수는 .445(Adj-R²=.152)로 유아의 사물조작능력 수의

15.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 가 .960,VIF는 1.042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사물조작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성별(t=-3.749,p<.001)과 기질

(t=-2.398,p<.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립변

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는 성별(β=-.336),기질(β

=-.244)순으로 유아의 사물조작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육 운동능력인 사물조작능력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성별과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사물조작능력에 한 향력이 높고,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사물조작능력에 한 향력이 높은 것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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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성별
-.301 .080 -.336 -3.749***

유

요인

유아의

기질
-.217 .090 -.244 -2.398*

환경

요인

민주

태도
-.053 .172 -.040 -.306

통제

태도
.151 .086 .170 1.765

정

태도
-.100 .138 -.098 -.727

의존성조장

태도
.093 .071 .119 1.313

상수 1.173

R

R²(Adj-R²)

.445

.198(.152)

F값 4.283**

<표 Ⅴ-19> 근육의 사물조작능력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5,**p<.01,***p<.001

(4) 근육 운동능력 체에 한 상 향력

근육 운동능력 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20>

과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10.980,df=5,105,p<.001)하며,상

계수는 .623(Adj-R²=.352)로 유아의 근육 운동능력 체 수의 35.2%

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차한

계는 최 가 .960,VIF는 1.042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근육 운동능력

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성별(t=-2.900,p<.01)과 기

질(t=-6.688,p<.001)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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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성별
-.149 .051 -.227 -2.900**

유

요인

유아의

기질
-.386 .058 -.595 -6.688***

환경

요인

민주

태도
-.095 .110 -.098 -.863

통제

태도
.083 .055 .127 1.515

정

태도
.045 .088 .060 .508

의존성조장

태도
.072 .045 .127 1.601

상수 1.296

R

R²(Adj-R²)

.623

.388(.352)
F값 10.980***

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에 의하면 기질(β=-.595),성별

(β=-.227)순으로 유아의 근육 운동능력 체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근육 운동능력 체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성별과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근육 운동능력 체에 한 향력이 높고,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근육 운동능력 체에 한 향력이

높은 것을 보여 다.

<표 Ⅴ-20> 근육 운동능력 체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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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신체활동에 한 상 향력

유아의 신체활동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비롯해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과 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그 향력의 양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하여 신체활동의 하 역 6가지를 각각 종속변수로,유아의 연령

성별과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신체활동의 하 역인 소비 칼로리와 보행수는 독립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좌업 활동,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

도 활동은 독립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1)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에 한 상 향력

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

-21>과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3.998,df=6,104,p<.01)하며,

상 계수는 .462(Adj-R²=.160)로 유아의 소비 칼로리의 16%가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 가

.948,VIF는 1.054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연령,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

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소비 칼로리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연령(t=3.486,p<.01),성별

(t=-2.056,p<.05),기질(t=-2.500,p<.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독립변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에 의하면

연령(β=.321),기질(β=-.259),성별(β=-.184)순으로 소비 칼로리에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에 인구학 요

인인 유아의 연령과 성별,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연령이 높을수록,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

로운 기질 유아보다 소비 칼로리에 한 향력이 높고,남아가 여아보다

소비 칼로리에 한 향력이 높은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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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연령
41.420 11.883 .321 3.486**

유아의

성별
-39.817 19.369 -.184 -2.056*

유

요인

유아의

기질
-55.445 22.178 -.259 -2.500*

환경

요인

민주

태도
-5.627 41.363 -.018 -.136

통제

태도
-24.179 20.565 -.113 -1.176

정

태도
-52.865 33.105 -.215 -1.597

의존성조장

태도
-8.253 17.251 -.044 -.478

상수 419.865

R

R²(Adj-R²)

.462

.214(.160)

F값 3.998**

<표 Ⅴ-21>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5,**p<.01

(2)신체활동의 보행수에 한 상 향력

신체활동의 보행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Ⅴ-22>와

같다.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F=5.082,df=6,104,p<.001)하며,상

계수는 .507(Adj-R²=.206)로 유아의 보행수의 20.6%가 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 가 .948,

VIF는 1.054로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독립변수인 연령,성별,기질,민주 양육태도,

통제 양육태도, 정 양육태도,의존성조장 양육태도 보행수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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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β)
t

B 표 오차

인구학

요인

유아의

연령
2175.385 525.363 .371 4.141***

유아의

성별
70.876 856.336 .007 .083

유

요인

유아의

기질
-1922.764 980.511 -.198 -1.961

환경

요인

민주

태도
-4783.289 1828.705 -.330 -2.616**

통제

태도
-982.826 909.189 -.101 -1.081

정

태도
893.700 1463.598 .080 .611

의존성조장

태도
1196.504 762.699 .140 1.569

상수 20941.099

R

R²(Adj-R²)

.507

.257(.206)

F값 5.082***

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연령(t=4.141,p<.001)과 민주 양

육태도(t=-2.616,p<.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독

립변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에 의하면 연령(β=.371),

민주 양육태도(β=-.330)순으로 보행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이는 신체활동의 보행수에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연령과 환경 요

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보행수에 한 향력이 높고,어머니가 민주 양육태

도일수록 보행수에 한 향력이 낮은 것을 보여 다.

<표 Ⅴ-22>신체활동의 보행수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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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운

동능력

이동운

동능력

사물조

작능력

근육

체

잡기

능력

시각운동

조정능력

소근육

체

소비

칼로리
.025 .277** .001 .103 .161 -.141 -.184

좌업

활동
-.068 -.048 .071 -.024 .008 -.119 -.184

강도

활동
.052 .068 -.018 .046 .261* .186 .254**

강도

활동
.071 .064 .069 .096 .175 .149 .246**

고강도

활동
.085 .135 .105 .143 .182 .012 .120

보행수 .175 .186 -.008 .163 .281* .018 .021

4.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의 계

운동능력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하 역과 신체활동을 나타내는 여

섯 가지 하 역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 률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23>과 같다.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의

계를 살펴보면, 근육 운동능력인 이동운동능력은 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r=.277,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소근육 운동능력인

잡기능력은 신체활동의 강도 활동(r=.261,p<.05)과 보행수(r=.281,

p<.05)간에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소근육 운동능력 체는 신

체활동의 강도 활동(r=.254,p<.01)과 강도 활동(r=.246,p<.01)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달리기,공 던지기처럼 몸

통이나 팔·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 운동의 경우,같은 움직임

에도 에 지 소비가 많아 신체활동 수치 역시 높아지는 반면 쓰기나

종이 기 등과 같이 팔과 손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은

체 으로 강도의 활동이 많아 같은 움직임에도 에 지 소비량이 고

신체활동 수치도 높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표 Ⅴ-23>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의 상 계수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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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논의

이 연구는 3,4,5세 유아를 상으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이

유아의 연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유아의 연

령 성별,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 향력은 어떠한지 악

하고자 하 다. 한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에 유의한 상 이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해 서울과 울산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3,4,5

세 유아 11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고,연구문제에 따라 유아의 운

동능력과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인구학 변인인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운동능력에 성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사물조작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시각운동조정능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

다.사물조작능력은 5세 남아가 5세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시각운동

조정능력은 5세 여아가 5세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능력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

(Keogh,J.& Sugden,D.,1985;박 근,2005)의 결과를 입증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유아의 운동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

다. 한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성장발달에 따른 체격과 체

력의 변화로 남아와 여아 사이에 운동능력의 차이가 나타난 것임을 보여

다.따라서 운동능력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남

아와 여아의 신체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에 합한 신체활동이 권장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유 요인인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운동능력에 기질의 구성요인 활동수 과 주의집 력

지속성의 요인이 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근육 운동능력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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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고정운동능력,이동운동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와 소근육 운동

능력의 하 역인 시각운동조정능력이 기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이 나타났다.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고정운동능력,

이동운동능력, 근육 운동능력 체,시각운동조정능력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순한 기질의 유아들이 기질 구성요인

활동수 과 집 력 지속성 요인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과 련이 있으며,활동수 이 높은 유아가 근육 운동능력

이 우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활동성이 순발력과 민첩성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Butcher& Eaton(1989)의 연구결과가 부분 으로 일치한

다. 한 주의집 과 운동능력의 계에 한 연구에서 주의집 력이 높을수

록 총 운동능력과 복합운동기능의 응성이 높다는 오연주·조복희(2001)의

연구결과와 집 력 지속성의 기질 요인이 높은 유아가 소근육 운동능력

인 시각운동조정능력이 우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일치한다.이러한

사실은 타고난 유 요인에 따라 활동수 의 기질요인은 근육 운동

능력에 향을 미치고,주의집 력 지속성 기질 구성요인은 소근육 운

동능력에 향을 주어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 보다 운동

능력이 우수한 것임을 보여 다.따라서 유아의 기질 성향을 악하여

부족한 운동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유아의 운동능력은 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

이가 있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운동능력에 애정-자율 양육태도인 정

양육태도와 애정-통제 양육태도인 의존성조장 양육태도가 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이동운동능력과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

타났다.이동운동능력은 어머니가 정 양육태도인 유아의 수가 가장

높았고,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는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

아의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와 유아의 다 지능과의 연 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 으

로 일치한다.다 지능의 신체운동지능은 운동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도의 기술 이고 세련된 동작을 표 하기 해 몸을 지혜롭게 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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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용가나 운동선수 등을 떠올릴 수 있으며,몸의 움직임을 조 하고

손이나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이런 신체운동지능은 장 숙·강경석·송경희(2003)의 연구에 서

부모의 애정 양육태도,자율 양육태도,통제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남이 입증되었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제 양육

태도로,본 연구의 의존성조장 양육태도는 애정-통제 양육태도에 해당

하며,부모의 한 통제는 자녀가 문제해결방식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

했을 때 자녀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수 있고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하순련·서 아(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어

머니의 애정과 통제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운동능력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다.따라서 유아의 운동능력 향상을 해서는 부모

의 한 애정과 통제의 양육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유아의 신체활동은 인구학 변인인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모든 하 역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소비 칼로리와 좌업 활동은 5세 유아의 신체활동 수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도 활동, 강도 활동,고강도 활동,보행

수에서는 모두 4세 유아의 신체활동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강도 활동과 보행수를 제외한 나머지 하

역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

히 신체활동의 부분의 하 역에서 4세 남아의 신체활동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은 여겨 볼만하다.이러한 결과는 유아기가 속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과 유의한 계가 있다.연령이 증가

할수록 신체발달의 양 ·질 성장이 이루어지며 유아의 움직임은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진다.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4세의 경우 3세보다 움직임이 다양하고 5

세보다는 운동기능이 떨어지나 그 어느 때보다 움직임에 한 욕구가 왕

성하고 자기 통제와 제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진다.따라서 연령에 따른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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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유아의 신체활동은 유 요인인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신체활동에 기질의 구성요인 활동수 이 향을

미침을 확인했다.신체활동의 하 역인 소비 칼로리와 보행수에서 기

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보다 소비 칼로리와 보행수의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까다로운 기질 유아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

타난 활동수 의 기질 구성요인이 순한 기질 유아의 신체활동에 향을

미친것으로 보여진다.활동수 은 유아의 신체 에 지를 뜻하는 것으로,

신체 에 지가 높은 유아들은 움직임에 한 욕구가 커 수업 시간에 가

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는 반면,신체 에 지가 낮은 유아들은

매우 구조화된 환경에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잘 감내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이는 순한 기질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 유아 보다 활동수

이 높아 신체활동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임을 보여 다.따라서 유아의

기질 성향을 악하여 신체 에 지가 높은 유아들은 움직임에 한 욕

구를 효과 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반 로 신체 에 지가 낮

은 유아들은 움직임에 한 동기부여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유아의 신체활동은 환경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신체활동에 애정-통제 양육태도인

의존성조장 양육태도가 향을 미침을 확인했다.신체활동의 하 역인

고강도 활동과 보행수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이 나타났다.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인 유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의 유아들 보다 고강도 활동과 보행수에서 신체활동 수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능력인 신체

활동성과의 연 성을 연구한 김재희·박경란(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신체 활동성은 신체를 극 으로 움직이고 래 친구들과 신체

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즉,신체 활동성이 높

은 유아들은 놀이할 때 신체를 움직이는 동 인 활동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애정 양육행동이 높은 어머니들이 상 으로 낮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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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에 비해 자녀의 신체 활동성에 한 심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향

이 있다는 연구(김재희·박경란,1998)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통제 일수록 유아의 신체 자발성이 높아지며 놀이 활동 시,유아의

신체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박정연·이성희(2009)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어머니가 의존성조장 양육태도일 때 신체활동 수치가 높다는 결과와

련이 있다.여기서 신체 자발성이란 신체를 극 으로 움직이고 운동

기능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어머니의 애정과 통

제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다.따라서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해서는 부모의 한 애정과 통제의 양육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유아의 운동능력은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성별과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유아의 신체활동은 인구학

요인인 유아의 연령과 유 요인인 유아의 기질,환경 요인인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고정운동능력은 유아의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

쳤고,이동운동능력은 유아의 성별과 기질,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사물조작능력은 유아의 성별과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 근육 운동능력 체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한편 유아의 신체활동의 하 역인 소

비 칼로리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기질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보행

수는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운동능력은 유 요인이,유아의 신

체활동은 유 요인과 환경 요인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따라서 유아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권장하기

해서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 인 책 마련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은 한 계가 있다.이

연구에서 유아의 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이동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의 하 역인 잡기능력,소근육 운동능력 체가 신체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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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과 부분 으로 정 상 이 있음을 확인했다.이동운동능력은

신체활동의 소비 칼로리와 유의한 정 상 이 있었고,잡기능력은 신체

활동의 강도 활동과 보행수와 유의한 정 상 이 있었으며,소근육

운동능력 체는 신체활동의 강도 활동과 강도 활동 간에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달리기,공 던지기처럼 몸통이나 팔·다

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 운동의 경우,같은 움직임에도 에 지

소비가 많아 신체활동 수치 역시 높아지는 반면 쓰기나 종이 기 등과

같이 팔과 손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은 체 으로 강도

의 활동이 많아 같은 움직임에도 에 지 소비량이 고 신체활동 수치도

높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따라서 운동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해서는 무조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한 신체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 을 가지

고 있다.

첫째,이 연구는 유아의 신체활동을 유아교육기 이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해 측정하 다는 이다.연구 상이 어린만큼 유치원이라는 특정

장소와 교사라는 특정 주변 인물 등 환경 요인이 결과에 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신체활동 측정을 유아가 하원한 뒤 집에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게도 유아의 기질과 교사와의 계에

한 설문을 진행한다면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한 폭넓은 이해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설문지의 응답내용 분석결

과 특정 기질 구성요인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이다.유아의 기

질을 알아보기 하여 어머니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설문

에 한 응답의 신뢰도가 기질 구성요인 반응역,기분상태,집 력

지속력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반응역과 집 력 지속력의 기질요

인은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지

만 기분상태 기질요인은 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학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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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

첫째,유아의 운동발달을 이해하기 해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간의

계를 알아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원인을 유 특성과 환경 특성

으로 나 어 두 측면 모두 분석하 다는 이다.그동안 운동능력에

한 다수의 연구가 신체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었고,운

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에 한 연구 한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인구학 변인에 한 내용이 부분이었다.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원인에 하여 논의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둘째,이 연구는 유아의 신체활동을 과학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객

측정방법 하나인 동작가속도계를 통해 연구결과를 실증 으로

확인했다는 이다.그동안 신체활동을 측정했던 많은 연구들이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 과정이 단순한 설문지나 일지 형식의 주 측

정방법을 사용하거나,객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행시만 측정이

가능하고 운동 강도,형태,지속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부분

이었다.따라서 이런 에서 이 연구는 유아의 신체활동을 3차원 동작가

속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활동 강도와 빈도 활동 시간 등 정

한 분석이 가능하 고 그 함의에 하여 논의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셋째,이 연구는 기 움직임기술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맞게 운동능력을 근육 운동능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으로 나 어 측정하

다는 이다.그동안 유아의 운동능력을 측정했던 부분의 연구가 민

첩성,순발력, 응성 등 체력 구성요소를 심으로 결과 지향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 움직임기술 측정은 기존에 사용되

어온 측정 방법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문 지식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아직 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기

움직임기술 측정도구는 측정항목들이 운동발달 연구자들이 제시한 유아

의 운동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결과와 과정을 두루 평가할 수

있어 어린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의 오차와 한계를 일 수 있다

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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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이 연구를 통해 밝 진 유아의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요인,유 요인,환경 요인들의 상

향력에 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운동발달에 한 반 인 이해를 높이

고 이를 바탕으로 장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이 제

공되었을 때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다.그동안 유아의 신체활동

향상을 한 다양한 운동 로그램들이 소개 되었지만 유아교육기 에서

의 장성을 고려한 로그램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구성과

신체활동 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장에 용된다면 실효성이 높을 것

이라는 실용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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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서울 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박지은입니다.

이 조사에 조해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운동능력

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함으로써 유아의 성장 발달에 요

한 지표가 되는 운동능력과 신체활동에 유 특성인 유아의 기질과

환경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향력에 하여 알아보

고 유아의 운동발달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응답한 내용과 조사결과는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연구의 자료로서 통계수치로만 발표될 것

입니다.

한 문항에 한 답은 하나여야 하고,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셔야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니,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조사에 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학교 동과정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박지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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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아님

거의

아님

어쩌다

한번씩
가끔씩 자주

매우

자주
항상

1
우리 아이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 에 변을 본다.

2

우리 아이는 모르는 아이를

만나거나 새 친구를 사귈 때

수 어한다.

3

우리 아이는 우리 집과 규칙

이 다른 가정의 규율에 응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4

우리 아이는 악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이상한 냄새를 빨리

맡으며 언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한 것입니다.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유아가 실제로 얼마나 그 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여 자신

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리 아이는 수 음을 잘 탄다.

아님

거의

아님

어쩌다

한번씩
가끔씩 자주

매우

자주
항상

○

(만일 귀 의 자녀가 수 음을 거의 타지 않으면,『거의 아님』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부록 1>유아의 기질 설문지

✼ 유아의 기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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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아이는 시장에(쇼핑을)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탕,

장난감,옷 등을 사주지 않으

면 크게 울고 떼를 쓴다.

6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망가지거나 놀이가

망쳐지면 많이 속상해한다.

7
우리 아이는 목욕할 때 심하게

철벅거리며 장난을 많이 친다.

8

우리 아이는 색깔에 해 민

감하게 반응한다.가령,색깔

이 쁘다든지 다든지 곧잘

이야기 한다.

9

우리 아이는 한참 졸라 다가도

무엇인가 다른 할 일이 주어

지면 더 이상 보채지 않고 조

용해진다.

10

우리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옷을 못 입게 해도 별 군소리

없이 엄마의 선택에 따른다.

11
우리 아이는 이 에 싫어했던

음식을 지 은 안 먹는다.

12

우리 아이는 매일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어떤 날은 많

이 자고 어떤 날은 게 잔다.

13
우리 아이는 새로운 음식을 먹

어 보기 좋아한다.

14

우리 아이는 음식이 뜨겁거나

차가운 데 해 별로 상 하

지 않고 먹는다.

1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논다.

16

우리 아이는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나면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가 어렵다.

17

우리 아이는 새로운 운동( 뛰

기,자 거 타기,스 이트 등)

을 배우게 되면 오랫동안 거

기에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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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 아이는 놀이터나 공원 등

집 밖에 나가서도 장난감이나

인형을 가지고 조용히 논다.

19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이 생기면

크게 흥분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20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의집을 3-4

번 방문하고는이내친숙해진다.

21
우리 아이는 밤에 잠자리에 든 후

매일 같은 시간 안에 잠이 든다.

22

우리 아이는 옷이 낀다거나,어

딘가 가렵다던가 불편한 데

해서 몹시 민하여 곧 잘 불

평을 터뜨린다.

23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주 다툰다.

24
우리 아이는 기분이 상하면

달래기 힘들다.

25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음식에

해 무척 반가워하나 싫어하

는 음식에 해서는 강한 거

부감을 보인다.

26

우리 아이는 가족과 여행을

가면 곧 새로운 환경에 잘

응한다.

27
우리 아이는 배고 하는 시간

가 매일 일정하지 않다.

28

우리 아이는 우리 집을 방문

한 낯선 어른들에게 잘 다가

가며 쉽게 친해진다.

29

우리 아이는 머리 깎기,빗질,

목욕 같은 것을 한번 하지 않

으려고 하면 그 고집이 최소

한 몇 개월까지 지속된다.

30

우리 아이는 부모가 꾸짖거나

야단을 칠 때 크게 울거나 소

리를 지르는 등 심하게 반항

하기 보다는 울먹이거나 징징

거리는 등 약하게 불평하는

정도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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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장보

러 가는 것(쇼핑)을 즐거워한다.

32

우리 아이는 부모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해 잊지 않

도록 부모에게 계속 물어본다.

33

우리 아이는 동화를 들려주거

나 노래를 불러주면 얌 히

앉아서 듣는다.

34

우리 아이는 어떤 일에 화가

나면 집어던지고,울고,소리

지르고 혹은 문을 꽝 닫는 등

의 행동을 한다.

35
우리 아이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한다.

36

우리 아이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 에 간식을 달라고 하거

나 먹는다.

37

우리 아이는 새로운 상황( :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것 등)에

처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불안

해한다.

38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놀이를

못하게 했을 때 약간의 떼를

쓰거나 혹은 약간 징징거리는

정도로 그치는 편이다.

39

우리 아이는 토놀이,TV보

기,책읽기,그림책 보기 등 비

교 조용한 놀이를 좋아한다.

40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도와주려해도 자기가 하던

방식 로 혼자서 계속해서 하

려한다.

41

우리 아이는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헤집

고 다닌다(조용한 놀이를 즐기

지 않고,여기 기 뛰면서 돌

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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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 아이는 자기가 싫어하는

옷을 입히려 하면 심하게 반

항하고 소리 지르며 운다.

43
우리 아이는 빛의 밝고 어둠에

해 매우 민감하다.

44

우리 아이는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 :어린이집

에 가지 못하는 날 등)새로운

일과에 쉽게 응한다.

45

우리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

없이 혼자 새로운 상황( :어

린이집,학원,캠 에 가는 것

등)에 남게 되면 당황해 한다.

46

우리 아이는 식사시간이 한

시간이상 늦어지더라도 보채

지 않고 가만히 잘 기다린다.

47

우리 아이는 옷이 더러워지거

나 젖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48

우리 아이는 부모와 하루 동

안 일어난 일에 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49
우리 아이는 화가 나더라도

방 풀어진다.

50

우리 아이는 화,운동 경기,

긴 TV 로그램 등이 완 히 끝

날 때 까지 가만히 앉아서 본다.

51

우리 아이는 지나치게 시끄러

운 음악이나 소리에 해 불

평을 하지 않는다(시끄러운 소

리에 무감각한 편이다).

52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

투거나 틀어지고 들어오면 부

모에게 그 아이에 한 불만

을 얘기한다.

53

우리 아이는 매일 먹는 음식

의 양이 같지 않아서,어떤 날

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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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 아이는 집안이나 집밖에

서 움직일 때 가만히 걸어 다

니지 않고 요란하게 뛰어 다

니는 편이다.

55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장난감

을 가지고 놀 때 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소란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겨우 잠깐

쳐다보는 정도이다.

56

우리 아이는 엄마가 바빠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 수

없을 때,엄마를 쫓아다니지

않고 혼자서 다른 일을 한다.

57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가 자신

의 장난감을 빼앗아가도 크게

반항하지 않는다(불만을 터뜨

리더라도 조용하게 표 한다).

58

우리 아이는 공원이나 낯선

곳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아이

들과도 방 어울려 논다.

59

우리 아이는 부모와 함께 집

을 떠나 다른 장소에 가면 며

칠씩 새로운 잠자리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60
우리 아이는 집안이나 집밖에서

의 온도차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61

우리 아이는 뭔가를 가지고 놀

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단시

키고 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다.

62
우리 아이는 게임에서 졌을 때

쉽게 화를 낸다.

63

우리 아이는 빨리 등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빨리 형님반이

되기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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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 아이가 시장을 보는 도

(특히 상 에 갔을 때)에 장

난감이나 사탕을 사달라고 졸

라 때, 신 다른 물건을 사

주더라도 쉽게 받아들인다.

65

우리 아이는 주말이나 휴일에

깨워주지 않아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간 에 일어난다.

66

우리 아이는 어떤 과제를 시작

하면(블록 쌓기,그림조각 맞추

기,그림 그리기 등)시간이 오

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쉬지 않

고 한다.

67
우리 아이는 새 옷보다 입던

옷을 입고 싶어 한다.

68

우리 아이는 낯선 어른 앞에

서 잠시 부끄러워하다가도 곧

( 략 30분 이내)친숙해진다.

69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

때,뛰고 기어오르고 매달리는

등 쉴 새 없이 움직인다.

70
우리 아이는 기분이 나쁘더라

도 쉽게 풀어진다.

71

우리 아이는 장난감이나 게임

이 어려우면 곧 포기하고 다

른 놀이를 한다.

72

우리 아이는 손톱 깎기,머리 빗

기 등 아이가 싫어하는 일이라

도 텔 비 을 보게 하거나 아

이가 즐거워하는 다른 무엇인가

를 하도록 해주면 쉽게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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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질문들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한 생각이나 태도를 알기 한 것입

니다.각 질문의 내용은 어머니께서 평소 자녀에 해 행하시는 행동이나 태도,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가끔은

그 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 다

1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한 사

랑을 느끼고 표 하십니까?

2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필요와

심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3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교우 계,

즐겨하는 활동이나 운동 등에

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어머니께서는 자녀와의 친

한 계를 즐기십니까?

5
자녀가 어머니께 기쁨의 원

천이 됩니까?

6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자녀의 안

녕을 바라십니까?

7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외모가

매력 이거나 는 잘 생겼

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자

녀는 한 것 같습니까?

9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바람직

한 정서 기질을 지니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어머니의 양육태도 설문지

✼ 어머니의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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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을

찬성하는 편이십니까?

11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다른 어

린이 는 어른과 잘 사귄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한 애

정을 표 하십니까?

13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칭찬해

주고 자녀의 행동을 자랑스럽

게 여기십니까?

1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에 따

라 반응하십니까?

15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복과 평

안에 심이 있으십니까?

16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둔 것이

기쁘십니까?

17

어머니께서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종종 어머니가 하

십니까?

18

어머니께서는 어렵거나 힘든 상

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십니까?

19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아직 약

하고 무력하고 미성숙하여 과

도한 도움,보살핌,지지가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20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학업이나

학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피

난처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21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수고하지

않도록 자녀의 필요를 과도하

게 미리 견하십니까?

22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과

자녀가 성취해낸 일(그림그리

기,만들기,놀기)에 심이 많

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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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머니께서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정서 으로 강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느끼십니까?

24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25
어머니의 주 심 상은 자녀

입니까?

26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한 강

한 기 가 있으십니까?

27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바람직한

계 맺기를 매우 원하십니까?

28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원하십니까?

29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한

이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

는 권 를 가지고 계십니까?

30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자녀의 시도를 좌 시

키십니까?

31
어머니께서는 엄격하고 제한

인 규칙을 확립하셨습니까?

3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어떤 일

을 할 때 기꺼이 부모의 간섭

없이 혼자 하게 하십니까?

33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엄마의

감독 없이 자기 자신의 심

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십니까?

34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해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게 허용하십니까?

35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가정이

나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독립

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참

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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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기꺼

이 행동의 자유를 주십니까?

37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버릇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해 잘

못된 행동을 히 주거

나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38

어머니께서는 많은 규칙과 규

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39

어머니께서는 규칙을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40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표 과 움

직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통제하기

해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까?

42

어머니께서는 자녀는 부모의

바램에 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43

어머니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해서 반드시 두려

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4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의지를

꺾고 자녀에게 부모의 의지를

강요하십니까?

45

어머니께서는 두려움이나 엄

한 벌을 이용하여 이고

제한 인 권 자가 되고자 노

력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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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orAbilityandPhysical

ActivityonChildren's

TemperamentsandMother's

ParentingStyles

Park,Jieun

DepartmentofProgram inEarlyChildhood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investigated3-to5-year-oldchildren'smotorability

and physicalactivity depending on theirage,gender,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yle.Italso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betweenmotorabilityandphysicalactivity.

111childrenwererecruitedfrom twokindergartensinSeouland

Ulsan,Korea.Theparticipants'motherswereaskedtocompletethe

questionnaires designed to investigate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parentingstyle.Children'smotorabilitywasmeasuredby

PDMS-2(PeabodyDevelopmentalMotorScales-2),andtheir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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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wasmeasuredbyActigraphGT3X.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two-wayANOVA,Pearson’scorrelationandmultipleregression.

Themain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1.Children'smotorability showedasignificantdifferencebytheir

genders.Boysweresignificantlyhigherthangirlsinthemanipulationin

thegrossmotorabilityandGirlsweresignificantlyhigherthan

boysinthevisualmotorintegrationinthefinemotorability.

2.Children'smotorabilityshowedasignificantdifferenceby their

temperamenttypes.Childrencategorizedaseasytemperamenttype

weresignificantlyhigherthandifficultchildreninthestationary,

locomotion,manipulationin thegrossmotorability andthevisual

motorintegrationinthefinemotorability.

3.Children'smotorabilityshowedasignificantdifferencebymother's

parentingstyles.Childrenwhosemothersemployingpositiveparenting

stylewerehighestinthelocomotioninthegrossmotorability,and

children whose mothers employing dependency-fostering parenting

styleswerehighestinthetotalgrossmotorability.

4.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 theallpartsofthephysical

activitiesbychildren’sage.Ontheotherhand,children'sphysical

activityshowednosignificantdifferenceintheirgenders.

5.Children'sphysicalactivityshowedasignificantdifferencebytheir

temperament types. Children of easy temperament 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difficultchildren in daily consuming

caloriesandtotalnumberofsteps.

6.Children'sphysicalactivityshowedasignificantdifferencebytheir

mother's parenting style.Children whose mothers employing

dependency-fostering parenting style were the highes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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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orousactivityandtotalnumberofsteps.

7.Children'smotorabilityhadsignificantimpactonchildren'sgender

andtemperament,whilechildren'sphysicalactivityhadsignificant

impactontheirage,temperamentandmother'sparentingstyle.

8.Therewasapartiallypositivecorrelationbetweenthemotorability

andthephysicalactivity.Locomotionshowedpositivecorrelationwith

totalconsumingcalories.Graspingabilitywaspositivelyassociated

withthelightphysicalactivityandtotalnumberofsteps.Total

finemotorwaspositively correlatedwith both thelightand the

moderatephysicalactivity.

keywords:temperament,parentingstyle,motorability,physical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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