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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요성에 주목하여 유아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유

아 효능감의 향에 해 살펴보았다.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유아

의 재 발달 수 이나 성취보다는 미래의 수행 가능성과 수행 과정에

을 둔 변수로 유아의 동기와 련이 있다.구체 으로 이 연구에서

는 이들 변수의 양상과 변수들 간의 상 계 경로를 분석하 다.어

머니의 심리 특성인 불안과 자녀에 한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과제 재도 반응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고찰하 다.

이를 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 4곳에서 만 5세 유아 213명과 유

아의 어머니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어머니 질문지는 최종 으로

201부가 회수되었다.유아를 상으로 퍼즐실험 과제를 이용하여 과제

재도 반응을 측정하 고,손인형 인터뷰의 방법으로 과제수행 효능감

을 측정하 다.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수집된 자료는 PASW 18.0

로그램과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

도분석,백분율,평균,표 편차,상 계 분석,독립표본 t검정,경로분

석을 사용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의 상 유아들은 앙값보다 높은 수 의 도 지향

과제 재도 반응을 나타냈으며,어머니들은 자신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을 앙값 이하로 지각하여 자신의 양육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이와 함께 실패 후 재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낮은 퍼즐 완성 능력과 련이 있었다.

둘째,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자율성 억압 양육은 유아의 부정

과제수행 효능감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과,어머니의 심

리 통제 양육 애정 통제 양육은 유아의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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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성취 심은 심리 통제

양육 애정 통제와 같은 부정 양육과 정 인 상 을 나타냄과 동시

에,자녀의 정 발달을 측하는 과제수행 효능감과도 정 인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어머니의 불안은 심리 통제 양육인 자율성 억압과 애정 통제

에 직 인 향을 미쳤다.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에

는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낮았고,애정을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쳤다.더불어

효과분해 결과,어머니의 불안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부정 인

간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 불안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갖는 간 효과는 자율성 억압 양육 성취 심이 갖는 간 효과보다 더

큰 효과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어머니의 불안은 성취

심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어머니의 성취 심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

능감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과제 재도 반응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 통제 양육의 부정 효과를

확인하고 성취 심 요인의 독특한 특성을 악하 다.부모는 자녀가 스

스로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을 수용하며,

압박 인 평가나 목표,요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녀의 성취나 학업에 한 어머니의 심이 정과 부정의 양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과도하지 않은 한 수 의 성취 심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도모하기 해서는 어머니

의 자율성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

이 가장 정 인 것으로 측된다.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

양육으로 인한 유아의 높은 과제수행 효능감은 실패의 경험 이후에도 유

아가 미래에 한 정 인 기 를 갖고,자신을 신뢰하며,새로운 과제

에 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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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 수 을 낮출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

심리 통제 양육을 지양하고 자율성 지지 양육을 실제 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제수행 효능감,동기,심리

통제 양육,성취 심,어머니의 불안

학 번 :2011-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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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 없이 많은 도 상황에 처한다.다양한

생애 발달 과업을 이루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도 해야 하며,크고 작

은 실패와 좌 을 경험한다.그런데 실패 후에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도

상황에 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과거의 실패에 좌

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 하하며 새로운 도 에 한 의욕을 잃어버리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실패의 경험을 거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 번 실패한 과제에 도 하는 사람이 있다.그

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이며,언제부터 나타나는 것

일까?인간이 실패와 좌 ,도 과 성취에 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기

에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할 수 있다면,

이는 인간의 이후 발달에 매우 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에 한 연구들은 재 발달 수 이나 성취 수

,과제의 수행여부에 을 맞추고 이들 결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유아

의 발달 성취 수 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하지만 유아는 무궁한 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재 이들이 이룬 성취나 발달은 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작은 부분일 수 있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재 수행이나 결과가 아닌 미래의 수행 가능성과 수행의 과정에

을 두고자 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나 수행

을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제에 집 해 있다.그러나 과제가 어렵고 도

으로 변하면,즉 결과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시 한 번 도 할

것인가 혹은 도 을 회피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 요성이 분명해진다

(Reeve,2008).결국 어렵고 도 인 상황,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나

타나는 인간의 반응은 쉽고 정 인 상황이나 성공이 반복되는 상황에

서 나타나는 반응 못지않게 인간의 이후 수행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쉽고 정 인 상황보다 실패가 반복된 후 재도 상황에서의 반

응이 인간의 이후 수행과 성취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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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실패의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도 상황에 한

유아의 반응 패턴은 4-5세경에 나타나며 이후에도 지속된다(Cain &

Dweck,1995;Dweck,1991;Smiley& Dweck,1994).유치원 시기에 측

정된 도 상황에 한 반응의 패턴은 5년 후 아동 스스로와 교사에

의해 보고된 아동의 우울 부정 자기-가치의 험을 측하 다

(Kistner,Ziegert,Castro,& Robertson,2001).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도

회피 반응 패턴은 아동의 심리 응에 치명 이며(Burhans&

Dweck,1995),이후의 낮은 성취를 측(Fincham,Hokoda,& Sanders,

1989)할 뿐 아니라,도 에 한 유아의 회피 반응은 학령기 아동에게

발견되는 무기력과 유사하다(Ziegert,Kistner,Castro,Robertson,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실패 후 재도 상황에 한 반

응이 이후 인간의 발달 정서를 측하는 요한 측 요인임을 강조

하고 있다.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련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에게 발달 으

로 합한 과제인 퍼즐과제를 이용하여 불가능한 퍼즐을 맞추는 실패의

경험 이후 새로운 도 에 한 반응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이러한 상황

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도 지향 반응과 도 회피 반응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체로 개념화하 다.과제 재도 상황에서 나타나

는 유아의 도 지향 반응은 실패를 정 인 방식으로 귀인하고 미래

수행에 해 정 인 기 를 가지며,새로운 도 을 하는 것이다.반면

유아의 도 회피 반응은 실패를 부정 인 방식으로 귀인하고 미래 수

행에 해 부정 인 기 를 가지며,새로운 도 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

성된다.과제 재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기의 도 지향 반응은

아동기의 수행 증가를 측(Kenney-Benson,Pomerantz,Ryan,&

Patrick,2006;Turner& Johnson,2003)하 으며,도 회피 반응은

유아의 심리 부 응(Burhans& Dweck,1995),우울 부정 자기가

치(Kistneretal.,2001),이후 수행의 감소(Turner& Johnson,2003)와

련이 있다.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이 이후의 삶에서 지속되고(Cain& 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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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Dweck,1991;Smiley& Dweck,1994),아동기의 심리 ,학업

발달을 측하는 등 요한 의미를 지닌 변수 임에도 불구하고,이와

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후기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도

회피 인 반응 즉,무기력에 한 국내 련 연구(권순희,권순녀,2008;

김 미,2010,2012;문은식,배정희,2010;배정희,강승호,2008;안명희,

2011)들은 도 에 한 반응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함으로

써 측정에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설문지를 이용한 측정은 도 에

한 반응을 객 인 수 에서 악하기가 힘들다는 ,도 에 한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도 반응

모두를 동일한 연구 상에게 설문지로 측정함으로 인한 과 추정의 문

제,연구 상을 아동기 후기 이후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등을 야

기한다.유아를 상으로 한 과제 재도 반응 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러

한 측정 방법의 문제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제 재도 반응

에 한 연구는 실험 상에게 실패 경험을 하도록 실험상황을 조작해야

하는 어려움과 연구윤리의 문제,그리고 측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더구나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이용

하여 유아의 도 회피 반응에만 을 맞추고 있어서,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 을 악하고 련 변인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유아의 동기나 도 에 한 반응을 설명하는 독립된 이론은 없지만,

기존의 동기 이론들은 실패 후 유아의 재도 반응을 이해하는 기 를

제공한다.내재동기 이론(Deci& Ryan,1985)에 따르면 도 자체나 활

동에 한 흥미 즉 내재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감에

한 믿음과 자율성을 토 로 과제에 한 정 인 반응을 지속한다.

내재동기 이론 하나인 효율동기 이론(Harter,1981)은 인간의 유능감

과 효율성을 동기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다.내재동기의 수 을 자기결

정성의 수 에 따라 분류한 자기결정성 이론(Ryan& Deci,2002)에서도

자율 이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개인은 실패 후에도 자신의 의지 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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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도 을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본다.더불어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욕구가 인간의 심리 성장과 발달에 특히 요하므로

이들 세 가지 욕구의 충족을 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이들

이론은 인간의 자율성과 유능성이 동기와 도 반응을 이해하는데 주요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과거 인간의 동기에 한 연구는 부분이 아동기 기 이후 청소년

과 성인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유아 어린 아동의 동기는 상 으

로 연구자들의 심을 받지 못했다.동기 연구의 반에는 도 에 회피

인 동기 패턴이 후기 아동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

(Dweck,1991)이었으며,이러한 은 동기의 근본이 인지 기제라고 알

려진 발달 이론과 함께 지속되었다(Kistneretal.,2001).이로 인해 유

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연구들도 주로 유아의 인지 반응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그러나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은 단지 인지 경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욕 하, 흥

미 상실,수동성 등 다양한 동기 경향을 나타낸다.그러므로 인지 측

면에서만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논의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동기

,인지 반응의 결과로 개념화하고,실제 인 실패 재도 상황에

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패 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개인 외 요

인과 내 요인 모두에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인간의 발달에 있

어 양육(nurture)혹은 천성(nature)의 논쟁은 끊임없이 제시되어 온 화

두이고,이제 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이 양육과 천성의 상호작용

의 결과라는데 동의한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

타나는 자녀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을,개인 내 요인으로는 유아의 효능감

을 고려하고자 한다.

발달 특성상 유아기는 사회 계의 폭이 좁고 아동 청소년기

보다 부모의 향이 큰 시기이므로,자녀의 발달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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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정서와 양육을 고려해야 한다.어머니의 심리 특성을 반 하는

여러 요인 하나인 불안은 따뜻하고 정 인 양육의 커다란 험요인

이 될 수 있다.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에 한 정서 거리감의 원인이

되며,자녀에 한 정서 거리감은 부정 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비

일 인 양육을 야기한다(Binger,2006).불안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

정 정서로 인하여 철회 이고 강압 인 유형의 양육을 하기 쉽다

(Field,2005). 한 불안은 양육 스트 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우경,김도연,2013),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과보호,과

도한 간섭 과도한 통제를 행사한다(소언주,도 심,2001;Ginsburg,

Grover,Cord,& Ialongo,2006;Ginsburg,Grover,& Ialongo,2008).불

안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 양육을 통하여 자녀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해하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어머니의 불안과 유아기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머니의 정서 특

성인 불안은 부정 양육을 통하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은 수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정의

되어 왔다.가장 리 알려진 부모 양육 분류 양식은 애정과 통제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하여 3-7가지로 분류(Baumrind,1966,1989,1991;Maccoby

& Martin,1983,Schaefer,1959)하는 방법으로,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

수 수행되었다(장유진,이강이,2014a에서 재인용).애정 차원에서는 자녀

에 한 애정이 높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정 발달을 도모한다는 합일

된 결과를 제시하 으나,통제에 한 부분에서는 연구 간 불일치가 있으

며 부모의 통제에 한 연구는 개념 ,경험 혼란을 보인다(Grolnick

& Pomerantz,2009).이에 부모의 통제를 심리 통제와 행동 통제로

구분한 연구들이 나타났는데,일반 으로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부모의 지

시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에 한 통제,그리고 성숙한 행동에 한 요구와

같은 ‘행동 통제’는 청소년기 유아기 자녀의 발달과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Hart,Newell,& Olsen,2003;Pettit,Laird,Dodge,Bates,

& Criss,2001).그러나 자녀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부모의 실망을



-6-

표 하는 것,애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심리 통제는 일반 으로 자녀

의 문제 행동(Barber& Harmon,2002;Wolfradt,Hempel,& Miles,2003;

Yang& Rettig,2003)과 련이 있었다.이 연구에서는 심리 통제 양육

을 자율성 억압과 애정 통제로 분류한다.심리 통제는 자녀 스스로의 생

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여하는 것을 포함한다.일반

으로 심리 통제와 상반되는 부모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이라고 논의된다.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다양한 측

면의 정 인 자녀 발달(김아 ,차정은,이다솜,임인해,탁하얀,송윤아,

2008;임지 ,2005;Deci& Ryan,2000;Grolnick,Ryan& Deci,1991;

Soenens& Vansteenkiste,2005)과 련이 있다.한편 애정 통제는 자녀

가 부모의 뜻 로 따르지 않을 때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이,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조건 으로 주는 방식의

양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를 상으로 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이나 심리 통제

양육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이들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선행연구에 따

르면 부모의 심리 통제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자기-규제,동기 등의 심

리사회 측면에 특히 부정 인 향(Aunola & Nurmi, 2005;

Galambos,Barker,& Almeida,2003)을 가지며,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의 양육은 높은 수 의 자녀 자율성 주도성 지향,자기 조 과 련

(김아 외,2008;Aunola,Viljaranta,Lehtinen,& Nurmi,2013;Deci&

Ryan,2000; Soenens& Vansteenkiste,2005)이 있다.결국 자녀의 자

율성을 통제하고 애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양육이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

에 특히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 통제 양육이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고,자율성 억압과 애정 통제를 하 요인으로 하는 부모의 심리

통제 양육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은 부모와 가정을 둘러싼 다양하고 다층 인

사회문화 요인에 향을 받는다.그러므로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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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회문화 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아

동 청소년들은 부정 인 도 반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이

는 사회·문화 요인,경쟁 학습 환경,학업 스트 스,부모의 성취압

력(이명진, 미미,2013)과 련이 있다.이러한 성취 주의 환경은 학

생의 자율성,유능성 학업 흥미를 앗아가므로(김성일,윤미선,소연희,

2008),자녀의 동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학업

성취에 한 압력은 더 강하게,어린 연령의 자녀에게까지 미치

고 있어서 이들 요인을 고려한 부모 양육 연구가 필요하다.유아가 스스

로 동기를 갖기 부터 다양한 과제와 학업 자극에 노출되고 있는 상

황,자율 인 흥미와 유능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아에게 부여되는 강요

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자율성을 하시켜서 낮은 과제 재도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해 부모가 갖는

정한 수 의 심은 자녀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김경근,2000;김 희,2002;Flouri,2006;Flouri& Buchanan,2004;

Miedel& Reynolds,1999;Sy,Gottfried,& Gottfried,2013)들도 있으므

로,유아기 자녀를 상으로 어머니의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개인 내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성취와 동기를 측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개념으로,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능력에 한 정 인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다(Bandura,1997).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단하고,효율성에 한 자기지각을 어

떻게 하느냐는 인간의 동기와 후속 행동에 향을 미친다(Bandura,

1986;김아 ,2010).효능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에 향을 미쳐

서 사람들이 어떤 도 을,어느 정도의 노력으로,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부분 으로 개인효능감에 기 한다.유아의

동기 자기효능감과 련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성공

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노력을 지속하며(Bandura& Cervone,1986),

자신의 행동을 효율 으로 조 하고(Tolli& Schmidt,2008),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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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Donovan,Hafsteinsson,2006)고 보고

하 다.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미래 수행에

해 보다 정 인 기 를 갖고,부정 인 결과에 압도되지 않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의 효능감 역시 부모의 양육에 향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부정 인 피드백을 받은 유아는 세상에 한 비 인 인식

에 기반하여 자신에 한 지각을 발달시키며(Camars,Ribordy,Hill,

Martino,Spaccarelli,& Stefani,1988),부모는 유아의 자아 발달에 요

한 향을 미친다(Wigfield& Eccles,2000).학령 기 유아의 자기지각

은 부모의 비하 단에 취약하며(Thompson& Goodvin,2005),부모

의 부 한 기 ,비하 단,조 함은 자녀의 부정 자기개념에

향을 미친다(Kelley,Brownell& Campbell,2000).결국 환경 요인인

부모의 양육은 개인 내 요인인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아의 과

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으므로,이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이 유아 효능감에,유아 효능감이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인간의 효능감은 다양하게 분류되며 다

면 인 속성을 갖는데(Bandura,1997),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효능감

과제수행 효능감을 고려한다.퍼즐을 완성하고 실패한 퍼즐을 다시 한

번 푸는 것과 같은 활동은 과제 풀이 능력 자신의 인지 능력에 한

효능감에 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불안,심리 통제 양

육 성취 심,그리고 유아의 효능감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구체 으로 어머니의 불안은 심리 통제인

자율성 억압 애정 통제,이와 더불어 성취 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은 유아의 효능감 과

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어머니의 심

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은 유아의 효능감을 매개로 과제 재도 반

응에 간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바,이들 간의 직간 인

향력을 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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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아의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에만 을 맞추

었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

을 도 지향 반응과 도 회피 반응의 연속체로 구성하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 된다.어머니 양육의

어떠한 특성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치는지,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유아 효능감의 향은 무엇인지를 악함으로써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증진하는 바람직한 어머니 양육과 유아 효

능감에 한 이해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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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해 유아의 과제 재도 반

응,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이론 으로 고찰하고 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련 이론을

고찰하고,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이 구체 으로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지 제시한다.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이론

동기 연구의 기,행동주의에 기반한 연구들은 특정 행동의 근원이

유기체 외부에 있다고 보고 강화와 처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유기체의

수행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 다.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근원을 유기체 외부에 두는 외재동기이론(extrinsicmotivation

theory)을 발 시켰다.이후,인간의 행동이 외 인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인간의 신념이나 태도,정서,사고와 같은 내 요인들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재동기이론(intrinsic motivation

theory)이 나타나게 되었다.결국 내재동기이론의 출 은 외재동기이론에

한 반발과 인간의 능동 이고 발 지향 인 성향에 한 믿음에 근거

하 다고 볼 수 있다.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이 특정 과제

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가에 있다.다양한 동기 이론들이 인간의 자율성

(autonomy)을 동기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

문이다.내재동기는 외부의 보상이나 외 압력이 아닌,특정 과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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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흥미를 토 로 그것의 즐거움과 스스로의 만족감을 해 행동하

는 것(Ryan& Deci,2000)을 의미한다.결국 내재동기에 한 연구들은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특정 과제를 선택하는지,그리고 얼마나 과제

수행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통하여 내재동기의 수 을 악하

고자 하 다.

그러나 인간의 동기에 한 연구는 부분이 아동기 기 이후 청소

년과 성인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유아 어린 아동의 동기는 상

으로 연구자들의 심을 받지 못했다.유아의 동기를 설명하는 독립된

이론은 없지만,일부 연구들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동기와 도 에 한

반응 패턴이 이후의 삶에 지속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 연구에

서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효율동기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1)효율동기이론

‘효율동기이론(effectancemotivationtheory)’은 다양한 내재동기 이론

하나로 RobertWhite(1959)가 개발한 동기이론이다.내재동기이론에

따르면 내재동기는 심리 욕구와 성장을 한 선천 추구로부터 자발

으로 출 한다.사람들은 내재 으로 동기화될 때,그 활동이 즐거워서

그리고 지 하고 있는 활동이 제공하는 도 감(senseofchallenge)을

해서와 같이 ‘흥미’에 따라 행동한다(Reeve,2008).인간의 내재동기와

과제 수행에 한 연구들은 인간의 유능감 자율감(Deci& Ryan,

1985),과제에 한 호기심,도 감,통제감,과제 수행의 맥락(Lepper&

Henderlong,2000)을 인간이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이라

고 보았다.

효율동기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특성 개인의 유능감(competence)을

동기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다.White(1959)는 인간의 행동이 항상 생

리 욕구나 본능,불쾌감의 회피를 통해 결정된다는 그 당시의 념에

반박하며,인간은 환경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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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역동 으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주장하 다.그리고 인간은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미치는 향력을 근거로 효능감을 획득한

다고 보았다.그의 동기이론은 최 로 효율성(effectance)과 유능성

(competence)개념을 포함한 동기 이론으로,인간이 유능감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한 이론 기반을 제공하

다.효능감과 결과 기 는 인간이 행동을 시작하고 조 하게 하는 인

과 결정요인들이며(Bandura& Jourden,1991),인간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효능감에 한 확신과 함께 그러한 행동이 정 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때 행동한다.

White(1959)이후 효율동기이론을 확장시킨 Harter(1981)의 확장 모

델에 따르면,인간의 효율동기는 성공 혹은 실패에 한 행 의 결과,보

상의 출처,과제난이도 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증진되거나 감소된

다.이와 더불어 성인의 승인이나 모델링 등 주요한 타자로부터의 사회

화는 아동의 효율동기에 향을 미치게 된다.아동기에 독립 이고 자율

인 시도에 해 강화를 받은 아동은 성취와 도 ,주도성 자기보상

체계에 한 기 을 차 내재화시킨다.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지각된

유능성을 높이고,내 으로 지각되는 자신에 한 통제를 강화하여 다양

한 상황에서 도 이고 정 인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자기 주도 인 도 의 경험과 유능성에 기 한 성공의 경험은 도

과제에 한 내재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반면,독립 이고 자율 인

시도에 해 부정 인 반응을 경험한 아동은 외 인 승인에 의존하고,

외부에서 정해 목표를 따르려는 경향을 갖게 되며,새로운 도 에

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결국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동기 성향을 결정

하여 낮은 유능감을 갖게 하고,성취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도록 하며,

자율 인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이러한 효율동기이론은 유

아 아동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환경의 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자기결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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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내재동기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다섯 개의 미니 이론으

로 구성된 거 이론(macrotheory)으로,여타 동기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발 과 성장을 한 인간의 능동 인 역할을 강조한다.이 이론 역시 인

간은 심리 성장과 통합을 향한 능동 인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

문에 보다 정교화되고 통합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려는 자연스러운 건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김아 ,2010).자기결정성 이

론(Ryan& Deci,2002)에 따르면,자기결정성과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의 심과 만족감에 따라 도 에 기꺼이 참여하고 어려운 과

제를 자율 으로 수행하며 지속한다.이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동기 유형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가장 자율 이고 자

기결정성이 높은 유형의 동기인 내재동기,유기체가 아무런 동기를 갖지

않거나 동기가 결핍되어 있는 무동기(amotivation)를 극단으로 하며 자

기결정성의 수 에 따라 내재동기와 무동기 사이에 4가지 유형의 외재동

기가 있다.

가장 자율 이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유형의 동기인 내재동기는 실패

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목표에 한 에 지와 노력을 유지하는 기

능을 할 뿐만 아니라 심리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인간의 내재동기는

흥미와 한 련(Schiefele,2009)이 있어서 주도 과제 수행과 련

이 있으며,높은 자기결정성 수 은 학습에 한 몰입(김남희,이정윤,

2013), 정 자기조 학습(서은희,김은경,2013;이혜주,2008),높은

수 의 학업성취(류지헌,임지 ,2008;조한익,권혜연,2010)와 련이

있다.더불어 자율 인 내재동기의 수 은 주 안녕감(Sheldon &

Kasser,1995)과도 련이 있어서,학생의 내재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수

행의 수 과 상 없이 심리 안정감 한 높았다(Burton,Lydon,

D’Alessandro,& Koestner,2006).내재동기에 한 연구와 이론들은 외

부의 압력이나 환경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 로 새로운 도

을 선택하고,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부정 인 정서에 압도되지 않는

정 인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자기결정성이 높은 유아는 실패



-14-

이후의 재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토 로 새로운 도

을 선택하는 도 지향 반응을 보일 것을 측할 수 있다.

한편,자기결정성 이론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미니 이론 하나인

기본심리욕구이론은 유아의 동기와 과제 재도 반응을 설명하는데 유용

한 틀을 제공한다. 기본심리욕구이론에서는 유능성 욕구(need for

competence),자율성 욕구(needforautonomy), 계성 욕구(needfor

relatedness)의 세 가지를 인간의 기본 인 욕구라고 본다.이러한 욕구

들은 인간의 심리 성장과 발달에 특히 요하며,인간의 심리 기능

을 해 필수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양소와 같다.기본심리욕구이론

은 개인의 성격 발달,행동,경험의 질 인 측면에서 최 의 결과 혹은

그 지 못한 결과를 래하는 조건을 측 가능하게 한다(Ryan,Deci,

2002).유능성,자율성, 계성의 세 가지의 욕구는 유아의 발달과 심리

건강을 해 필수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며,이들 욕구의 결

핍은 유아의 부정 인 발달과 심리 불안을 측하게 한다.

지지 인 양육자가 유아의 흥미와 선호, 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유아의 자율성은 증진될 것이다. 한 양육자가 명백하고 일 이고 합

리 인 기 와 구조를 제공하여 유아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유아의 유능성이 증진될 수 있다.더불어

양육자가 유아에게 심을 갖고,에 지를 쏟고, 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을 주며 보호해주는 경우 유아의 계성 욕구가 충족된다.결국 유아의

자율성,유능성, 계성 욕구의 충족은 유아에게 최 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반면, 계 트 가 과도하게 통제 이고,비합리 인 기 를

하며 과도하게 도 거나 거부 인 경우,유아의 자율성,유능성, 계

성 욕구는 충족될 수 없고 유아는 최 의 발달을 이룰 수 없다(La

Guardia& Patrick,2008;Ryan& Deci,2000,2002).자신이 자율 으로

행동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믿으며,주요한 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유아는 새롭고 도 인 상황에서 자신과 환경에 한 믿음을 토 로 도

지향 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유능성과 자율성은 유아기에 발 하여 발달하기 시작한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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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특히 어머니는 유아를 둘러싼 일차 인 환경이자 주요한 사회화자이

므로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기에 매우 요하다.성인과 마찬가지로 자

율성,유능성, 계성의 욕구를 충족한 유아는 심리 건강을 토 로 최

의 결과를 측하는 도 지향 인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

다면,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도모하기 한 환경의 구체 인 역할은 무

엇인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유아의 유능감과 자율감을 높이고,부모와

의 계 속에서 충만한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환경 양육의

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동기에 한 이론은 아니지만 Erickson(1950)의 심리사회

발달이론 역시 자율성과 주도성의 발달 유아기의 요성을 강조한

다.자율성과 주도성이 인간의 내재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인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유아기는 인간의 동기가 시작되고 발

되는 요한 시 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Erickson은 자신의

이론에서 상호성(mutuality)의 개념을 매우 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Erickson은 상호성에 근거하여,인간이 심리사회 기를 극복하기

해서는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하며 타인과의 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심

리사회 발달을 이룬다고 주장하 다.그러므로 특히 유아기에는

유아의 주요한 환경인 어머니,부모,기본 가족이 매우 요한 계의 범

에 있다고 보고,이들의 상호 향력에 주목하 다.

유아의 동기와 재도 반응에 용 가능한 의 이론들을 통해,유아

가 갖는 효율성과 유능감의 요성 그리고 주요한 타자인 부모의 요성

을 확인하 다.그리고 유아기는 인간의 내재동기에 가장 요한 요소인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 되는 시기이며,실패나 도 에 한 반응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결정 시기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그 다면 부

모는 구체 으로 어떠한 양육을 통해 유아 자녀의 동기와 재도 반응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2)유아 과제 재도 반응의 구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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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상으로 한 이 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실패 후 도 상

황이란 첫째,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이 된 상황이며 둘째,실패의 경

험 이후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과제에 유아가 도 을 할 것인지 말 것인

지를 선택하는 상황을 말한다.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실패 후의 도 상

황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에는 두 가지의 패턴,주도 지향성과 무기

력이 있다고 보았다(Cain & Dweck,1995;Elliott& Dweck,1988;

Kistneretal.,2001).이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이후에 유아

가 나타내는 반응을 ‘과제 재도 반응’으로 개념화한다.유아의 과제 재

도 반응은 인지 반응인 귀인 조건부 자기가치와 동기 반응인

목표지향 미래 수행에 한 기 로 구성되며,각 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귀인 조건부 자기가치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과제 재도 반응은 유아의

인지 반응인 귀인 양식과 련이 깊다.귀인(歸因,attribution)이란 특

정 사건이나 행 에 한 인과 인 설명을 뜻한다.성취와 련한 귀인

연구에서는 인간이 실패나 성공의 원인,통제에 한 지각을 어떻게 해

석하는가를 근거로 성취 상황에서의 인간의 반응과 추후의 성취를 상

한다.귀인은 원인의 소재,안정성,통제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Weiner,1986;2010)되는데,주도 지향성과 련하여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실패나 성공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

에 한 지각에 따라 인간은 각기 다른 방식의 후속 행동을 한다.일반

으로 실패를 외 요인으로 성공을 내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우,도

지향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원인의 소재에 한 지각

은 원인의 속성이나 통제가능성에 향을 받기 때문에 후속 행동에 한

향력을 단정하기 힘들다. 를 들어 외부 귀인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과제 난이도나 운과 같은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데,외부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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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므로 개인의 행동을 측하기 어

렵다(김아 ,2010).한편,실패나 성공을 내부로 귀인하는 경우에도 내부

요인의 속성이 안정 이냐 불안정 이냐에 따라 후속 행동이 달라진다.

두 번째 차원은 귀인에 한 안정성으로,실패의 원인이 안정 인 속

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 지향 반응이,실패의 원인이 안

정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도 회피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Weiner(1979)는 안정 원인과 불안정 원인이 각각 내 원인과 외

원인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Rotter(1966)가 제시한 통제 소재

(locusofcontrol)차원을 도입하고 안정성(stability)차원을 통합,발

시켰다(Weiner,2010).이에 학업상황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한 귀인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안정 원인으로는 개인의 능력을,불안정 원

인으로는 노력을 제시하 다.실패를 노력과 같은 불안정 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학생은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도 지향

기 를 가질 수 있다.반면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는 학생은 능

력을 개인의 안정 인 속성으로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라

고 기 하며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인간이 지각하는 통제가능성으로 이는 실패 이후 인간의 주도

지향 반응에 요한 요인이다.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특정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실패를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귀인할 때,그

리고 그 귀인의 결과가 후속 통제 불능성에 한 기 를 형성하는 경우

에 낮은 과제 재도 반응이 나타난다.만약 개인의 무능력함과 같이,통

제불능성에 한 인과 설명이 개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개인 무기력

이 나타난다.반면 인과 설명의 결과 이 상황은 그 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보편 무기력이 발생한다.반면 인간이

재의 특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후속 상황에 한 통제가 가능하다

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도 지향 인 반응을 나타낸다.

귀인과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우울한 아동은 성공을 외 요인에,

실패는 내 요인에 귀인하며 인지과정에서 우울한 성인과 유사한 방식의

인지편 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연구(임양화,오경자,1989),성공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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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아동의 높은 성취동기를 설명하 다는 연구

(이종민,최 희,2008), 정 상황에 해 내 통제신념을 갖는 유아

가 정 인 자아개념을 갖는다는 연구(우수경,최기 ,1993),특수아동

을 상으로 한 귀인훈련을 통해 무기력 감소 효과를 보고한 연구(여

웅,구유미,이정 ,김선미,2001)등이 있다.Cole과 동료들 역시 부정

인 사건을 내 ,안정 ,일반 원인으로 귀인하는 개인은 무기력과

우울에 취약하지만 외 ,불안정 ,특정 원인으로 귀인하는 사람은 높

은 노력을 지속하고, 극 인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부정 인 정서에

항하기 쉽다고 주장하 다(Cole,Dallaire,Lagrange,Travis,& Ciesla,

2007).주도 지향 인 학생들은 학업 성공에 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교사가 알려주는 략과 효율 인 지도의 사용에 더 강력한 귀인을 나타

냈으며(Shell& Husman,2008),다른 학생보다 잘하는 것에 이 있

는 학생들은 실패를 능력이나 통제 불가능한 원인에 귀인함으로써 더 무

기력한 반응을 나타냈다(Robins& Pals,2002).

이러한 연구들은 실패를 외 요인에 귀인하고,안정 이지 않은 속

성으로 귀인하며,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우 도 지향 반

응을 나타내기 쉽다는 일 인 결과를 제시한다.반면 실패를 내 요

인,안정 인 속성,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귀인할 경우 도 회피 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실패 후 도 상

황에서 유아가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귀인하는지에 한 응답을 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 지표의 하나로 본다.

이와 함께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과제 재도 반응

의 수 은 인지 반응인 자아에 한 유아의 확신 혹은 견고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Burhan과 Dweck(1995)은 조건부 자기가치(contingent

self-worth)가 유아의 도 회피 과제 재도 반응의 기 가 된다고

주장하며,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주요한 타자의 평가에 주

목하 다.조건부 자기가치는 외부의 평가와 인정여부에 따라 자신의 가

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자신에 해 정 이고 확고한

가치를 갖지 못한 아동은 정 인 가치의 증거가 있는 활동은 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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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부정 인 가치의 지표가 있는 활동은 잘 수행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이들은 도 인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신의 정 인 가치를 증명하기 해 성공확률이 높은 상황을 선택하

기 쉽다.그리고 실패를 만났을 때,실패의 경험에 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를 부정 으로 인식한다.결국 조건부 자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가치,능력,호감을 얻기 해 노력하는데,이러한 특성

을 가진 사람들은 무기력과 우울에 좀 더 취약하며,부모의 과도한 비

이 이러한 행동의 원인(Dweck,1999)이 된다고 지 된다.

한편 조건부 자기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자기결정성 이론의 내사된

동기를 들 수 있다.이는 자녀 자신의 동기에 의한 스스로의 조 이 아

닌 외 조 에 의한 내사(內 :introjection),그리고 외 조 의 내재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 이고 갈등 인 내재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Niemiec,Ryan,& Brown,2008).내사란 타인, 는 어떤 물체의 특

징을 무의식 으로 자신의 성격 특징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서

울 학교 교육연구소,1995).그러므로 이를 부모 자녀 계에 용하는

경우,자녀가 부모의 특징과 기 를 무의식 으로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하는 것을 뜻한다.내사된 동기는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행동의

목 이며,자신의 능력은 드러내고 실패는 기피하는 방식으로 동기화가

진행된다(Ryan& Deci,2000).즉,부모의 심리 통제에 기인한 부모의

기 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 인 갈등과 압력은 자녀로 하여 부모의 특

질과 태도를 무의식 으로 받아들이게 하고,이러한 내사된 동기의 반복

은 자녀에게 내 갈등과 부정 정서를 내재화시킨다.

결국 조건부 자기가치와 내사된 동기를 가진 유아는 자신에 한 피

상 이고 갈등 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외부의 결과와 단에

쉽게 좌우될 것이다.이러한 유아의 경우,실패의 경험 후에 자신의 효능

감에 한 믿음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자신에 한 의심은 능력

과 기술을 제 로 발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에 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여건 하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잘 사용하

지 못하게 된다.즉 자신에 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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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의 수행에서 부정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Bandura&

Jourden,1991).이러한 논의에 따라 실패의 경험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도 지향 과제 재도 반응으로,실

패 후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감소하는 것을 도 회피 과제 재도

반응으로 구성하고 이 요인들을 동기와 련한 실제 연구에 반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이 연구에서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귀인과 조건부 자기가치를 인지 반응으로 구성하고 유아가 실패의 원

인을 무엇으로 귀인하는지,실패 후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이 감소하

는지를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지표로 본다.

(2)미래 수행에 한 기 와 목표지향

미래에 해 정 인 기 를 갖는 사람은 미래를 한 노력을 지속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따라서 미래에 한 기 는 인간

이 갖는 성취동기와 한 련이 있다.성취동기는 장애를 극복하려

하고,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욕망 는 경향(이종민,

최 희,2008)을 의미한다.성취동기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측하는 요

한 요인이 되기도 하며,아동은 성취동기의 수 에 따라 특정 행동을 쉽

게 포기하기도 하고 자발 으로 지속하기도 한다.이에 성취동기와 도

지향 반응의 정 련성은 쉽게 측이 가능하지만,성취동기만으로

는 인간의 후속 행동을 측하기 어렵다.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근하

려는 동기와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수행의 상황에서

근 회피,혹은 흥분 억제의 갈등이 발생(Atkinson,1964)하기 때

문이다.그러므로 각 동기의 상 크기에 따라 인간의 이후 행동이 결

정된다.

성취동기에 한 연구들은 일 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취동기의 다차원 속성에 기인한다. 연구의 기에

Atkinson(1964)은 성취동기를 성공에 한 근경향성과 실패에 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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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경향성,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결과성취동기(resultant

achievementmotivation)로 악하 다.즉,성공에 한 기 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를 한 행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성공에 한 기

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고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의 수 에 따라

성취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를 들어,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반 으로 성공이 보장된 아주 쉬운 과제를 선택한다.동시에 과제가

아주 어려워서 부분의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즉,자신이 실패

를 하더라도 수치스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기도 한다.이

와 함께 다차원 성취동기이론에서는 성취동기가 주도-지향성,일-지향

성,경쟁-지향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자아-

여와 과제- 여 상황으로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Weiner,

2010).이 듯 각 연구자마다 동기의 다른 측면에 을 맞추고,각기

다른 구인으로 성취동기를 측정함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 성이 부족하

다.결과 으로 1980년 이후 성취동기 연구는 보다 구체 이고 분명

한 성취목표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다

양한 종류의 성취동기 개념은 목표지향의 개념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아 ,2010).

한편,인간의 후속 행동 패턴에 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수행 목표(performancegoals)와 학습 목표(learning

goals)가 그것이다.수행 목표를 지닌 아동의 학습 상황 목표는 자신의

능력에 해 정 인 결과를 얻고 부정 인 단을 피하고자 하는 것

(Kistneretal,2001)이다.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해 도 이지 않은 상황을 선택하기 쉽다.반면 학습 목표를 지닌 아동

의 학습 상황 목표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있으므로,학습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어렵고 도 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Ames,1992).

Elliot와 Dweck(1988)은 아동들이 능력에 해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학습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선호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보고 아

동의 목표설정과 능력에 한 믿음 사이의 련성을 탐색하 다.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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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력 혹은 지능이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증가 견해를

가진 아동은 학습 목표 지향 인 경향이,능력 혹은 지능이 고정된 것이

라고 믿는 완 체 견해를 가진 아동은 수행 목표 지향 인 경향이 높

다는 목표지향성이론이 도출되었다.실제로 높은 능력을 가진 아동은 낮

은 능력을 가진 아동들보다 증가 이론(incrementaltheory)을 믿는 경

향이 있다(Bruning,Schraw,Norby,& Ronning,2004).경험 연구와

종단 연구를 통해 지능의 증가 견해와 완 체 견해는 학습 수행 목

표와 련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Blackwell,Trzesniewski& Dweck,

2007).결국 아동이 능력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공과

실패에 한 귀인에 향을 주고,반복된 귀인 과정에 따라 이후의 상황

에서의 목표와 기 가 결정되며,아동이 갖고 있는 목표와 기 에 따라

실제 인 행동의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은 노력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믿고,스스로의 기술

증진과 학습 자체에 이 있는 학습 목표를 지닌 아동은 상 으로

도 지향 인 반응을 보인다.반면,능력은 변하기 어렵다고 믿으며,자

신의 능력에 한 평가와 수행 결과에 이 있는 수행 목표를 지닌 아

동은 무기력에 취약(Smiley& Dweck,1994)할 가능성이 있다.도 지

향 패턴을 가진 아동들은 학습 목표 패턴을 보이며(Smiley& Dweck,

1994),이들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발 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도

인 상황이나 실패의 경험에도 주도 으로 반응한다.실제,학습 목표

를 가진 학생들은 학업 과제에 한 지속과 노력을 더 많이 하며,꾸

물거리는 행동을 덜 하 다. 한 학생이 보고한 인지 ,메타 인지

략은 이들이 가능한 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도 을 극복하는 것과 정

인 련이 있었다(Anderman& Wolters,2006;Maehr& Zusho,2009).

Hole(2007)의 연구에서도 학습 목표는 아동이 지속된 시간이 끝날 때까

지 과제를 지속하고,과제와 련된 행동을 보이는 것,더 자율 으로 도

움을 구하는 것과 련이 있었다(Hole& Crozier,2007).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한 정윤경(2007)의 연구에 따르면,한국

아동들 에는 학습 목표보다 수행 목표를 지향하는 아동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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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학습 목표를 지향하는 아동은 실패를

통제 가능성이 높은 노력에 귀인하는 성향이 높았고,실패 후에도 과제

에 한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한편 높은 수행 목표를 가진 아동들에게

노력 칭찬은 실패를 통제 가능한 차원에 귀인하도록 하 으며,이후 문

제 선택에서도 학습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성취 지향 인 태

도를 불러일으켰다(정윤경,2012).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목표지

향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주변 환경에 향을 받는 것임을 나타낸 것

으로,아동의 목표지향과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주요 타자의 향

을 짐작하게 한다.

유아는 아동에 비해 사회 계의 폭이 좁고 제한 이기 때문에,유

아의 목표지향은 유아기의 주요한 타자인 부모에게 더 큰 향을 받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더불어 Ames(1992)는 아동의 목표지향은 성인

과는 달리 한 자극과 학습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변인이라고

주장하 다.유아기는 아동기 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유아의 목표지향 련 변수에 미치는 유아기 부모의 향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구체 으로 부모의 어떠한 양육행동이 자녀

의 목표지향 련 변수에 정 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악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목표를 반 하는 행동 즉,실패 후에 새로운 과제

를 두려워하지 않고,다시 도 하고자 하는 반응을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으로 개념화 한다.반면,수행 목표를 반 하는 행동 즉,실

패 후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실패한 과제에 다시 도 하려는 시도

를 하지 않는 유아의 행동과 반응은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으

로 개념화한다.이러한 개념화를 토 로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

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은 무엇

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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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과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계

인간의 동기 유아 발달에 한 다양한 이론들은 환경 특히 부모

역할의 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이 에서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에 미치는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향에

해 고찰한다.

1)어머니의 불안과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계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양육과 자녀의 발달을 논의함에 있어,반

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하나이다.어머니의 불안은 일차 으로 어

머니의 양육에 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은 직 으로 자녀에게

향을 미친다.결국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을 통해 간 으로 자녀에게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 미성숙으로 인한 불안정성,즉 정서 불안은 자녀

에 한 거부 양육 특성으로 나타나고(Ginsburg,Grover,& Ialongo,

2008),불안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따뜻함과 온정이 부

족하며,비 인 경향이 있다(Moore,Whaley,& Sigman,2004).더불

어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처 능력을 의

심하며,이로 인해 자녀에게 과도한 보호와 과도한 간섭,과도한 통제를

행사한다(소언주,도 심,2001;Ginsburgetal.,2006;Ginsburgetal.,

2008).불안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조사한 연구들은 불안한 어머니들

과 우울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수,신

혜린,2012).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에 한 정서 거리감의 원인이 되

며,자녀에 한 정서 거리감은 부정 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비일

인 양육행동을 야기한다(Bigner,2006).

어머니의 불안으로 인한 이러한 부정 인 양육은 자녀의 발달에 향

을 미치게 된다.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의 불안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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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많은 연구(Biederman,Faraone,Hirshfeld-Becker,Friedman,

Robin,& Rosenbaum,2001;Moore,Whaley,& Sigman,2004)에서 입

증되었다.불안한 어머니는 일반 인 어머니보다 자신의 자녀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Weissman,Feder,Pilowsky,Olfson,Fuentes,

Blanco,2004),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장유진,이강이,

2014b)한다.불안한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에 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

가 스스로 피해나 손상(harm)을 측할 수 있는 기회를 임(Hudson&

Rapee2004;Rubin,Coplan,& Bowker,2009)으로서 자녀의 유능감이나

정 인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과도한 통제 양육 혹은 과

도한 보호 양육은 어머니의 거부 이거나 비 인 양육 스타일보다

불안과 높은 련이 있다는 주장(McLeod,Wood,& Weisz,2007;

Rapee,1997)도 있다.결국 어머니의 정서 취약성과 이로 인한 부정

정서는 철회 유형과 강압 유형의 양육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고

(Field,2005),자신의 자녀를 부정 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녀의 자기참조

사고 자기효능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Chorpita과 Barlow(1998)의 불안 발달 모델에서도 부모 양육의 요

성을 강조하는데,부모의 일 되지 않은 양육 반응은 자녀의 낮은 주도

성과 낮은 자기 통제를 이끈다.부모의 양육이 일 되지 않은 경우,유아

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정 혹은 부정 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즉,유아의 동일한 행동에 다르게 반응하는 일

되지 않은 부모에게서,유아는 신뢰할만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Gallagher& Cartwright-Hatton,2008).불안한 부모는 자녀에게 일

인 양육행동을 지속하기 어렵고,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는 경우,유

아는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자신의 능력

에 해서도 낮은 기 를 갖는 등 인지 취약성을 띄게 된다.

반면,과도하게 개입하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독립 이고 자

율 인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가 불안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주도

성을 기르도록 돕는다(Zalta& Chambless,2011).자녀 스스로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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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

들은 자녀로 하여 이후의 스트 스 요인과 불안의 발달에 맞설 수 있

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고 과도하게 통제

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낮은 통제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쉽고

(Chorpita& Barlow,1998),결국 자녀의 통제감과 유능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 으로 어머니의 불안으로 인한 정 이고 지지 인 돌 의 부

족,자녀에 한 부정 인식,통제 이고 철회 인 양육행동은 악순환이

되어 자녀의 부정 인 발달과 낮은 효능감을 야기한다.그리고 이러한

부정 요인들은 새로운 상황과 도 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반

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불안이 낮은 어

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낮은 자율성을 부여하고(Whaley,Pinto,&

Sigman,1999),통제 이며 간섭 인 양육을 제공한다.그리고 자녀에

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과도한 보호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고 새로운 과제에 도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과 도 지

향 반응에 특히 악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어머니의 불안은 부정

인 양육을 통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2)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과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계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련하

여,구체 으로 부모의 어떠한 양육이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

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Cole과 동료들(2007)

은 부모 자신이 보고한 혹독하고 부정 인 양육 행동,따뜻하고 정

인 양육행동이 퍼즐과제에서 나타나는 도 회피 과제 재도 반응을

측한다고 보고하 다.그러나 이 연구는 정 인 양육행동,부정 인

양육행동이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을 분류함으로써,구체 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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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육에 한 함의를 주는데 부족함이 있었다.이들은 더 정교한 측

정을 통하여 혹독하고 부정 인 양육의 어떠한 측면이 유아의 도 회피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에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을 구체 으

로 정의하고,부모 양육에 실제 인 함의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련하여 부모의 양육 심리 통제에 한 연구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 통제란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자녀에 한 애정을

철회하는 것,자녀의 행동에 따라 부모의 수용이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과 같은 략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Barber& Buehler1996).Silk와 동료들(2003)은 심리 통제가

강제 이고,수동-공격 이며,간섭 인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

고자 하는 부모의 략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Silk,Alberts,&

Altmann,2003).심리 통제 양육의 정의와 하 요인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심리 통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는 행

동 통제를 언 할 필요가 있다.심리 통제와 행동 통제의 구분에

해서는 비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부모 양육 행동 통제

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부모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에 한 통제,

그리고 성숙한 행동에 한 요구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한 명확하고 실

제 인 지침을 의미한다.그리고 이러한 ‘행동 통제’는 청소년기 유아

기 자녀의 발달과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Hart,Newell,& Olsen,

2003;Pettit,Laird,Dodge,Bates,& Criss,2001).반면 심리 통제는 행

동 통제와 다르게 자녀의 심리에 향을 미치며,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

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혹은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녀는

나쁜 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심리 통

제는 행동 통제와는 다르게 자녀의 문제 행동(Barber& Harmon,2002;

Wolfradt,Hempel,& Miles,2003;Yang& Rettig,2003)과 련이 있었

다.

심리 통제 양육과 상반되는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28-

이다.자율성 지지 인(autonomy-supportive)양육은 자녀가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제공하며,압박 인 평가나 목표,요구를 최소화한

양육을 의미한다.자녀의 을 수용하고,자녀가 가지고 있는 흥미나

개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Grolnick,2002)부모의 특성,

정 인 정보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육 맥락에서는 학생의 을

고려하는 환경을 의미한다(Deci& Ryan,2000).이에 이 연구에서는 심

리 통제 양육의 하 요인으로,자녀에게 부모의 애정을 조건 으로 주

는 양육을 의미하는 ‘애정 통제’와 자녀 스스로의 의지나 욕구를 억압하

는 ‘자율성 억압’을 설정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심리 통제 양육은 자녀가 스스로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성,자기-규제나 동기 등의 심리사회 측면에 특히 부정 인 향

(Aunola& Nurmi,2005;Galambos,Barker,& Almeida,2003)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자율성과 유능감을 토 로 하는 과제 재도 반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이 능력 부족 귀인,성공에 한 낮은 기 ,조건 인 자기가치임

을 감안할 때,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과 심리 통제가 자녀의 불안

(조은주,이은희,2013),학구 실패내성(김종운,김유진,2009),낮은 자

아존 감(우미경,박 신,2012)에도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

은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심리 통제 양육의 향력을 짐작

하게 한다.

Bruning과 동료들(Bruning,Schraw,Norby,& Ronning,2004)의 연

구에 따르면,높은 심리 통제를 보고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외부

요인에 더 귀인하며,내부 능력에는 덜 귀인하 다. 한 부모가 보

고한 애정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공을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낮았다. 한 Hokoda& Fincham(1995)의 연구에서도 도 지향 아동

의 어머니는 자녀의 주도 인 행동을 지지하며 과제에 을 둔 교수

행동을 하 다. 한,자녀가 실패에 직면했을 때,자녀의 부정 귀인과

수행 목표 (performance-goal)진술을 교정해주었다.반면,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훨씬 덜 반응 이고,



-29-

은 도움을 제공하며,자녀가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과제를 그만두

도록 하 다.성인 역할의 역할 놀이에서도,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도 지향 으로 반응하는 아이들보다 가상의

실패에 해 유의하게 비 이고 처벌 인 반응을 나타내기 쉬웠다

(Dweck,1991;Heyman,Dweck,& Cain,1992).이러한 결과는 실패에

한 부모의 반응과 이에 한 된 경험이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

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선택을

존 하며,자녀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가정환경일수록 자녀가 도 에

정 인 반응을 나타냈으며(정수자,1997),부모의 강제 인 지시와 엄

격한 규율,심리 지지의 약화는 자녀의 부정 도 반응과 련이 있

었다( 명자,2008). 한 가족 간의 정서 유 와 심리 지원은 도

회피 반응으로 인한 부 응 문제를 최소화하 다(김 미,2012).그러

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자율성 억압 애정 통제 양육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반응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Elliot와 Thrash(2004)는 자녀의 실패에 한 두려움이 부

모의 애정 철회를 통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하 다.이들은 실패에

한 두려움은 회피 행동을 이끌어내며,이러한 행동의 패턴이 부모에게

서 아동으로 이된다고 주장하 다.더불어 자녀의 귀인 스타일과 부모

의 양육에 한 연구들도 자율성 억압 애정 통제 양육이 과제 재도

반응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을 측하게 한다.부모의 심리 통제 사

용은 이후의 우울한 귀인 스타일을 측하 으며(Garber & Flynn,

2001),부모의 낮은 지지는 자녀의 우울한 귀인 스타일과 련이 있었다

(Schwartz,Kaslow,Seeley,& Lewinsohn,2000). 한 부모의 거부와

비난,낮은 수 의 애정과 지지를 포함한 양육 실제는 부정 인 사건에

한 자녀의 내 ,안정 ,일반 귀인 발달과 련(Sheeber,Hops,&

Davis,2001)이 있었으며,부모의 온정과 낮은 수 의 부모 거부는 청소

년의 우울한 귀인 스타일과 부 련(Muris,Schmidt,Lambrichs,&

Meesters,2001)이 있다.결국 부모의 애정 철회나 낮은 수 의 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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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자녀가 갖는 실패에 한 두려움이나 귀인스타일과 같은 동기

련 요인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자율성 지지 양육이 자녀의 동기와 련된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이다.자율성 지지는 자율 동기를 높이는

주요 요소(Ryan& Deci2000)로 논의되며,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율성 지지의 요한 요소이다(Grolnick &

Pomerantz2009).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부모가 유아의 감정과 진술에

공감 으로 응답하고,발달 으로 한 선택과 자기-표 을 허용하는

것(Joussemet,Landry,& Koestner,2008),자녀가 도 인 과제에 직면

했을 때 부모가 따뜻하고 조용하게 자녀의 발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수반한다(Kenny-Benson& Pomerantz,2005).즉,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자녀와의 계 속에

서 따뜻하고 온정 으로 자녀의 자율 인 시도를 지지해주는 것을 포함

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더 높은 내재 동기 자율 동기와 련한

여타의 심리 ,교육 이익과 련이 있다(Deci,Driver,Hotchkiss,

Robbins,& Wilson,1993;Gottfried,Fleming,& Gottfried,1994;

Grolnick,.2002).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높은 수 의 학업 자율성 유

능감,흥미,독립 인 자기조 ,학업 수행과 련이 있으며(Deci&

Ryan,2000;Grolnick,Ryan,& Deci,1991;Soenens& Vansteenkiste,

2005),자녀의 흥미와 몰입에 향을 미친다(Cleveland& Morris,2014).

아동기 후기 청소년 상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임지 ,2005), 등학생의 자기조 동기유형

자기조 학습효능감(김아 외,2008),간 효과를 통한 청소년의 심리

안정감(안도희,박귀화,정재우,2008)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를 상으로 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 연구는 매우 드

문 실정이어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유아기 동안 부정 양육에

의 노출은 특히 해로운데,유아기는 자기규제나 인성의 개인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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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생겨나고 이와 같은 다양하고 요한 발달 변화들이 일어나는 기

간이기 때문이다(Edwards& Liu,2002;Sturge-Apple,Davies,Martin,

Cicchetti,Hentges,2012).그러므로 유아를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서 주로 논의되었던 부모의 애정-통제 차원의 양육태도 분류와 이를

심으로 한 부모 양육 연구는 자율성 지지와 심리 통제 양육 등의 연구

로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취 심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

다.부모가 자녀의 교육이나 성취에 해 갖는 심에 해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다.이들 연구는 주로 부모의 이러한 특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의 발달,특히 학업 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악하는

데 이 있었다.그러나 연구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

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을 정의함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자녀의 교육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은 ‘교육 여’혹

은 ‘교육 참여’로 정의되기도 하고,이를 ‘성취압력’으로 정의한 연구들

도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모의(parental) ‘participation’,

‘involvement’,‘engagement’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교육 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김경근,2000;김 희,2002;Flouri,2006;Flouri&

Buchanan,2004;Miedel& Reynolds,1999;Sy,Gottfried,& Gottfried,

2013),유의한 계가 없다는 연구(Reynolds,1992),오히려 부정 향

을 미쳤다는 연구(Muller,1993)도 존재한다.한편,부모의 여 행동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 행동, 래 간의 계에 정 인

향을(Fan& Chen,2001;Jeynes,2003,2007;Marcon,1999),자녀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선혜

연,황매향,정애경,2011;Fan& Williams,2010).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과도한 교육열에 한 문제의식과 함께 부모의 ‘성취압력’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이에 한 연구들 역시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향상

시키고,자녀에 한 높은 기 가 학업성 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박 신,김의철,정갑순,2004)와 함께,부모의 성취압력이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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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신아,오인수,2014)도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가 반 하듯이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한 심은 자

녀에 한 다양한 애정과 심 하나일 수 있지만,학업과 성취에

한 심이 지나친 경우에는 자녀에게 과도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 혹은 정 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치 립 인 문항으로 평

가하고 이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즉,부모의 성취 심은 자녀에 한 과도한 집착이나 압박이 아닌 자녀

의 학업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이명진과 미미(2013)는

부모의 성취압력,사회·문화 요인,경쟁 학습 환경,학업 스트 스로

인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율 동기를 갖지 못하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

진다고 주장하 다.유교 인 효(孝)사상에 기 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

려는 혹은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외재 동기에 의한 학업,경쟁 학습

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 간 괴리 상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동기를 하시킨다는 것이다.실제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계가 청소년들의 동기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문은식,배정희,2010;배정희,강승호,2008;신기명,1992;임경

희,2004),성취에 한 부모의 압력과 부모의 압력에 의한 외재 동기

가 자녀에게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이러한 연구

들은 부분 아동기 후기 청소년기 이후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유아를 상으로 교육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을 정의하고

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과거와 달리 학령기 이 의 유아에게

도 학업 과제와 학습에 한 자극이 주어지고,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인 발달보다는 학업 발달에만 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재 우리나라 부모들이 갖는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한 심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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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의 동일체 계에 근거한 부모의 극 인 여 부모-자녀

계와 무 하지 않으며,이러한 사회문화 배경은 실패나 도 ,그리고

과제를 하는 유아의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다양

한 선행연구가 논의하듯이 학업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을 무조건 부

정 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 한 경계해야 한다.그러므로 이 연구에

서는 자녀의 성취에 한 부모의 심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자녀의

재도 반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3.유아의 효능감과 과제 재도 반응의 계

인간이 갖는 자신의 유능감에 한 믿음은 인간의 동기와 도 에 주

요한 역할을 한다.이 에서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의 과제 재

도 반응에 향을 미치는 개인 내 요인으로 유아의 효능감을 살펴본

다.Bandura(1997)는 인간의 자기효능감이 맥락이 배재된 일반 인 속성

이 아닌 다면 인 상(multifacetedphenomenon)이라고 주장하 다.즉,

인간이 한 가지 활동 역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역에

서 반드시 높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Sallis& Hovell,1990),효

능감의 측정은 기능의 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역별로 분리된 혹은 특정화된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좋은 측변인이 되

지만,일반 인 역의 측정은 인간의 동기나 수행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거의 설명해주지 못한다(Earley& Lituchy,1991;Eden& Zuk,1995;

LaGuardia& Labbe,1993).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Bandura,1997)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아 개념,자기 지각,자아존 감 등의 다

양한 개념들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Bandura(1997)에 따르

면 자아개념 자기지각은 ‘반 인 자기상’을,자아존 감은 ‘자신에

한 가치’를,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단’을 의미한다.그러

므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수행과 성취를 가장 잘 측한다.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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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제하기 해서 노력하며,자

신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효능감에 한 신념은 인간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한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Bandura(1997)의 주장이다.목표의 성취는 힘든 자기 훈련의 산물이고,

성공을 한 노력의 시작과 지속에는 효능감에 한 강한 확신이 필요하

다.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와 수행 달성을 측할

수 있지만,자아존 감은 개인 목표와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Mone,Baker,& Jeffries,1995)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기도식이론 자기효능감 이론은 도 인 상황

에서의 인간의 동기와 성취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인간이

성공 인 수행과 성취를 이루기 해서는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

니라 정 인 자기참조 사고를 지녀야 한다.자기참조 사고는 지식

과 행 간의 계를 재하기 때문에,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

람도 자기참조 사고가 정 이지 않으면 한 수행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능력을 단하고 효율성에 한 지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한 자

기참조 사고에 따라 동기의 수 과 이후의 행동이 달라진다.

Bandura(1997)에 따르면,인간의 효능감은 동기의 지속 인 조 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일부 연구에서는 효능감이 동기 변수의 일반 인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hen,Gully,& Eden,2001,2004).결

과 으로 유아의 효능감은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효능감은 네 가지 주요한 근원으로부터 형성된다.성공경험,

리 경험,언어 설득과 같은 사회 향,생리 정서 상태가 그

것이다.성공경험은 효능감 정보에 한 가장 향력 있는 근원이 되는

데,자신의 성취에 따른 직 인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의 효능감에

한 기 를 증진시킬 수 있다.그리고 자신이 아닌 타자(모델)의 성취 행

동과 보상을 찰함으로써, 요한 타자나 권 자의 언어 설득을 통해

서,자신의 생리 상태에 한 해석을 통해서도 효능감이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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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97).결국,유아의 효능감은 유아의 성공 경험과 함께 모델

링,언어 설득과 같은 주변 환경에 큰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그

리고 부모는 유아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자 권 자, 요한 타자

의 역할을 한다.더불어 유아기에 갖게 되는 성공의 경험 역시 부모와

같은 주요한 타자에 의해 조성된 환경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에서 유

아의 효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역할의 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이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 양육의 향을 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 특히 어머니는 유아를 둘러싼 일차 인 환경이자 주요한 사회화

자로 부모의 향력은 유아기 자녀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유아가 인

생 기에 갖는 효능감 경험은 가족 내에서 으로 이루어지며

(Bandura,1997),부모와 양육자들은 효능감 발달에 요한 향을 주는

경험을 제공한다(Schunk& Pajares,2009).유아는 자신의 부모를 보고,

부모에게 들음으로써 자신의 자기효능감,자기-가치,그리고 사회 행

동의 원리들을 획득한다(Jones& Prinz,2005).

Bandura(1986)의 상호결정론에 따르면 개인,환경,행동은 서로 상호

으로 인과 계를 갖는다.개인의 내 인 요인들과 개인이 실행으로 옮

기는 행동,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 사건들은 서로 향을 주면서

상호작용 인 결정인자로서 작용한다.유아의 환경인 지지 인 양육자가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며,일 이고 합리

인 기 와 구조를 제공하는 경우 유아는 성공 인 경험과 양육자의 지

지를 통해 개인 내 인 효능감을 증진시킨다.그리고 개인 내 인 요인

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효능감은 인간이 이후에 경험하는 인지 ,정서 ,

생물학 인 사건에서 최 의 행동으로 나타나 최 의 발달을 이룬다.반

면,양육자가 과도하게 통제 이고,비합리 인 기 를 하며 과도하게 도

거나,거부 인 경우,개인 내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최 의 발달은

방해를 받게 된다(LaGuardia& Patrick,2008).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 인 통제의 경험을 부여하고 스스로 단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유아는 행동에

한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 와 인과 도식(causalschemata)



-36-

을 형성한다. 된 자율성과 통제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에 한 명확한 단은 자신 스스로에 한 믿음과

확신을 제공하며,이러한 자신에 한 믿음은 유능성의 토 가 된다.그

리고 이러한 경험의 은 보다 성공 이고 자율 인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반 로 부모와의 계 속에서 승인이나 애정을 해 부모의 뜻

로 행동하고 자신의 자율 의지를 억압하는 경험의 은 행동에 한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기 ,실패와 비난에 한 불안을 느끼

게 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부모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자신의 효능감에 한 믿음은 유아가 과제를 하는 태도와 반응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인지 과제와 학업 수행에

련한 효능감인 과제수행 효능감만을 논의한다.유아가 퍼즐을 맞추고

반복된 실패 후 재도 을 하는 것은 인지 과제의 수행과 련된 상황

이기 때문이며,자기효능감의 역 특정 인 특성상 과제수행 효능감이

퍼즐 과제의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기 때문이다.

4.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과 성취 심이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

어머니의 양육,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과제 재도 반응의 련성은

기존의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앞서 논의한 Erickson(1950)

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 따르면, 기 아기에 기본 인 신뢰감을 형

성한 아는 인간 계에서 신뢰감을 획득하여 세상과 타인에 한 신뢰

를 갖고,걸음마기의 유아는 부모의 수용과 격려 속에서 자율성을 획

득하며,유아기에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도성을 획득하게 된다.부모의

지지 이고 따뜻한 양육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한 믿음은 인간의 유능

감 주도성을 발달시키고 자기효능감의 토 가 되며,인간이 삶 속에

서 만나는 다양한 도 과 성취 과업에 주도 이고 자율 으로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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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 계 이론(object-relationstheory)역시,사람들 간의 계와

계에 한 개념화 그리고 계의 향력을 요시 한다.어머니의 정

인 양육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에 한 성공 인 상 계는 이후 자녀의

행동과 정서에 향을 미친다. 상- 계 이론에서는 개인의 본능 인 에

지가 계를 맺고 있는 주요한 타자들에 한 정신 표상인 ‘상’에게

투입된다고 보았다.그리고 타인에 한 에 지의 투입은 단순한 에 지

방출 이상이며,여러 상 계 일부는 개인이 자아의 구조를 형성하고

발 시키는데 매우 요한 토 가 된다고 보았다.그러므로 어머니와 성공

인 상 계를 발달시킨 인간은 자신에 한 정 인 자아인식과 충만

감을 토 로 자신에 한 믿음을 갖고 최 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결국 부모와의 계에 기반한 유아기의 유능감과 자율감 발달은 인간

의 생애에 걸친 성취과업에 향을 미치며,이후 발달의 디딤돌이 된

다.민감하고 반응 인 양육자는 자녀에 한 정 이고,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며,이러한 양육은 자녀의 자발성과 탐험심을 고양시킨다(La

Guardia& Patrick,2008).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방식,생애 기부

터 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과 과제에 한

반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어머니의 양육을 바탕으로 한 자녀

의 경험과 모델링,이들 경험에 기반한 효능감은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요인이 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양육에 향을 미치고,어머니의 양

육은 자녀에게 직 인 향을 미친다.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처 능력을 의심하며,자녀에게 낮은 자율성을

부여하고(Shannonetal.,1999),자녀에게 과도한 보호와 과도한 간섭,

과도한 통제를 행사한다(소언주,도 심,2001;Ginsburg etal.,2006;

Ginsburgetal.,2008).불안한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에 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가 스스로 피해나 손상을 측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거나

(Hudson& Rapee2004;Rubin,Coplan,& Bowker,2009)사 에 차단

함으로써 자녀가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도 할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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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유아의 유능감이나 도 인 반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어머니 양육에 있어서는 자녀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자녀의 심리를 통

제하는 심리 통제 양육이 자녀가 지각하는 유능감(Griffith &

Grolnick,2013), 등학생의 자기조 학습효능감(김아 외,2008),학구

실패내성(김종운,김유진,2009),낮은 자아존 감(우미경,박 신,

2012), 기 청소년의 학업 결과(Wang,Pomerantz,& Chen,2007)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효능감 그리고 자

녀 발달과의 련을 짐작하게 한다.효능감과 도 반응에 한 우리나

라의 연구(김희수,2006;임경희,2004)에서도,자기효능감은 부정 도

반응과 유의한 부 상 을 갖거나 간 효과(문은식,배정희,2010;배정

희,강승호,2008)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우울감이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여,부정 도

반응을 체 으로 혹은 부분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

이 지각하는 자신에 한 평가가 도 반응에 직 으로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보가,손낙주,1998)도 있는데,이들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과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

도 반응이 유아의 내 요인인 효능감과 련을 갖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자녀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을 지지하고 심리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

모의 양육은 자녀의 효능감을 충족시키고,이에 한 역량을 발달시킨다.

효능감이 충분히 발달된 유아는 안정 인 부모와의 계를 바탕으로 하

여 자신의 능력과 새로운 시도에 한 믿음을 가지고 주도 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과제의 수행에 한 유아의 효능감은 반복된 실패

의 경험 이후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 하

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양육 실제에 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은 자녀에게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구체 으로 자녀의 자율

성을 통제하는 양육,부모의 의도에 따라서 자녀에게 조건 으로 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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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애정 통제 양육,그리고 자녀의 성취에 한 어머니의 심은 실패

후 도 상황을 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어머니의 불안과 양육이라는 환경 요인과 함께 유아의 개인

내 요인인 효능감 역시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칠 것이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

과 양육이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그리고 이들 변

수들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악해보고자 한다.이 연구는 도 과 성취에 한 유아

의 반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향을 악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며,바람직한 어머니 양육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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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어머니 불안,심리 통제 양육과 성취 심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해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련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1.연구문제 가설모형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과제수행 효능감,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성취 심의 양상은 어떠한가?

1-1.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 과제 재도 반응의 양상

은 어떠한가?

1-2.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과 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자

율성 억압,애정 통제) 성취 심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자율성 억압,애정 통제),성취

심,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과제 재도 반응 간의 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자율성 억압,애정 통제) 성취

심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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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가설모형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 즉,자율성 억

압과 애정 통제,성취 심에 향을 미치고,어머니의 양육은 자녀의 과

제수행 효능감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어머니의 양

육 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향을 미침과 동시에 과

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간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어머니

의 불안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어머니 양육의 3가

지 요인(자율성 억압,애정 통제,성취 심)을 통해 매개되고,어머니의

양육 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

능감에 의해 매개되므로 이 모형은 다 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로 분석할 수 있다.이론 배경을 토 로 설정한 가설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2.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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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일반 으로 ‘도 ’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어려운 것에 맞서는

상황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로,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을 시험하는 상황

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2015).그러므로 ‘재도 (再挑戰)’이란 실패의 경

험 이후에 다시 한 번 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이란 반복되는 실패

의 경험 이후에 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하며,유아의 반응은 인지

반응과 동기 반응으로 구성된다.구체 으로 인지 반응은 귀인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변화(조건부 자기가치),동기 반응은 목표

지향 미래 수행에 한 기 를 의미한다.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인지 ,동기 반응의 연속체(Kistneretal.,2001)로 재도 반응이 도

지향 인지 혹은 도 회피 인지로 구분된다.

도 지향 인 재도 반응은 자신의 실패를 불충분한 노력과 같은

통제 가능한 요인에 귀인하는 것,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한 확

고한 지각을 갖는 것,도 인 과제를 선택하고 학습 지향 인 목표를

갖는 것,실패의 경험 이후에 미래의 성공에 한 정 인 기 를 지속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반면,도 회피 인 재도 반응은 실패를 자신

의 불충분한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실패 이후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이 감소하는 것,도 인 과제를 선택하지 않고 수행 지향 인 목표를

갖는 것,미래의 성공에 한 부정 기 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어머니의 불안

일반 으로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것을,심리학 으

로는 특정한 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 상태로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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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2015).불안은 우

울과 달리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주 인 감정이며,

스트 스나 염려가 의식 으로 지각된 감정이다.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불안은 스트 스나 인 상황으로부터 래되는 어머니의 부정 정

서반응을 의미하며(Spielberg,1977),불안의 일반 인 정의와 마찬가지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3)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자녀의 주도성과 자율성,동기 등과

높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 통제 양육과 성취 련 요인에

을 둔다.어머니 양육의 하 요인은 심리 통제 양육인 자율성 억

압과 애정 통제,그리고 성취 심의 3가지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자율성 억압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

고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어머니가 자녀에게 압박 인

평가나 목표,요구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녀에게 정 인 피드백

을 제공하고,자녀가 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자녀의

을 고려하는(Deci& Ryan,2000)자율성 지지 양육과는 반 로,자녀

의 선택과 의견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부모의 의지 로 자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 통제 양육 애정 통제는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

감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부모의 애정을 조건 으로 주는 방식의 양육을

의미한다.자녀가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 을 때,간 인 방

식으로 실망을 표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모의 애정을 통제

하고 이를 통해 자녀에게 향을 미치는 양육을 말한다.애정 통제와 같

은 심리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수용이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략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Barber& Buehler,1996).

성취 심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심을 갖고,학업과 성

취를 하는 자녀의 태도를 지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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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성취 심을 자녀에 한 과도한 집착이나 압박이 아닌 자

녀의 학업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으로 본다.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자녀에게 표 하고,자녀의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4)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일반 으로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목표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Bandura,

1997)을 의미한다.인간의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행 간의 계를 재

하기 때문에,성공 인 수행과 성취를 해서는 반드시 정 인 자기효

능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과제의 수행,배움이나 학업

과 련하여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에 한 유아의 지각으로 자신이

씨나 숫자를 잘 알고,새로운 것을 잘 배우며,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

들에게 가르쳐 수 있다는 효능감에 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2006).



-45-

IV.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선정한 연구 상과 연구도구,

연구의 차에 해 설명하고 분석방법을 확인한다.

1.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만 5

세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과제수행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서울 강남구, 악구,양천구,종로구의 유치원 총 4곳에

서 만 5세아 213명(남아 103명,여아 110명)과 해당유아의 어머니 213명

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어머니 질문지가 201부 회수되어 최종 연

구 상은 유아-어머니 201 이다.

연구 상을 만 5세로 선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이 연구

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패턴이 유아기에 출 한다는

선행연구(Cain& Dweck,1995;Dweck,1991;Smiley& Dweck,1994)

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더불어,학령기 이후에는

실패 후 도 상황에 한 과제 재도 반응이 학교 상황이나 래

교사 등 부모 이외의 다른 환경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이

러한 향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측되기 때문이다.유아

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유치원 교사에게 성취나 학습에 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등학교에 비해 상 으로 어서,부모의 향

을 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학업에 한 압력이 크지 않은

교육 장인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연구의 조사시 이 12월∼1월이었기 때문에 만 5세 유아의 월령은

71개월에서 84개월 까지 으며,평균 월령은 77.49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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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명) 평균월령(범 ,개월)

남아 99 77.60(72-84)

여아 102 77.38(71-84)

체 201 77.49(71-84)

변수 구분 빈도(%)

어머니 연령

32세 ∼ 35세 40(19.9%)

36세 ∼ 40세 100(49.8%)

41세 ∼ 45세 43(21.4%)

45세 ∼ 50세 7(3.5%)

무응답 11(5.5%)

학력

아버지

고졸 10(5.00%)

문 졸 8(4.00%)

졸 108(53.7%)

학원 졸 이상 61(30.3%)

무응답 14(7.0%)

어머니

고졸 16(8.0%)

문 졸 13(6.5%)

졸 110(54.7%)

학원 졸 이상 61(30.3%)

무응답 1(0.5%)

체 201(100.0%)

<표 IV-1>연구 상 유아

연구 상 어머니의 일반 특성은 <표 IV-2>와 같다. 상 유아의

어머니 연령은 36세 ∼ 40세가 49.8%로 가장 많았다.부모 학력은 부모

모두 졸자가 가장 많아서,아버지 108명(53.7%),어머니 110명

(54.7%)이 졸 학력자 다.

<IV-2>어머니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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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퍼즐과제를 통하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측정하

고,손인형 인터뷰의 방법으로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측정한다. 한

어머니 설문지를 통하여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

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이 연구에 사용한 모든 도구는 서울 학교 생

명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았다(IRBNo.1501/001-019).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측정하기 해서 Smiley와 Dweck(1994)

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성공이 가능한 퍼

즐 2세트와 일부 조각이 맞지 않는 3세트의 실패과제로 구성된 퍼즐과제

로,실패 경험 이후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는 도구이다.유아는 사 검사

를 해 퍼즐을 맞춘 후 3세트의 성공 불가능 퍼즐과 1세트의 성공 가능

퍼즐,총 4세트의 퍼즐을 맞춘다.유아는 실패 경험 이후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고,4세트의 퍼즐 하나의 퍼즐을 선택하여 맞춘다.

사 검사와 본검사를 해 5종류의 색깔이 있는 종이 퍼즐을 사용하

다.유아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미키 마우스 등)가 놀이를 하고 있

는 그림의 15조각 퍼즐이다.사 검사에 사용되는 1세트,본 검사의 완

성되는 퍼즐을 한 1세트,총 2세트는 완 한 퍼즐이며,나머지 3세트는

5-6개의 조각들이 바 풀리지 않는 불가능 퍼즐이다.퍼즐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의 숫자는 4∼6가지이며,퍼즐에서 사용되는 색깔과 캐릭

터의 모습들은 사 테스트 퍼즐을 제외한 4종류의 퍼즐이 유사하다.즉,

불가능 퍼즐의 바 조각들은 유사한 풍경에 있는 동일한 캐릭터의 비슷

한 조각들 즉,유사하게 보이는 다른 퍼즐로 체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체 조각들은 원래 퍼즐처럼 보이며,그 지만 사실은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다.유아는 제한된 시간(1분)동안만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을 풀

기 때문에 그 퍼즐이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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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Smiley와 Dweck(1994)의 도구를 기본으로 하되,유아

가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귀인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부분과 코딩 양식

은 Kistner와 동료들(2001)의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 다.실패

후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재도 지향과 재도 회피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체이다.재도 지향 인 반응들이 더 나타날수록 높은 도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재도 지향 인 반응이 게 나타날수록 도 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제 재도 반응 수의 범 는 0∼18 으로,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인지 반응과 동기 반응으로 구성된다.인지 반응은 귀인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변화(조건부 자기가치),동기 반응은 목표

지향 미래 수행에 한 기 를 의미한다.검사 도구의 사진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실험 내용 차

① 1단계:성공 가능 퍼즐과제 1세트 수행

이 단계의 목표는 사 검사를 통하여 유아가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

을 기록하고 유아의 퍼즐 맞추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한 유아가

실패의 경험 이 에 자신의 퍼즐 능력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가를 악

하는 것이 목 이다.실험자는 유아에게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잠시 보

여주고,비어있는 퍼즐 보드와 조각들을 유아 앞에 무작 로 놓아 후,

퍼즐을 맞추도록 한다.사 검사에서는 유아가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하며,실험자는 유아가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을 잰다.

유아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퍼즐 실력을 평정하기 해 1개∼5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구를 사용한다.하얀 종이에 별이 1개부터 5개

까지 그려져 있으며,5종류의 별 그림 자신의 퍼즐 실력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한다.



-49-

② 2단계:성공 불가능 퍼즐 과제 3세트,성공 가능 퍼즐 과제 1세트

수행

이 단계의 목표는 유아에게 반복된 실패의 경험을 주고,유아가 어떠

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이 단계에서 유아는 3세트의 성

공 불가능 퍼즐과 1세트의 성공 가능 퍼즐을 맞추고 연구자의 질문에

답한다.3세트의 풀리지 않는 퍼즐은 실패 과제이다.그러나 모든 과제

수행에는 각각 1분 동안의 시간만 주어지므로,유아들은 그 퍼즐이 원래

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1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실

험자는,“다음 퍼즐을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한다.유아가 일부를 맞춘

퍼즐 은 테이블 ,유아가 보이는 곳에 놓는다.실험자는 유아가 맞춘

조각의 수를 기록한다.3세트의 풀리지 않는 퍼즐을 풀면,유아가 정확히

놓은 퍼즐 조각의 수는 최 27개가 된다.실패과제를 시작하기 에,유

아에게 네가 만약 퍼즐을 그만 풀고 싶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3세트의 실패 과제 이후에 1세트의 풀리는 퍼즐이 제시되고,이 과제

의 수행 시간은 연구 상이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지속한다.풀리는 퍼

즐은 마지막에 제시되는데 성공이 명백하며,유아의 과제 선호와 기 ,

귀인이 실패의 경험에 압되지 않도록 하기 함이다.이 완성된 퍼즐

은 완성되지 않은 3세트의 퍼즐 에 놓여지며,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록된다.

3세트의 성공 불가능 퍼즐과 1세트의 성공 가능 퍼즐 과제를 수행한

후 유아에게 미래 수행에 한 기 와 능력 귀인 목표 귀인,목표지

향에 한 질문을 한다.

미래의 수행에 한 기 를 측정하기 하여,유아에게 성공 불가능

퍼즐 과제 4세트와 성공 가능 퍼즐 1세트,총 4세트의 퍼즐을 다시 받는

다면 몇 세트의 퍼즐을 풀 수 있는지를 묻는다.질문은 “만약,네가 지

시간이 많다면, 는 이 퍼즐 에 몇 세트나 맞출 수 있을 것 같니?”

이다.이는 미래의 성공에 한 그들의 과제-특정 기 (Kistneretal.,

2001)를 반 한다. 수의 범 는 0 ∼3 으로,유아가 이미 1세트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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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을 완성하 기 때문에 0∼1세트만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은 미래

의 수행에 한 기 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개 이상의

퍼즐을 풀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은 미래의 수행에 한 정 기 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그러므로 0∼1세트라고 응답하는 경우 0 ,2세트

를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1 ,3세트를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

는 경우 2 ,4세트를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3 으로 코딩한

다.

유아의 귀인 양식 능력 귀인 여부를 측정하기 해 “만약 네게 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는 이 퍼즐(완성하지 못한 퍼즐 하나)의 나

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아니면 이 퍼즐을 맞추기에는

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한다.그리고 완성 정도

가 다른 4개의 퍼즐 사진(부록 참조)을 보며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을

까?”라고 묻는다.노력 귀인 여부를 측정하기 해서는 “만약 네가 지

아주 열심히,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는 이 퍼즐(완성하지 못한 퍼

즐 하나)을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다.두 가지의 질문은 퍼즐 사진을 보며 응답하는데,4개의 퍼즐 사진은

완성하지 못한 사진,1/3정도 완성한 사진,2/3정도 완성한 사진,퍼

즐을 모두 완성한 사진이다. 수의 범 는 0 ∼3 으로,하나도 못 맞

춘다고 응답하는 경우 0 ,1/3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1 ,

2/3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2 ,완성할 수 있다고 응답하

는 경우에는 3 을 부여한다.

첫 번째 목표지향을 측정하기 하여 유아는 3세트의 불가능 퍼즐,1

세트의 성공 퍼즐,총 4개의 퍼즐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인지

를 선택한다.그리고 왜 그 퍼즐을 선택하 는지를 응답한다.이는 유아

의 성취동기와 목표지향을 반 하며,도 을 추구하는 혹은 피하려는 유

아의 동기 경향을 나타낸다.실험자는 4개의 퍼즐을 무작 로 가리키

고 퍼즐의 이름을 말하면서 유아의 주의를 집 시킨 후,“ 는 이것들

에서 하나를 다시 맞출 수 있어.어떤 퍼즐을 맞추고 싶니?”라고 묻

는다.유아가 선택을 하고 나면,실험자는 “잘 골랐네”하면서 반응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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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왜 그 퍼즐을 골랐는지를 물어본다.유아의 응답은 ‘과제 완수를 한

재도 ,단순 선호 재도 ,이유 없는 재도 ,회피 동기’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수의 범 는 0∼3 으로,도 이유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퍼즐 선택의 이유에 ‘과제 완수를 한 재도 ’범주로

응답하는 경우는 3 ,‘단순한 선호 재도 ’범주로 응답하는 경우는 2 ,

‘이유 없는 재도 ’범주는 1 ,‘재도 회피’범주의 응답에는 0 을 부

여한다.

첫 번째 범주인 ‘과제 완수를 한 재도 ’은 자신이 맞추지 못한 퍼

즐에 다시 한 번 도 하여 퍼즐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유아의 동기를 반

한다. 한 퍼즐을 푸는 시도 동안 유아의 정 인 흥미를 언 하는

이유를 포함한다.“왜냐하면 그 퍼즐을 풀 수 있는지 다시 해보고 싶어

요”,“완성하지 못했잖아요.”,혹은 “왜냐하면,몇 조각만 더 맞추면 되

요”와 같은 응답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두 번째 범주는 ‘단순 동기 재도

’범주로 도 이나 성취에 한 언 이 없이 그림이 좋다거나 ‘그냥 하

고 싶다’와 같이 단순히 유아의 욕구를 언 한 것을 포함한다.“하고 싶

어서요”,“그림이 좋아서요.”,혹은 “왜냐하면 모래놀이 그림이 좋아서요”

와 같이 특정 퍼즐이나 그림에 한 선호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세 번

째 범주는 ‘소극 재도 ’범주로 도 이나 성취,혹은 퍼즐의 선호에

한 언 이 없으면서 도 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나 언 도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몰라요”혹은 “그냥요”와 같은 유아의 응답이 이에 해당한

다.네 번째 범주는 ‘재도 회피’범주로 과제가 쉽다거나 다른 퍼즐보

다 쉽게 완성할 것 같다는 이유를 포함한다.과제가 쉽거나 이미 한 번

완성해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 을 할 필요가 없다는 유아의 회피 동기

를 반 한다.“왜냐하면,그게 제일 쉬워요”혹은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맞추는지 알아요”,“(이미)완성했으니까요”와 같은 응답이 이 범주에 해

당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퍼즐

풀이 능력을 다시 한 번 응답하며,실험 1단계의 실패 이 응답과 비교

하여 유아의 퍼즐 풀이 능력에 한 지각이 변화하 는지의 여부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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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는 유아가 확고한 자기가치를 지녔는지 혹은 실패의 경험에 따

라 자기가치가 향을 받는 조건부 자기가치를 지녔는지를 반 한다.즉,

실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질문한 실패 경험 이 의 퍼즐 능력 지각 수

에서 실패 이후 퍼즐 능력 지각 수를 뺀다.실패 경험 이후에도 퍼즐

풀이 능력에 한 지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

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실패 이후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이 크게 감소할수록 조건 인 자기 가치를 지녔다고 본다. 수의

범 는 0 ∼3 으로,실패 경험 이후에도 퍼즐 풀이 능력에 한 지각

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3 ,1 이 감소하는 경우 2 ,2 이 감소하는

경우 1 ,3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 0 을 부여한다.

③ 3단계:퍼즐 과제 재도 검사 마무리

이 단계의 목표는 과제 재도 을 선택한 유아가 재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유아의 목표지향을 다시 한 번 측정하기 함이다.

다시 한 번 퍼즐을 푸는 것을 선택한 유아는 자신이 지목한 퍼즐을

한 번 더 맞추며,유아가 성공 불가능 퍼즐을 골랐다면 맞는 조각들을

제공해 다.성공의 경험 이후 유아의 목표지향이 2단계와 동일한 방식

으로 한 번 더 측정되고,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퍼즐 과제의 차는 <표 I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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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실험 차

단계 차 질문 내용

1

단계

퍼즐능력에

한 유아

자기 평가

○○이가 생각하기에, 의 퍼즐 실력은 여기

그림 에 어느 정도일까?

퍼즐 1세트 성공가능 퍼즐 1세트 수행 (사 검사)

2

단계

퍼즐 4세트
성공 불가능 퍼즐 과제 3세트,

성공 가능 퍼즐 과제 1세트 수행

능력 귀인

만약 네가 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는 이

퍼즐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하니,아니면 이 퍼즐을 맞추기에는 퍼즐 실력

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

미래수행

기

만약 네가 지 시간이 많다면, 는 이 퍼즐

에 풀 수 있는 퍼즐이 몇 세트나 있을까?

노력귀인

만약 네가 지 열심히,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면, 는 이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

목표지향

응답

4개의 퍼즐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

이니?왜 그 퍼즐을 선택했니?

퍼즐 능력에

한 유아

자기 평가

○○이가 생각하기에, 의 퍼즐 실력은 여기

그림 에 어느 정도일까?

3

단계

퍼즐 1세트 퍼즐 과제 재도

두 번째

목표지향

응답

4개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이니?왜

그 퍼즐을 선택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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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귀인

(0∼3 )
+

+

미래수행에

한 기

(0∼3 ) +

+

노력귀인

(0∼3 )
+

+

첫 번째

목표지향

(0∼3 ) +

+

조건부

자기가치

(0∼3 )

+

+

두 번째

목표지향

(0∼3 ) =

=

과제

재도

반응

퍼즐과제
1단계 실패
능력지각

-
퍼즐과제

2단계 실패 후
능력지각

못

맞춤
0 0-1세트 0

못

맞춤
0

재도

회피
0

3이상
감소 0

재도

회피
0

수

0 ∼

18

1/3

맞춤
1 2세트 1

1/3

맞춤
1

소극

재도
1 2감소 1

소극

재도
1

2/3

맞춤
2 3세트 2

2/3

맞춤
2

단순 동기

재도
2 1감소 2

단순 동기

재도
2

완성 3 4세트 3 완성 3
과제완수를

한재도
3

감소
없음

3
과제완수를

한재도
3

<그림 IV–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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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머니의 불안

어머니의 불안은 특성 불안척도(State_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이 척도는 Spielberger(1983)가 정신장애

가 없는 성인이 일반 인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로,성인의 불안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문항의

내용에 따라 일부 문항1)은 역코딩한다.

수의 범 는 1∼4 으로,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해당 문항

의 기분을 느 는지를 ‘ 없었다’,‘1-2번 있었다’,‘3-4번 있었다’,

‘5-7번 있었다’로 응답한다.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어머니

불안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값은 .88이었다.

3)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은 Grolnick,Ryan,그리고 Deci(1991)가 제

작한 POPS(Perceptions Of Parents Scales)와,Olsen,Yang,Hart,

Robinson,Wu,Nelson,Nelson,Jin,Wu(2002)가 제작한 PCOIM(The

PsychologicalControl& Overprotective/IntrusiveMeasure)를 바탕으

로 개발된 유아기 부모를 한 심리 통제 양육척도(Psychological

ControlledParentingScaleforChildhoodparent:PCPSC:김충일,장유

진,이강이,2015)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유아기 부모를 한 심리

통제 양육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 되었

다.원척도는 총 31문항으로,자율성 지지의 하 요인인 ‘자율성 지지’와

‘자율성 통제’,심리 통제의 하 요인인 ‘죄책감 유발’과 ‘애정철회’,마

지막으로 ‘동일체 양육’요인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연

구에서는 자율성 지지와 자율성 통제를 ‘자율성 억압’이라는 하나의 요인

으로,애정철회와 죄책감 유발을 ‘애정 통제’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재구

성하 다.최종문항은 문항의 신뢰도와 상 계,아동학 교수 5인의

1)어머니 불안:1,6,7,10,13,14,16,19번 문항 역코딩



-56-

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하 다.동일체 양육 요인은 주요 종속변수

와의 낮은 상 계로 인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각 문항 수

의 범 는 1∼4 으로,‘개 그 지 않다’,‘그 지 않은 편이다’,‘그런

편이다’,‘개 그 다’로 응답한다.

‘자율성 억압’요인은 자율성 지지 요인의 문항을 발췌 역코딩하고

자율성 통제 요인의 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한 요인이다.원척도의 자율성

지지 요인은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 하고 자녀가 할 일은 자녀 스

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양육을 의미하며,자율성 통제는 자녀의 일

과 행동을 정해주며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을 의미한다.그러므

로,이 연구에서 ‘자율성 억압’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 하

지 않고 자녀의 일과 행동을 정해주며,부모가 자녀와 련된 것들을 무

엇이든지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 자율

성 억압 요인은 총 8문항2)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α 값은 .81이었

다.

‘애정 통제’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맞게 하

고,간 혹은 직 인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부모의 실망을 표 하

며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심리

를 통제하는 양육이다.부모의 직 인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혹은 우

회 으로 부모의 실망과 생각을 주입하여 자녀의 행동을 조종하고자 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충일,장유진,이강이,2015).이 요인은 자녀

에게 부모의 애정을 조건 으로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한다는 특징

을 갖는다.이 연구에서 애정 통제 요인은 총 8문항3)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α 값은 .78이었다.

어머니의 양육 성취 심은 박 신(1989)이 제작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척도 10문항 7문항4)을 사용하 다.설문지 구성 시에 ‘나는 아

이가 스스로 한 일을 칭찬한다,나는 아이가 잘못한 일에 해 변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두 가지 문항을 제외하 다.이 문항들은 아동학 공

2)자율성 억압:12,13,14,16,17(역코딩),20,21,23번 문항

3)애정 통제:1,2,3,4,5,7,9,10번 문항

4)성취 심:24,25,26,27,28,29,30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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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교수의 안면타당도 확인 결과,자녀의 성취나 학업에 한

어머니의 심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원척도에서 ‘나

는 자녀의 학업에 해 자주 묻는다’는 문항은 학업이라는 단어가 유아

의 어머니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나는 자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자주 묻는다(얼마나 배웠는지,특정 지식

을 알고 있는지)’의 문항으로 수정하 다.더불어 ‘나는 아이가 훌륭하게

되길 바란다’는 문항 역시 부 한 안면타당도와 낮은 신뢰도로 인하

여 최종분석에서 제외하 다.어머니의 성취 심은 자녀의 학업이나 성

취에 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문항의 내용이 부정 혹은 정 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립

인 의미를 갖도록 구성하 다.자녀의 성취나 학업에 한 부모의

심은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 모두를 반 하기 때문에,응답자가

측정 문항의 어조 속에서 정이나 부정의 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다.즉,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 심을 자녀에 한 과도한 집착

이나 압박이 아닌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한 부모의 심으로 보고자

하 다.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를 자녀에게 표 하는 것이다.이 연구에서 어머니 성취 심은 총 7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Cronbach’sα 값은 .71이었다.

4)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Bandura(2006)의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과

기존의 유아 상 자기효능감 척도( 인옥,1996)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

성하 다.Bandura(2006)의 아동용 자기효능감 척도는 다양한 하 요인

으로 구성된 설문지식 척도이나,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합한

측정을 하여 손인형 인터뷰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수의 범 는 1∼5 으로,학업이나 과제,

배움과 련하여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에 한 유아의 지각을 측정한

다.과제수행 효능감은 ‘나는 씨를 잘 알아/나는 씨를 잘 몰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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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포함하고 총 6문항이며,Cronbach’sα값은 .545) 다.

이 연구는 인터뷰 방법으로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측정하 으며,

측정 방법의 실제로써 ‘버클리 손인형 면 도구(Measelle, Albow,

Cowan,& Cowan.,1998,TheBerkeleyPuppetInterview:BPI)’를 사용

하 다.이 인터뷰 방법은 유아의 자기지각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

구로,만 4.5세∼7.5세 유아 아동을 상으로 한다.두 개의 손인형을

사용한 구조화된 면 방법으로,면 자는 양 손에 손인형을 끼우고 각

각의 손인형은 그들 자신에 해 정 는 부정의 상반된 발언을 한다

( ;“나는 자를 잘 알아”,“나는 자를 잘 몰라”).그 한 인형이

유아에게 자신에 해 설명하도록 묻는다( :“ 는 어떠니?”).BPI는 유

아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구두로 응답하거나 는 손인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은 비언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그

러므로 이 도구는 유아와 손인형 사이의 언어 ,비언어 화를 통해

유아의 지각을 이끌어 냄으로써 성인과 면 조사를 할 때 어려움을 보

이는 유아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 으로 유아의 응답을 수화하 으며 자신에

한 지각 수가 높을수록 과제수행 효능감 지각이 정 인 것을 의미한

다.구체 인 코딩 방법은 다음과 같다.유아가 부정 발언을 한 인형보

다 더 부정 으로 답변하거나,부정 발언을 한 인형과 동일하게 답변

하는 경우 1 ,부정 발언을 한 인형보다 덜 부정 으로 답변하는 경

우 2 , 립 인 답변을 하는 경우 3 , 정 발언을 한 인형보다 덜

정 으로 답변하는 경우 4 , 정 발언을 한 인형과 동일하게 답변

5)과제수행 효능감 문항의 신뢰도는 부분의 유아 상 척도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등도 수 으로 높지 않았으나,이는 자신의 효능감에 한 유아의

응답이 신뢰롭지 않은 것보다는 자기효능감 하 요인의 문항 수가 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척도의 신뢰도는 문항의 수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요인을 많은 문항으로 측정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하지만 유아에게 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유아의 발달 특성상 많은 문항을 질문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일반 으로 유아 상 척도들은 성인 상 질문지보다 낮은 신뢰도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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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측정 도구의 설명

하 요인 문항 수 신뢰도 수범

어머니 불안 20 .88

1∼4

심리

통제

양육

자율성 억압 8 .81

애정 통제 8 .78

성취 심 7 .71

유아 과제수행 효능감 6 .54 1∼5

하거나, 정 발언을 한 인형보다 더 정 으로 답변하는 경우 5 으

로 수화하 다. 를 들어,“나는 자를 잘 알아”라는 아롱이의 정

인 발언과 “나는 자를 잘 몰라”라는 다롱이의 부정 발언 후 유아

가 “나는 자를 하나도 몰라.”라고 강한 부정 답변을 하거나,“나는

자를 잘 몰라.”라고 인형과 동일한 부정 답변을 하는 경우 1 ,“나

는 자를 조 몰라.”라고 약한 부정 답변을 하는 경우 2 ,“나는

자를 잘 알 때도 있고,잘 모를 때도 있어,”라고 립 인 답변을 하는

경우 3 ,“나는 자를 조 잘 알아.”라고 약한 정 답변을 하는 경

우 4 ,“나는 자 잘 알아.”라고 인형과 동일한 정 답변을 하거나,

“나는 자 진짜 잘 알아.”라고 강한 정 답변을 하는 경우 5 으로

수화하 다.

3.연구 차

1) 비조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측정하기 한 퍼즐과제 구성,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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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인터뷰의 합성 여부를 단하기 해 2014년 10월에 만 5세 유

아 2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퍼즐 과제 퍼즐의 모양은 유아들이 수행하기에

하 다.캐릭터의 친숙도가 퍼즐의 완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가

능성을 염려하 으나,이 연구에서 사용한 퍼즐은 여러 종류의 캐릭터가

커다란 풍경 속에서 놀이를 하는 그림이었으므로 퍼즐의 수행에 있어 캐

릭터 자체의 친숙도가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단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연속 으로 5∼6회에 걸쳐 퍼즐을 맞추어야 하

고 퍼즐 그림의 선호가 목표지향의 측정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하학 인 무늬나 패턴 모양 퍼즐보다는 캐릭터나 스토리가 있는 모양

의 퍼즐이 합한 것으로 단하 다.

Kistner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 질문만으

로 유아의 귀인을 측정하 다.그러나 비조사 결과 질문의 길이가 길

고,유아들이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의 두 질문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진을 이용하여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원 척도에서는 퍼즐을 푼 이후에 “만약 네가 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는 이 퍼즐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 퍼즐을 맞추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라는 능

력 귀인의 질문을 하고,“퍼즐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혹은

“퍼즐을 맞출 만큼 하다”고 답하는 것은 0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다”거나 “퍼즐을 풀만큼 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은 1 으로

평정하 다.그러나 비조사 결과 “퍼즐을 맞출 만큼 하다”거나

“퍼즐을 풀만큼 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유아는 단 한명도 없었고,

유아들은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만 집 하 다.이에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정도를 사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

고 보고,퍼즐 풀이 정도를 4단계의 사진으로 질문하고 이를 평정하 다.

노력 귀인 질문(“만약 네가 지 아주 열심히,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면, 는 이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역시

사진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평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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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조사

본조사는 2014년 12월 ∼ 2015년 1월 사이에 서울에 소재한 강남구,

악구,양천구,종로구 총 4곳의 유치원에서 이루어졌다.퍼즐 과제와

인터뷰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보조 연구자와 함께 실시

하 다.이들은 연구자에게 퍼즐과제 인터뷰 훈련을 받았으며,연구자

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유치원을 통해 부모용 설문지와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포한 후,연

구에 동의한 만 5세아 213명(남아 103명,여아 110명)과 해당유아의 어

머니 213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퍼즐과제를 이용하여 유아의 과

제 재도 반응을 측정 으며,유아의 효능감을 알아보기 하여 유아를

상으로 손인형 인터뷰를 수행하 다.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

육 성취 심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유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으며,어머니용 설문지는 201부가 회수되었다.

퍼즐 과제 인터뷰는 각 기 이 제공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 자와

유아 간에 일 일로 이루어졌다.퍼즐과제 인터뷰 과제는 책상을 사

이에 두고 앉아 실시하 으며,유아가 과제에 집 할 수 있도록 면 자

가 벽을 등지고 앉아 수행하 다.

퍼즐과제의 소요시간은 15∼25분 정도 으며,유아의 퍼즐 완성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퍼즐과제의 반응은 코딩지에 기록되었으며,도

선택에 한 응답은 수기로 기록한 후 코딩하 다.불가능 퍼즐을 푸는

도 일부 유아(약 5명)가 퍼즐의 조각이 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

우가 있었다.유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연구자는 “그런 생각이

드니?”라고 되묻고 다음 차를 진행하 다.불가능 퍼즐을 의심하는 경

우라도 과제 수행을 거부하는 유아는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다음 차

로 진행되도록 유도하 다.더불어 이들의 과제 재도 반응 수는 다

른 유아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분석에 그 로 사용하 다.도

선택에 한 평정 일치도를 확인하기 해 연구 의도를 모르는 1명의 유

아교육학 석사 소지자에게 평정기 을 설명하고, 체자료 무작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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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자료 (10%,21개)의 평정을 부탁하 다.이 수와 면 자 평정 간

의 상 계수는 .86이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인터뷰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BPI의 코

딩 규칙 안내서에 따라 유아의 인터뷰 내용을 수화하 다.평정이 모

호한 답변의 경우에는 수기로 기록하 다가 면 자와 연구자가 의견을

모아 합의하여 평정하 다.인터뷰 내용의 평정 일치도를 확인하기 해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일부 인터뷰(10%,20개)를 동시에 평정하 으

며,평정자 간 상 계수는 .93이었다.

4.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로그램과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백분율,평균,표 편차,상

계 분석,독립표본 t검정,경로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과 주요변수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구체 양상을 악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도구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해 Cronbach’α 값을 확인하 다.실패를 경험하기 과 후의 유

아의 퍼즐 능력과 과제 재도 반응의 련성 주요 변수들의 하 요

인 간 상 을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

감을 매개로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다 매개

모델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사용하 으며,각 변수들의 간 효과를 악

하기 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한 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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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연구결과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유

아의 과제 재도 반응 양상과 어머니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간의 상 을 알아본다.이와 함께 어머니

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과제 재도 반응의 경로를 확인하고,각 변수들의 직 효과와 간 효과

를 악한다.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과제수행 효능감,어머

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양상

(연구문제 1)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과 과제수행 효능감,어머니 불안,심리 통

제 양육 성취 심의 양상이 어떠한지 악하기 해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를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제

시하 으며 결과는 <표 V-1>과 같다.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는 최소값이 5 ,최 값이 18 이었으

며,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편포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편포를 논의함에 있어서 요한 것은 평균값을 심

으로 한 분포의 정도이며 수의 범 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정 왜

도6)와 부 왜도7)역시 평균값을 심으로 한 개념이다.실패 후 도

6)정 왜도(positiveskew): 부분의 수들이 평균 이하인 경우

7)부 왜도(negativeskew): 부분의 수들이 평균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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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 값 왜도(s.e) 첨도(s.e)

4.00 18.00 -.347(.168) -.077(.336)

상황에 한 반응 수 분포는 왜도 -.347(.168),첨도 -.077(.336)로 편포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왜도지표의 값이 3.0이상이면 큰 편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며,첨도 역시 10.0이상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의 구체 양상을 악하기 하여 하

요인별 수 분포와 평균 표 편차를 제시하 다<표 V-2>.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 수의 하 역은 인지 반응인 능력귀인 노

력귀인,조건부 자기 가치와 동기 반응인 미래 수행에 한 기 ,목표

지향으로 구성되며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아는 퍼즐 과제 이후 한 조각도 맞추지 못한 퍼즐 사진,5조각을

맞춘 퍼즐 사진,10조각을 맞춘 퍼즐 사진,15조각 모두를 맞춘 퍼즐 사

진을 보며 귀인에 한 질문에 응답하 다.유아의 귀인 양식 능력

귀인 여부를 측정하기 해 “만약 네가 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는

이 퍼즐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아니면 이 퍼즐을

맞추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하고,퍼즐 사진

을 보며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 다.능력 귀인에

한 질문에 한 조각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2명(1.00%),

5조각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19명(9.45%),10조각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한 유아가 85명(42.29),15조각 모두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한 유아가 95명(47.26%) 다.

한편 노력 귀인 여부를 측정하기 해서 “만약 네가 지 아주 열심

히,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는 이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하 다.노력 귀인에 한 질문에 한 조각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5명(2.49%),5조각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18명(8.96%),10조각 정도 맞출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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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유아가 46명(22.89%),15조각 모두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한 유아

가 133명(66.17%) 다.

능력 귀인 노력 귀인과 련하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응답한 유아는 66.17% 으나,자신의 능력과 련하여

서는 47.26%의 유아만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응답하 다.즉,

52.74%의 유아는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

다.귀인에 한 두 가지 응답을 고려하 을 때,이 연구의 연구 상 유

아들은 능력(47.26%)보다는 노력(66.17%)에 성공을 귀인하는 경향이 높

았다고 볼 수 있으며,이는 정 인 결과이다.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는 사람은 능력을 개인의 안정 인 속성으로 보고 아무

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 하며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

며,성공이나 실패를 노력과 같은 불안정 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사람은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도 지향 기 를 가질 수

있다.

‘조건부 자기가치(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변화)’는 퍼즐과제 이

자신의 퍼즐 풀이 능력에 한 응답이 퍼즐과제 이후 얼마나 감소하 는

지 즉,퍼즐의 실패 경험이 유아가 지각하는 퍼즐 능력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한다.실패 경험 이 과 이후의 능력 지각이 감소가 없

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는 3 ,능력 지각이 1만큼 감소한 경우 2 ,능력

지각이 2만큼 감소한 경우 3 ,능력 지각이 4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0

을 부여하 다.실패 경험 이 과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동일하거나 더

높게 보고한 유아가 96명(47.76%),1만큼 감소하 다고 보고한 유아가

76명(37.81%),2만큼 감소하 다고 보고한 유아가 18명(8.96%),3혹은

그 이상 감소하 다고 보고한 유아가 11명(5.47%)이었다.

‘미래 수행에 한 기 ’는 유아가 3세트의 실패 퍼즐과 1세트의 성

공 퍼즐을 푼 이후,4세트의 퍼즐 몇 개를 풀 수 있을지를 응답한 것

을 수화하 다.이 질문에 한 세트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

가 1명(0.50%),1세트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30명

(14.92%),2세트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84명(4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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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52명(25.87%),4세트 모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34명(16.92)이었다.이 연구와 동일

한 퍼즐과제를 사용한 Ziegert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0세트 혹은

1세트만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한 유아가 체 연구 상의 39% 으나

(Ziegertetal.,2001),이 연구에서는 15%의 유아만이 0세트 혹은 1세트

만 맞출 수 있다고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목표지향을 측정하기 해,퍼즐과제 이후에 3개

의 실패퍼즐과 1개의 성공퍼즐,총 4개의 퍼즐 어떤 퍼즐을 왜 풀어

보고 싶은지를 질문하 다.유아의 퍼즐 선택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선택의 응답은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과제 완수를 한 재도 ’범

주는 3 ,‘단순 선호 재도 ’범주는 2 ,‘이유 없는 재도 ’범주는 1

,‘회피 동기’범주는 0 으로 코딩하 다.첫 번째 목표지향 수 분포

는 0 이 48명(23.88%),1 이 35명(17.41%),2 이 64명(31.84%),3 이

54명(26.87%)으로 나타났다.두 번째 목표지향 수 분포는 0 이 38명

(18.63%),1 이 47명(23.38%),2 이 53명(26.37%),3 이 63명(31.34%)

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목표지향의 평균 수는 1.62 ,두 번째 목표지

향의 평균 수는 1.70 으로 두 번째 목표지향 수가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두 번에 걸쳐 측정된 목표지향에서 0∼

1 으로 코딩된 유아가 약 40% 는데,Ziegert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

서는 퍼즐 선택의 이유에 해 ‘이유 없음’혹은 ‘도 없음’범주의 무기

력한 응답을 한 유아가 체의 37%여서 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 다.

성별에 따른 과제 재도 반응 수 차이를 악하기 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남아보다 여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가 높았으나 .10의

유의수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상 유아들의 과제 재도 수는 평균 11.93 으로 실

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제 재도 반응 수의 범 가 0∼18

이고 앙값이 9 인 것을 감안할 때, 간보다 높은 수 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보 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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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의 하 요인별 기술통계

하 역 수 분포 (%) 평균(SD)

귀인

능력
귀인

0 2명 (1.00)

2.36(.68)
1 19명 (9.45)

2 85명 (42.29)

3 95명 (47.26)

노력
귀인

0 5명 (2.49)

2.54(.75)
1 18명 (8.96)

2 46명 (22.89)

3 133명 (66.17)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변화

(조건부 자기가치)

0 11명 (5.47)

2.27(.85)
1 18명 (8.96)

2 76명 (37.81)

3 96명 (47.76)

미래 수행에
한 기

0 31명 (15.42)

1.44(.97)
1 84명 (41.79)

2 52명 (25.87)

3 34명 (16.92)

첫 번째
목표지향

0 48명 (23.88)

1.62(1.12)
1 35명 (17.41)

2 64명 (31.84)

3 54명 (26.87)

두 번째
목표지향

0 38명 (18.63)

1.70(1.11)
1 47명 (23.38)

2 53명 (26.37)

3 63명 (31.34)

체 201명(100.00) 11.93(3.23)



-68-

2)유아의 퍼즐 과제 수행과 과제 재도 반응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이 퍼즐 과제 수행 즉,퍼즐 완성 능력과

상 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V-3>과 같다.이를 해 퍼즐 사 과제의 완성 시간 실패 과제 수

행 이후의 성공 퍼즐 완성 시간이 유아의 귀인 여부와 목표지향,실패

과제 이 에 유아가 응답했던 자신의 퍼즐 능력 지각 실패 과제 이후

유아가 응답한 퍼즐 능력 지각,과제 재도 반응 수와 상 이 있는지

분석하 다.유아들은 동일한 퍼즐을 맞추었으므로,퍼즐을 완성하는 시

간이 짧을수록 퍼즐 풀이 능력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 분석 결과,실패 경험 이 에 퍼즐을 푸는 시간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 수와 련이 있었다.실패 경험 이 에 퍼즐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자신이 노력해도 퍼즐을 많이 맞추지 못할 것

이라고 응답하는 것과 상 (r=-.189,p<.001)이 있었으며,실패 경험

이 에 자신의 퍼즐 능력이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과 련(r=-.144,

p< .05)이 있었다.더불어 실패 경험 이 에 퍼즐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퍼즐 선택의 이유를 도 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응답하

는 것과 련(r=-.132,p<.05)이 있었다.결과 으로 실패 경험 이

에 퍼즐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도 회피 인 과제 재

도 반응을 보이는 것과 련(r=-.136,p<.05)이 있었다.

실패 경험 이후에 퍼즐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

신이 노력해도 퍼즐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과 상 (r=

-.266,p<.001)이 있었으며,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과 련(r

=-.135,p<.05)이 있었다.실패 경험 이후에 퍼즐을 완성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은 실패 경험 이 의 퍼즐 완성 시간보다 노력귀인과 더 큰 부

상 계가 있었는데,이는 과제 겪은 실패의 경험이 유아의 노력귀

인에 부정 인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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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유아의 퍼즐 과제 수행과 과제 재도 반응의 상

사 시간 사후 시간

능력귀인 -.079 -.071

노력귀인 -.189** -.266**

실패 능력 지각 -.144* -.100

실패 후 능력 지각 -.012 .045

조건부 자기 가치 .113 .099

미래수행에 한 기 -.062 -.010

목표지향 -.132* -.124

과제 재도 반응 체 수 -.13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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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의 기술통계는 <표 V-5>와 같다.유아 과제

수행 효능감의 최소값은 10 ,최 값은 30 이었으며 평균은 4.29 ,표

편차는 .73 이었다.

연구 상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수 분포를 살펴보면,65%에 해

당하는 유아들이 6문항의 효능감 측정을 통하여 26 ∼30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보고하 다.10∼15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보고한 유아는

체의 3%,16∼20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보고한 유아는 체의 8%정도

에 불과하 다.이를 통해 이 연구의 연구 상 유아들이 상당히 높은 수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은 아동에 비해 일반 으로 자신의 효능감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 평가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Pajares,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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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수의 기술통계

(N=201)

하 역 수 분포 (%) 평균(SD)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10∼15 6명 (2.98)

4.29(.73)

16∼20 24명 (8.38)

21∼25 41명 (20.40)

26∼30 130명 (64.68)

최소값 10.00

최 값 30.00

4)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

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기술통계는 <표

V-5>와 같다.

어머니의 불안 수는 평균 1.95 (SD =0.39)으로 이 연구의 연구

상 어머니들은 앙값보다 낮은 수 의 불안을 보고하 다.어머니 양

육 자율성 억압의 수는 평균 1.80 (SD =0.41)으로,어머니들은

자신이 앙값 이하의 낮은 수 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인식

하 다.애정 통제(M =2.02,SD =0.46)에 해서도 앙값 이하의 수

으로 인식하여서 자신의 양육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성취 심에 해서는 3.25 (SD =0.37)으로 응답하여,자녀의 성취

나 학업에 해서 앙값 이상의 높은 수 으로 심을 갖고 있다고 지

각하 다.이 연구의 상 어머니들은 자신이 불안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자녀를 정 으로 양육하고 있으며,자녀의 성취와 학업에 다소 높은

심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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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기술통계

(N=201)

하 역 수분포 문항 수 평균(SD)

불안 1∼4 20 1.95(0.39)

심리
통제
양육

자율성 억압 1∼4 8 1.80(0.41)

애정 통제 1∼4 8 2.02(0.46)

성취 심 1∼4 7 3.25(0.37)

2.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과 성취 심,과제

수행 효능감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의 상 계

(연구문제 2)

이 에서는 경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한

다.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자율성 억압,애정 통제)과 성취

심,유아의 자기효능감 과제 재도 반응 간의 상 계 분석 결과는

<표 V-6>와 같다.

어머니의 불안은 자율성 억압(r=.429,p< .001),애정 통제(r=

.316,p< .001)와 정 인 상 을 나타냈다.이는 어머니 스스로가 불안

을 느끼는 것이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양육을 하는 것과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에 한 심리 통제 양육 하 요인들과 정 인 상

을 가짐으로써,어머니 불안의 부정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율성 억압은 애정 통제(r=.534,p<.001)와는 정 상

을,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r=-.137,p<.05) 과제 재도 반응

(r=-.201,p< .01)과는 부 상 을 나타냈다.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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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 인 양육과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어머니의 이

러한 양육이 유아기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이나 과제 재도 반응과는

부정 인 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녀에게 애정을 통제하

는 방식의 양육은 자율성 억압 양육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r=-.262,p<.001)과 부 인 상 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자녀에게 조건 으로 애정을 주고 부모의 애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양육이 자녀의 과제 재

도 반응과 부정 인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어머니의 성취 심은 애정 통제 양육과 정 상 (r=.131,p

< .05)을 나타냈다.이는 성취와 학업에 한 어머니의 심과 여가,

자녀가 자신의 뜻 로 따르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

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부정 양육과 련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즉,학업과 성취에 한 어머니의 심과 여는 그

정도에 따라 부정 양육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하지만 어머니의 성취 심은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과 정 인 상

(r=.186,p<.01)을 나타냈는데,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와 학업에

심을 갖는 것이 유아가 과제 수행에 한 효능감을 지각하는 것과 정

인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과 정 상 을

보 다(r=.226,p< .01).이는 유아의 높은 과제수행 효능감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유아의 도 인 과제 재도 반응과,유아의 낮은 과

제수행 효능감이 유아의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과 련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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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주요 변수의 상 계

어머니

불안

자율성

억압
애정 통제 성취 심

과제수행

효능감

과제

재도 반응

어머니

불안
-

자율성

억압
.429*** -

애정 통제 .316*** .534*** -

성취 심 -.051 -.010 .131* -

과제수행

효능감
.016 -.137* -.015 .186** -

과제

재도 반응
-.120 -.201** -.262*** .007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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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과 성취 심이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 (연구문제 3)

앞선 분석결과에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어머니의 불안,심리 통제

양육(자율성 억압,애정 통제)과 성취 심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은 다 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로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간의 계를 설명

하는 최 의 모형을 찾고자 하 다.

어머니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정한 연구 가설모형<그림 III-1>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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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χ2값이 54.339 으며,IFI값이 .904,CFI값이 .889,RMSEA 값이

.076으로 체로 양호한 합도8)를 가졌다.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어머

니의 불안이 성취 심에,어머니의 애정 통제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어머니의 자율성 억압과 성취 심이 과

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

다 합한 연구 모형의 도출을 해서 어머니의 양육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수정하 다.

이 연구에서 최종 모형의 모형 합도는 자유도가 7,χ2값이 55.006

으며,IFI값이 .904,CFI값이 .897,RMSEA값이 .070로 합도가 근소

하게 향상되었다.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V-1>과 <표 V-7>에 제

시하 다.어머니의 심리 특성인 불안은 자율성 억압(β =.416,p<

.001)과 애정 통제(β =.311,p<.001)에 향을 미쳤다.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성취 심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57).어머니의 자율성

억압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부정 인 향(β =-.162,p< .05)을

미쳤으며,어머니의 성취 심 역시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향을 미쳤

다(β =.180,p<.01).어머니의 애정 통제는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47).어머니의 양육 애정 통제만이 유아가

나타내는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부 향(β =-.267,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과제 재도

반응에 정 인 향(β =.156,p<.05)을 미쳤다.

결국 어머니의 심리 특성인 불안은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인

자율성 억압과 애정 통제에 직 인 향을 미쳤으며,성취 심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어머니의 불안 수 이 높은 경우 유아기 자녀의 자

율성을 억압하거나 자녀에게 조건 애정을 주는 심리 통제 양육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유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양육이 낮은 경

우 즉,어머니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압박 인 평가나

8)일반 으로 모형이 복잡할수록 합도는 증가하는데 합도 지수는 1에 가

까울수록 좋다.보통 .80이상이면 모형의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90이상이면

우수한 합도로 평가된다(Kline,1998;성태재,2007;송지 ,2009).RMSEA

값은 .05이하는 우수한 합도,.05∼.08이하는 양호한 합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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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p<.01,***p<.001

<그림 V-1>수정모형

요구를 최소화하는 양육을 나타내는 경우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높

았다.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해 높은 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유

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높았으나 어머니의 애정 통제 양육은 유아의 과

제수행 효능감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애정 통제만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인 향을 미쳤다.즉,자녀의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과 수용

이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략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경우,유아는 실패 후 재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나타냈다.어머니가 자녀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의

을 고려하는 자율성 지지 인 양육은 유아의 도 지향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그러나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 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높이고 순차 으로 유아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결국 어머니의 자

율성 억압 양육은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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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경로계수 분석결과 추정치

경 로 B(S.E) β

어머니 불안 ⇒ 애정 통제 .146(.032) .311***

어머니 불안 ⇒ 자율성 억압 .171(.027) .416***

어머니 불안 ⇒ 성취 심 -.019(.024) -.057

자율성 억압 ⇒ 과제수행 효능감 -.217(.095) -.162*

애정 통제 ⇒ 과제수행 효능감 .055(.084) .047

성취 심 ⇒ 과제수행 효능감 .301(.118) .180**

애정 통제 ⇒ 과제 재도 반응 -.198(.057) -.267***

과제수행 효능감 ⇒ 과제 재도 반응 .102(.05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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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미치는 어머니 불안의 간 효과 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간 효과를 악하기 하여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 다.

간 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

다.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그동안 통 으로 사용

되어 왔던 Baron과 Kenny(1986)의 근법이나 Sobeltest(Sobel,1982)

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다

(이 응,2014).효과분해의 분석결과는 <표 V-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어머니의 불안은 유아기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

감에 부 인 간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63,p< .05).

이는 어머니의 불안이 1만큼 증가하 을 때,간 인 인과 계를 통하

여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063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에는 어머니 불안과 자율성 억압 성취 심이 유

의한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불안은 유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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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반응에 부 인 간 효과를 갖고 있었다(β =-.095,p<.01).이

는 어머니의 불안이 1만큼 증가하 을 때,간 인 인과 계를 통하여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이 .10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어머니

의 자율성 억압 역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부 인 간 효과(β =

-.025,p< .05)를 미쳤으며,어머니의 성취 심은 과제 재도 반응에

정 인 간 효과(β =.028,p< .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양육 애정 통제는 직 효과만이 유의하 다.

앞선 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심리 통

제 양육과 련이 있었으며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과 직 인 상 이

없었다.하지만 효과분해 결과 어머니의 불안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

응에 부정 인 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어머

니 불안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간 효과는 여타 변수의

간 효과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간 으

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부 인 효과를 갖는다.더불어 어머니의

자율성 억압과 성취 심 역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간 효과를 지

녔다.

결과 으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총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 통제 양육이 직간 으로 가장 큰 부 효과(β =-.267,

p<.01)를 지니며,어머니의 불안이 두 번째로 큰 부 효과를 미쳤다.

이 모형에 따르면 어머니의 애정 통제가 1만큼 증가하면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은 .267만큼 감소하 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머니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의

직간 인 효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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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8>경로모형의 효과분해

변수 bootstrapping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 효과 β 간 효과 β 총효과 β

과제수행

효능감
불안 - -.063* -.063*

과제

재도

반응

불안 - -.095** -.095**

자율성 억압 - -.025* -.025*

애정 통제 -.274** .007 -.267**

성취 심 - .028* .028*

주)효과분해 유의미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재표집 1000회 실시
*p<.05,**p<.01



-79-

VI.결론 제언

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한 논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이 연구의 의의 제한 을 제언한다.

1.결론 논의

이 연구는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 과제 재도 반응

의 양상과 이에 미치는 어머니 향을 악하고,자녀의 정 인 도

반응과 동기를 도모하기 한 바람직한 어머니 양육에 한 시사 을 모

색하고자 하 다.이를 통해 유아의 재 수행이나 결과가 아닌 미래의

수행 가능성과 수행의 과정에 을 두고자 하 다.구체 으로 어머니

의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이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만 5세아

201명에게 실험과제와 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어머니의 보고로 불안과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에 한 정보를 수집하 고,퍼즐 실험과제를 이용하여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을 측정하 다.그리고

유아를 상으로 과제수행 효능감에 한 손인형 인터뷰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이 연구의 상 유아들은 실패 후 도 상황에서 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 의 도 지향 재도 반응을 보 다.상당수의 유아들

은 실패 후 재도 상황에서 정 인 미래 기 를 가지고 있었으며,

반 정도의 유아는 부정 인 귀인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실패 경험 이후

자신의 능력에 한 감소를 보고한 유아 즉,조건부 자기가치를 지닌 유

아는 체의 반 정도 으며,목표지향을 묻는 질문에는 3명 한 명

의 유아가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보고 하 다.더불어 이

연구의 상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을 정 으로 지각하 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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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들이 앙값 이하의 불안 심리 통제 양육 즉, 간 수

이상의 정 양육을 보고한 것은 이 연구의 상 유아들이 앙값 이

상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보인 것과 련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

그런데 조건부 자기가치와 련하여 특이한 것은 퍼즐과제 이후 즉,

3번의 실패 경험과 1번의 성공 경험 이후 자신의 능력을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유아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퍼즐과제 수행 이 과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동일하거나 더 높게 보고한 유아가 체 연구 상

의 반 정도 는데,그 반은 오히려 자신의 퍼즐 능력이 실패 이

보다 더 좋아졌다고 지각하 다.유아들의 이러한 반응은 유아들이 3

개의 실패 퍼즐과 1개의 성공퍼즐 총 4개의 퍼즐과제 ,마지막 퍼즐을

성공한 성공 경험에만 집 하 기 때문일 수 있다.혹은 추측하건데,3개

의 퍼즐을 실패한 실패 경험에 동의하는 것에 한 거부로 오히려 더 자

신의 능력을 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일부 연구에 따

르면 유아는 학령기 아동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 평가하며,이러한 낙

성은 부정 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도 유지된다(Eisenberg,Fabes,&

Guthrie,1997;Corpus& Lepper,2007).이에 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3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 이후

자신의 능력을 더 좋게 평가한 유아들이 실패 이후 자신의 능력을 나쁘

게 평가한 유아들과 어떠한 성격 차이를 가지는지 혹은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실패 후 재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낮은 퍼즐 풀이 능력과 련이 있다.이러한 사실은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의 학습사를 갖기 쉬우므로,

도 회피 인 과제 재도 반응을 가질 험이 높고 이러한 경향이 지

속될 수 있다는 실패 순환(self-perpetuatingfailurecycle)의 개념을 지

지한다(Kistner& Torgesen,1987;Ziegertetal.,2001). 한 타인으로

부터의 가치,능력,호감을 얻기 해 분투하는 방식의 목표 지향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낮은 과제 재도 반응을 가질 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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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와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어머니의 불안은 자율성 억압과 애정 통제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에 직 인 향을 미친다.어머니의 불안 수 이 높

은 경우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고 죄책감

을 유발하는 방식의 심리 통제 양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압박 인 평가나 요구를 최소화

하는 양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높았다.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과 련하여,심리 통제 양육 애정을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은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부정 인 향

을 미쳤다.즉,자녀의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수용이 달라지고 어머니가

애정을 철회하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유아는 실패 후 재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나타냈다.반면

어머니가 자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의 을 고려하는

자율성 지지 인 양육을 나타내는 경우,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이 높아

졌으며,유아는 이러한 효능감을 토 로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

응을 나타냈다.결국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자율성 억압은 자녀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은 수 의 자녀 유능감

학습효능감,독립 인 자기조 과 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아 외,

2008;Deci& Ryan,2000;Soenens& Vansteenkiste,200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 어머니의 심리 통제의 사용이 자녀에게 내

갈등과 압력을 유발하고,외 조 의 내재화를 이끌어 낸다는 주장

(Niemiec,Ryan,& Brown,2008;Silk,Alberts,& Altmann,2003),그리

고 이러한 외 으로 조 된 내사된 동기의 반복은 실패의 경험에 취약한

행동 양식을 야기한다는 주장(Ryan& Deci,2000)을 뒷받침한다.자신에

해 정 이고 확고한 가치를 갖지 못한 유아는 정 인 가치의 증거

가 있는 활동은 잘 수행하지만,부정 인 가치의 지표가 있는 활동은 잘

수행하지 못하며 실패의 경험에 크게 향을 받는다.높은 수 의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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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죄책감 유발 양육을 경험한 유아들은 내 갈등과 압력,자신 스

스로의 조 이 아닌 외 조 의 압박을 느끼면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보 을 것으로 측된다.이러한 유아들은 도 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

행에 해 낮은 기 를 갖고,자신의 실패에 해 부정 인 귀인을 하며,

자신의 능력에 해 확고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회피 동기의 목표지향

을 드러냄으로써 과제 재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어머니의 불안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과 과제 재도 반응

에 부정 인 간 효과를 미치며,어머니의 자율성 억압 양육 역시 유아

의 과제 재도 반응에 부정 인 간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어

머니의 불안은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이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간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쳤다.높은 수 의 불안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애정을 통제하는 심리 통제 양육을 나타냄

으로써 자녀의 효능감을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은 실패와 도 을 하는 자녀의 태도에 직간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쳐서 자녀가 실패 후 상황에서 도 회피 인 반응을 나타

내도록 한다.이러한 결과는 실패를 하는 유아의 자세,유아의 재도

반응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머니 불안 양육을 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 연구의 결과는 불안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따뜻함과 온정이 부족하며,비 인 경향이 있다는 연

구(Mooreetal.,2004),철회 유형과 강압 유형의 양육 행동을 나타

내기 쉽다는 연구(Field,2005)를 지지한다.더불어 불안한 어머니의 양육

이 자녀의 유능감이나 정 인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

(Hudson& Rapee2004;Rubin,Coplan,& Bowker,2009)와 동일한 맥

락이다.

한 이 연구의 결과는 효율동기이론(White,1959) Harter(1981)

의 효율동기이론 확장 모델을 지지한다.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독립 이

고 자율 인 시도에 해 강화를 받은 유아는 성취와 도 ,주도성



-83-

자기보상 체계에 한 기 을 차 내재화시키고,이러한 경험은 유아의

지각된 효능감을 높인다.그리고 이러한 효능감은 내 으로 지각되는 자

신에 한 통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도 이고 정 인 시도

를 가능하게 한다.결국 자율 이고 주도 인 도 의 경험과 유능성에

기 한 성공의 경험은 도 과제에서의 수행을 높인다.반면,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독립 이고 자율 인 시도에 해 부정 인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외부에서 정해 목표를 따르려는 경향을 갖게 되며,새로운 도

에 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이러한 경험은 유아의 동기 성향을 결

정하여 실패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도록 하며,실패 후 도 상황에서

의 수행을 감소시킨다.이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인간이 지각하는 유

능감과 동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제 재도 반응과 과제 완수를

한 재도 여부는 서로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이러한 효율동기이론은 유아 아동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지지하

고 강화해주는 환경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기결정

성 이론(Ryan& Deci,2002)역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을 통한

자율성 욕구의 충족,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유능성 욕구의 충족,친 한

계 속에서 느끼는 계성 욕구의 충족이 최 의 발달의 거름이 된다

고 주장하 다.실패 후에도 미래의 수행과 자신의 능력에 해 정

인 기 를 가지고 재도 을 하고자 하는 유아 반응은 최 의 발달과 미

래의 수행 가능성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어머니의 성취 심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변수임을 확인하

다.경로분석 결과에 따르면,어머니의 성취 심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

감을 높 지만 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효

과분해 결과 성취 심의 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서,어머니의 성취

심이 간 으로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도 측

할 수 있다.하지만 앞선 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취 심과

애정 통제 양육은 유의한 수 의 정 상 을 가지고 있었고,어머니의

애정 통제 양육은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가장 강력한

부정 효과를 가졌다.즉,어머니의 성취 심이 자녀의 학업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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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해서,성취 심이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성취 심이 정 특성과 부정 특성 모

두를 가질 수 있으며,어머니가 한 수 의 성취 심을 가져야할 필

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기를 기

하고,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 하며,자녀의 지식이나 배움

에 해 묻는 것과 같은 양육은 자녀에 한 온정 인 심이 될 수 있

다.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이나

성취에만 집 하고 자녀의 정서나 자녀와의 계에 심을 기울이지 않

는다면 유아의 동기는 부정 인 방향으로 발 할 가능성이 있다.이 연

구는 부모의 교육 여가 자녀에게 정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

(김경근,2000;김 희,2002;Flouri,2006;Flouri& Buchanan,2004;

Miedel& Reynolds,1999;Sy,Gottfried,& Gottfried,2013)와 성취에

한 부모의 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동기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주장(이명진, 미미,2013)모두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

의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여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

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은 부모가 한 수 의 성취 심을 갖도

록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성취 심과 련하여 부모는 자녀를

리하고 성취시켜야 하는 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자녀를 하나의

독립 인 인격체로 바라보며 자녀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장유진,2014).

이 연구에 따르면,유아가 실패 후에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

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양육방법은 두 가지이다.첫째,자녀에게 애정을

통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심리 통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이다.애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양육은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에 직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쳤다.둘째는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증

진시킴으로써 자녀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도모하는 방법

이다.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자녀의 성취와 학업에 한 부모의

심을 높임으로써 높아질 수도 있고,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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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일 수 있다.그런데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 증진과 련하여 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앞선 논의처럼 어머니의 성취 심은 심리

통제 양육인 애정 통제와도 련이 있었다.즉,어머니의 성취 심은

과도한 경우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잘못 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자녀의 성취에 한 부모의 기

가 지나치고 자녀가 부모의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모는 이에

해 실망을 표 하고 애정을 철회하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양육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취 심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은 장기 인 에서는 자녀의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 도모에 효과 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학업과 성취에 해 심

이 많은 어머니는 실제 유아에게 다양한 과제와 학업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다양한 과제와 학업 활동을 수행한 유아는 래에

비해 높은 수 의 학업 성취를 이루고 높은 수 의 과제수행 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다.그 지만 과제나 학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 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자녀의 과제수행 효능감은 낮아

지고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은 더욱 부정 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결과 으로 자녀의 과제 재도 반응은 낮아진 과제수행 효능감과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으로 인해 부정 인 향을 받게 될 것이다.

측컨 ,어머니의 성취 심이 과도해지는 경우 부정 인 양육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으며,자녀의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부모는 성취와 학업에 한 심을 높여서 자녀의 과제수행 효능

감을 높이는 것보다는,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을 통해 자녀의

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 지향 인 과제 재도 반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이 연구는 기존의 유아 상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양육 요인인 어머니의 자율성 억압,애정 통제와 같은 심리 통제 양육

과 성취 심의 요성을 밝히고 이러한 양육이 유아에게 직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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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애정을 철회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자녀의 행동에 따라 부모

의 수용이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략을 통해 부모가 자

녀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심리 통제 양육(Barber& Buehler,1996)

은 지양해야 한다.그 신,부모는 자녀가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할 기회

를 제공하고,자녀의 을 수용하며,압박 인 평가나 목표,요구를 최

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더불어 자녀의 성취나 학업에

한 어머니의 심이 정과 부정의 양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은 한 수 의 성취 심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한 수 의 성취 심을 갖는다는 것,애정 통제와 같은

방식의 심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러므로

실제 인 양육 행동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 어머니의

불안 수 을 낮추도록 하는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동기 이론들은 자율성 지지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제에 한 근거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자녀의 동기가 향상되는 반면,

비 이거나 통제 인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함으로써 자녀의 동기가 떨

어진다고 보았다.그리고 생산 으로 타인을 동기화하는 사람들은 달성

되는 결과보다는 계의 질에 상 으로 더 많은 을 둔다.

Reeve(2008)는 타인의 건설 인 동기 유발을 해서는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고,정체성을 확인하며(identityconfirming), 정 감정을 유발

하고,비 이지 않은 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인 자원이 된다고

주장하 다.더불어 계 맥락은 군가의 동기를 지지하여 향상시킬

수도 혹은 좌 시키고 훼손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으므로, 계

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부모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성취

를 이루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학업 결과를 얻는지에 을 맞추기 보

다는 자녀와의 계 속에서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와 좋은 계를 유지하

며 정 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청소년

이나 성인을 상으로 한 동기 연구에서 도출된 이러한 제언은 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

다.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과업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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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 로 행동하며 자신을 믿고,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계를 시작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의의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이 연구는 유아에게 조작된 실패 상황을 주고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주도지향 반응에 심을 가짐으로써 유아의

재 수행이나 결과보다 미래의 수행 가능성과 수행의 과정에 을 두

었다.인간의 삶이 실패가 반복되기도 하는 그래서 결과를 통제하기 어

려운 도 인 상황일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유아가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즉,유아의 과제 재도 반응에 한 이해는 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이 연구는 기존의 유아 상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어머니

의 심리 통제 양육과 자율성 지지 양육의 향력에 주목하 다.기존

의 유아 상 연구에서는 애정과 통제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하여,부모의

높은 애정이 자녀의 정 발달을 도모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으나,통

제에 한 부분에서는 개념 ,경험 혼란을 보여왔다(Grolnick &

Pomerantz,2009).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율성 억압,애정 통제와 같은

심리 통제 양육의 향력을 밝힘으로써 부모 양육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 다.더불어 성취 심 요인은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침과 동시에 애정 통제 요인과도 정 상 을 가지고

있어서,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 다.성취 심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첫째,이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심리 통제 양육 성취 심을 질문지로 측정하여 어머

니 스스로 지각한 양육에 한 정보만을 수집하 다.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면 한 자료 수집을 하여 어머니-자녀 의 상호작용 찰 등을

통해 어머니 양육과 련한 자료들을 얻을 필요가 있다.이러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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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머니 양육의 향력에 한 좀 더 구체 이고 풍부한 논의가 가

능할 것으로 상된다.

둘째,이 연구의 연구 상 어머니 학원 졸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이러한 연구 상의 특성으로 인해 방어 인 응답 바람직한

응답에 한 지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어머니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더불어 유아들에게 다

양한 인지 자극을 제공하여 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에 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 지 의 어머니와 그들

의 자녀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퍼즐 과제에서 유아의 응답을 양 인 데이터로 변환하다보니 유

아의 행동 반응이나 언어 반응을 반 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다.

퍼즐 과제 수행 일부 유아들은 실패 시 연구자의 치를 보거나,다

른 친구들의 수행을 악하기 해 뒤를 돌아보는 등의 행동 반응을

보 다. 한 “다른 친구들은 다 맞췄어요?”,“그래도(실패했어도)별 5

개”등의 언어 반응을 보인 유아들도 있었다.그러나 유아의 이러한

반응은 유아의 성격과 상황 인 요인에 크게 향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의 데이터로 사용하지 못했다.이후의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인터뷰와

녹화 등을 통해 실패 후 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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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 퍼즐 (성공 가능 퍼즐)

퍼즐 1(성공 불가능 퍼즐) 퍼즐 2(성공 불가능 퍼즐)

퍼즐 3(성공 불가능 퍼즐) 퍼즐 4(성공 가능 퍼즐)

<1-1>성공 가능 퍼즐과 성공 불가능 퍼즐

[부록 1]과제 재도 반응 검사



-108-

<1-2>별 그림 사진

퍼즐을 맞추지 못한 사진 1/3정도 맞춘 사진

2/3정도 맞춘 사진 퍼즐을 완성한 사진

<1-3>퍼즐 완성 정도가 다른 4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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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어머니 설문지

자료번호 :

질 문 지

(어머니용)

안녕하세요?

이 조사에 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한

것이며,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해 소 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어머니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본

연구의 통계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입니다.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응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하여 궁 한 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

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이 조사에 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학교 학원 아동복지 연구실

연구자:장유진(twinklejang@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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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개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개

그 다

1.우리 아이는 잘 운다. 1 2 3 4

2.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 인 편이다. 1 2 3 4

3.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1 2 3 4

4.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1 2 3 4

6.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1 2 3 4

7.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

이다.
1 2 3 4

8.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

다.
1 2 3 4

9.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 이다. 1 2 3 4

10.우리 아이는 활동 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 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1 2 3 4

11.우리 아이는 수 음을 타는 편이다. 1 2 3 4

12.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1 2 3 4

13.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

를 좋아한다.
1 2 3 4

14.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귄다. 1 2 3 4

15.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16.우리 아이는 사교 이다. 1 2 3 4

17.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

래 걸린다.
1 2 3 4

18.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1 2 3 4

19.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1 2 3 4

20.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1 2 3 4

다음은 자녀의 기질에 한 문항입니다.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본인의 자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 해주십시오.(질문지를 가져온 자

녀를 기 으로 응답해주세요)



-111-

개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개

그 다

1.아이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나는 아이가 나를

다시 기쁘게 할 때까지 말을 걸지 않는다.
1 2 3 4

2.아이가 내 기 에 못 미치면 창피하다고 말한다. 1 2 3 4

3.아이가 내 생각 로 따르지 않으면 아이에게

맞게 한다.
1 2 3 4

4.아이가 내 기 에 못 미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

든다.
1 2 3 4

5.아이가 나를 실망시키면 아이를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1 2 3 4

6.내가 아이를 해 한 모든 일에 해 아이에게

말한다.
1 2 3 4

7.아이에게 잘못했을 때는 창피한 알아야 한다

고 말한다.
1 2 3 4

8.아이에게 세상일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 말한다.
1 2 3 4

9.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게 한다.
1 2 3 4

10.아이가 잘못하면 벌을 것이라고 알려 다. 1 2 3 4

11.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실망을 감추지 않는

다.
1 2 3 4

12.나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해 다. 1 2 3 4

13.나는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들어 다. 1 2 3 4

14.나는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에 한 문항입니다.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주변의 부모와 비교할 때,얼마나 자주 자녀에게 아래의 행동을 보이는지

✔표 해주십시오.(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기 으로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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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이와 격의 없이 가깝게 지내며 즐거움을 나

는 편이다.
1 2 3 4

16.나는 아이가 불만을 이야기 하면 잘 들어 다. 1 2 3 4

17.아이에게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하라고 한다.
1 2 3 4

18.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정해주는 편

이다.
1 2 3 4

19.부모인 내가 옳다고 제시한 것처럼 아이가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1 2 3 4

20.나는 아이가 하려는 일을 무엇이든 간섭하는 편

이다.
1 2 3 4

21.아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통제하고 싶어

한다.
1 2 3 4

22.아이가 어떤 것에 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
1 2 3 4

23.내 아이를 바꾸어 보려고 애쓴다. 1 2 3 4

24.나는 아이의 학업성취에 해 심이 많다. 1 2 3 4

25.나는 자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자주 묻는다.(얼마나 배웠는지,특정 지식을 알

고 있는지)

1 2 3 4

26.나는 아이에게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한다. 1 2 3 4

27.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기 한다. 1 2 3 4

28.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의 책임을 강조한다. 1 2 3 4

29.나는 아이가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

다.
1 2 3 4

30.나는 아이에게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1 2 3 4

31.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 아이의 성취와

자주 련이 있다.
1 2 3 4

32.내 아이의 실패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1 2 3 4

33.내 아이의 성공이 나에게 자신감을 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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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1주일 동안 없었다
1-2번
있었다

3-4번
있었다

5-7번
있었다

1.나는 기분이 좋다.

2.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3.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4.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5.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6.나는 마음이 놓인다.

7.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8.나는 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어 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9.나는 하찮은 일에 무 걱정을 한다.

10.나는 행복하다.

11.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2.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3.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4.나는 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5.나는 울 하다.

16.나는 만족스럽다.

17.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8.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민하게 받아들이기 때

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9.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20.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 할 바를 모른다.

다음은 어머니의 정서에 한 문항입니다.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아래의 기분을 느 는지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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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과제수행 효능감 문항

내용(6문항)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수 있어/나는 내가 알

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많아/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새로운 것을 잘 배울 수 있어/나는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해

나는 씨를 잘 알아/나는 씨를 잘 몰라

나는 숫자를 잘 알아/나는 숫자를 잘 몰라

난 해/난 하지 않아

[부록 3]유아 인터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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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Mothers’Anxiety,

PsychologicalControlParenting

andAttentiontoAchievementon

Children’sResponses

toaTaskRechallenge

-Themediatingeffectsofself-efficacy-

Jang,Yujin

Dep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ofHumanEcology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s of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mothers’

anxiety,psychologicalcontrolparenting,attentiontoachievementand

children’sself-efficacy havean effectonchildren’sresponsestoa

taskrechallenge,whichisachallengingsituationafterexperiencing

failure.Children’sresponsestothetaskrechallengewerethevariable

that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future performance and the

processes of performance rather than on the develop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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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ofthepresent;moreover, children’sresponsestothetask

rechallengerelatedtochildren’smotivation.Inaconcreteway,this

studyexaminedthedescriptivestatistics;furthermore,itanalyzedthe

correlationandpathanalysisofthesevariables.

A total of 402 subjects from 4 kindergartens—201 pairs of

5-year-old children and theirmothers—wererecruited from Seoul.

Eachchildparticipatedinapuzzletaskinvolvingthreepiecesofa

solvablepuzzleandonepieceofanunsolvablepuzzle.Thechildren

also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during which two

puppetswereusedtomeasurechildren’sself-efficacy.Themothers

wereaskedtoansweraquestionnaireonheranxiety,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and attention to achievement.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is data analysis were frequency,mean,

percentile,standard deviations,correlation,and path analysisusing

PASW 18.0andAMOSforWindows.

Themainfindingswereasfollows.First,themeanscoreofthe

children’sresponsestothetaskrechallengewasabovethemedian.

The mothers’scores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anxiety and

psychologicalparentingwereunderthemedian,whichmeansthatthe

mothershad positiveperceptionsoftheirparenting.Thechildren’s

avoidanceofrespondingtothechallengingsituationafterexperiencing

failurewasrelated to theirlowerlevelofcompetencein solving

puzzles.

Second,themothers’autonomycontrolparentingwasrelatedtothe

children’s negative task performance self-efficacy and negative

responsestothetask rechallenge.In linewith this,themothers’

affection controlwas correlated with the children’s avoidance of

responding to the task rechallenge.The mothers’attention to

achievement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ffection contro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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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arenting,furthermore,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task performance self-efficacy (task performance

self-efficacypredictschildren’spositivedevelopment).

Third,themothers’anxietydirectly affectstheautonomy control

andaffectioncontrolofpsychologicalcontrolparenting.Themothers’

autonomycontrolparentinghastheeffectofloweringthelevelof

children’staskperformanceself-efficacy,andthemothers’affection

controlparenting has a directnegative effecton the children’s

responsestothetaskrechallenge.Theresultofeffectdecomposition

showedthatthemothers’anxietyhasanindirectnegativeeffecton

the children’s responses to the task rechallenge,and the indirect

effectofthemothers’anxietywassuperiortotheindirecteffectof

psychologicalcontrolparentingandattentiontoachievement.Onthe

otherhand,themothers’anxietydidnotaffectthemothers’attention

toachievement.Themothers’attentiontochildren’sachievementhas

aninfluenceonchildren’staskperformanceself-efficacy;however,it

did not affectthe children’s responses to the task rechallenge.

Therefore,theseresultsindicate somediscussion.

Thisstudyidentifiedthenegativeeffectsofpsychologicalcontrol

parentingonearlychildhoodchildren;moreover,italsodiscoveredthe

uniqueaspectofmothers’attentiontoachievement.Parentsshould

devotetheireffortstoprovidingtheirchildrenwiththeopportunityto

makechoicesand settheirown course,accommodating children's

perspectives,and minimizing demands,pressure,assessments and

goals.Inaddition,themothers'attentiontothechildren'sacademic

achievement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and it is

necessaryformotherstoshow theappropriatelevelofattention.

Forchildren’schallenge-orientedresponsestothetaskrechallenge,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children’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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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elf-efficacybasedon autonomysupportiveparenting.A

higherlevelofchildren’sself-efficacybasedonautonomysupportive

parentingleadschildrentohavepositiveexpectationsforthefuture,

tobelieveinthemselves,andtochallengethemselvestotryatask

againdespitetheexperienceoffailure.

Thisstudysuggeststhenecessityofaparentingeducationprogram

for reducing mothers' anxiety levels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andtoeducateparentsonautonomysupportiveparenting

andpracticalparentingbehaviors.

keywords:children’sresponsestotaskrechallenge,motivation,

self-efficacy,psychologicalcontrolparenting,attentionto

achievement,mother’sanxiety

StudentNumber:2011-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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