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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3세아를 대상으로 숙달

동기의 전반적인 양상 및 월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 내

적 변인인 기질과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숙달동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와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1-1.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는 월령(24-29개월, 30-35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1-2. 3세아의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

적 기분)은 월령(24-29개월, 30-35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

육신념,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의 전반적인 양상

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숙/환

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자녀의 월령(24-29개월, 30-35

개월)과 성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및 취업여부와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와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 어머니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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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의 보육 관련 기

관에 재원 중인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 11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3세아의 숙달동기를 측정하고

기질,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

그램에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세아 숙달동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과제 지속성과

과제 유능성 평균 점수는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3세아가 숙달동기 과

제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 및 과제 문제해

결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제 즐거움은 중간 값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세아의 숙달동기 중 과제 지속성과 과제 유능성은 월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35개월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영아는

24-29개월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영아에 비해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숙달동기 중 과제 즐거움은

월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3세아의

숙달동기 과제 수행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3세아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활동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아는 남아에 비

해 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활동수

준 및 활동량이 많음을 의미하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회피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월령에 따른 3세아의 기질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지적성취 강조의 양육신념보다 인성

강조의 양육신념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숙주의 강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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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신념보다 환경주의 강조의 양육신념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취업여부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성숙주의 강조 양육신념보다는 환경주의 강조

의 양육신념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숙달동기 중 과제 지속성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 부

적응성, 부정적 기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걸음마기 영아가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낮

을수록, 부정적인 기분을 가질수록 과제 지속성이 낮아짐을 뜻한다. 또한

숙달동기 중 과제 유능성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 반응강도와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걸음마기 영아가 신체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강하게 반응표현을 할수록 과제 유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숙달동기의 과제 즐거움은 기질, 양육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하위요인 중 접근-회피와 어머니의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

념, 부정적 기분과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응답자인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성 때문

에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숙달동기의 유의한 발달을 보이며, 3세아의 기질과 숙

달동기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숙달동기,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 3세아

학 번 : 2014-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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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영유아기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내적 동기에 의한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걸음마기 영아는 자신만의 독

특한 생각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과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자

신과 주변 사물 등 세상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발달해 간다. 이들 영아

에게 있어 다양한 대상과의 주도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반응과 결과

를 얻어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들의 반복과 처리 과정

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참여와 수행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원천

인 동기를 발달시킬 수 있다. 특히 걸음마기 영아에게 있어 새로운 과제

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알려져 있다(Harter, 1975; Oudeyer, Kaplan, & Hafner, 2007;

Ryan & Deci, 2000). 내적 동기에는 효능동기, 숙달동기, 성취동기 등이

있는데, 그 중 자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인 숙달동기는 걸음마기 영아의 발달 과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Barrett & Morgan, 1995; 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Young & Hauser-Cram, 2006).

숙달동기란 주변 환경에 의해 제공받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만족을 위해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이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Harter, 1975; White, 1959). 즉, 도전적인 활동에서 걸음마기

영아가 보이는 지속성과 흥미를 통해 표현되며,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과제를 숙달하기 위한 시도로서 영유아가 가진 심리적이고 다면적인 힘

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숙달동기인 것이다(Morgan, MacTurk, &

Hrncir, 1995).

숙달동기에는 도전적인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이는 과제 탐색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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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탐색과 성취의 즐거움, 실패에 대한 적응적 반응, 인내와 집중, 문제

해결능력, 유능성 발달 과정, 과제 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으며(Barrett, Morgan, & Maslin-Cole, 1993; Busch-Rossnagel,

1997; Cain & Dweck, 1995; Morgan, Harmon, & Maslin-Cole, 1990), 여

러 연구들(Messer, 1993; Wang, Morgan, Hwang, & Liao, 2013; Wise,

2007)을 통해 영유아기 숙달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Piaget(1952)와 White(1959)는 환경을 숙달하고자 행동을 촉발하는

걸음마기 영아의 타고난 호기심과 숙달동기가 인지발달의 근거라고 밝혔

다. Messer(1993)는 숙달동기가 인지발달의 토대이자 주의체계 발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Morgan과 동료들(1992)은 숙달동기가 도전적인 과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험 및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후의 과제

경험과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숙달동기

는 이후의 주의집중, 인지발달, 성취지향행동, 학업성취, 자기규제적 주의

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rrett & Morgan, 1995;

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Young & Hauser-Cram, 2006).

숙달동기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발달하

며, 그 중 생후 9개월과 24-36개월경은 숙달동기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시기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4개월에서 36개월의 숙달동기 발달

시기는 더욱 장기적인 목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과제와 관련하여 큰

발전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Morgan & Harmon, 1984).

이 시기의 걸음마기 영아는 자신의 외형이나 행동에 대해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여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며(Geppert

& Kuster, 1983), 발생시킨 행동의 결과에 주목하여 자기평가가 가능해

진다(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이는 걸음마기 영아가 도전

적인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행동과 수행 결과에

따라 자기평가를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체계가 더

욱 확고해지기 전에 부모나 교사 등 다른 외부 체계로부터 받는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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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숙달동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

기이기도 하다(Wise, 2007). 또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전환점

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기 초기에 비해 가정이나 영유아교육기관

에서 다양한 과제수행이 요구되는 상황,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걸음마기 영아 개개인의 숙달동기 독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이소현,

2009).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관과 교육 시장의 변화는 걸음마기 영아의 숙

달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의 저연령화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이 점점 팽창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

준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만 2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매일경제, 2013). 만 0세 영아의 경우 16.9%가 사교육에 비용을 지출

하지만, 만 2세, 즉 24개월을 기점으로 사교육 지출 비율은 70.2%로 늘

어난다. 이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점, 24개월에서 36개월 사

이의 걸음마기 영아가 자신의 발달수준이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전적인 과제 수행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

시점의 걸음마기 영아는 자연적인 발달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할 뿐

만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결국

시대의 변화와 함께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속하는 3세아를 대상으로

숙달동기에 대한 깊은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에 속하는 3세아의 숙달동기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숙달동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걸음마기 영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라고 가정하며, 뚜렷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organ, 1990). 숙달동기에서의 개인차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의 결

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

으로 나누어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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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강미

라, 2010; Barrett & Morgan, 1995; Kopp & Brownell, 1991; Glenn,

Dayus, Cunningham, & Horgan, 2001; Jennings, 1993; 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Messer, 1993; Seifer & Vaughn, 1995;

Young & Hauser-Cram, 2006)에 따르면 성별, 연령, 기질, 주의능력, 장

애 등이 관련 요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숙달동기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장애 및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강미라, 2010; Glenn, Dayus, Cunningham, & Horgan, 2001;

Young & Hauser-Cram, 2006), 주의능력을 포함한 발달의 각 영역과 이

후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Lange,

MacKinnon, & Nida, 1989; Messer, McCarthy, McQuiston, MacTurk,

Yarrow, & Vietze, 1986)을 살펴본 종단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숙달동기 발달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인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의 시점을 중심으로 숙달동기의 발달과 내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부족하다.

숙달동기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적 요인으로 기질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Elliot & Thrash, 2002; Messer, 1993; Rothbart

& Hwang, 2005)에 따르면, 기질의 각 하위요인과 측정방법에 따라 조금

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기질은 숙달동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진다.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와 기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저 접근-회피적 성향과 신기성, 정서, 적응성이 과제에 대한 성취와 유

능성, 그리고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Rothbart &

Hwang, 2005; Watson & Clark, 1984), Grolnick과 동료들(1984)은 까다

로운 기질과 숙달동기의 세 가지 하위변인인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

과제 즐거움의 관계를 밝혀냈다. 또한 Morrow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

서는 기질을 접근성, 역동성, 활동반응성, 까다로움, 협동력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숙달동기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Wachs(1987)는 각각 다른 가정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걸음마기 영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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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기질과 활동성이 숙달동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질은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는 성격적 특성으로

(Thomas & Chess, 199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성숙과 함께 환경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기질에 따라 주변 환경과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하며, 각 개인마다 상황에 따른 각자만의 고유한 특징

적인 반응이 발생한다(Rothbart & Hwang, 2005). 그러나 많은 연구들

(Bornstein, Putnick, Gartstein, Hahn, Auestad, & O'Connor, 2015;

Gartstein & Rothbart, 2003; Goldsmith & Alansky, 1987)을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르며, 연구의 성격에 따라 기질

의 하위요인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걸음마기 영아

의 숙달동기와 기질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는 과제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내주며 과제 수행 동기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

적 기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Grolnick,

Frodi, & Bridges, 1984; Morrow & Camp, 1995; Saslow, 1993).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대한 응답은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보편적(Bhat, Chowdayya, Selvam, Khan, Kolts,

& Srinivasan, 2015; Kochanska & Kim, 2013)이며, 이는 어머니가 영유

아기의 가장 주된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중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들이 영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usch-Rossnagel,

Knauf-Jensen, & DesRosiers, 1995).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

타일, 양육효능감 등은 영유아의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많은 연구(Baumrind, 1971; Deci & Ryan, 1985; Erikson, 1963;

Turner & Johnson, 2003)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타일,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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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다(Baumrind, 1971; Busch-Rossnagel, Knauf-Jensen, &

DesRosiers, 1995; Miller, Ziviani, Ware, & Boyd, 2014; Sparks, Hunter,

Backman, Morgan, & Ross, 2012).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영유아의

숙달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다른 양육 관련 요인들보다 정의를 내리기 모호하며, 추상적

이기 때문이다(Sigel, 1985). 그러나 양육신념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문

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양육행동, 양육스타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준다(McGillicuddy-De Lisi, 1985).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발달 및 양육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가치가 모든 양육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목표, 성취가 반영

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신념에 근거하여 자녀양육의 우선순

위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라 자녀양육의 성공을 평가한다. 우리나

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

녀상, 자녀의 교육관,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김경혜, 1993; 김보림․엄정애, 2007; 김성옥, 1994; 이소현, 2009).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을 통한 자녀의 사회적 성

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점이 양육신념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장은경·박은혜·김희진, 1998). 이러한 신념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유아기의 사교육 증가와도 관련이 크다. Turner와 Johnson(2003)은 어

머니의 양육신념과 영유아의 동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

머니의 사고와 생각이 영유아의 숙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가 가지는 양육신념은 3세아 자녀의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유아의 숙달동기는 월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Gilmore와 동료들(2003), Jennings와 동료들(1984)은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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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발달의 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숙달동기는 향상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인 걸음마기 영아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

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로, 영유아기 발달 특성상 짧은 월령 간에도

발달적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3세아를 월령에 따라 24-29개월,

30-35개월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성별과 숙

달동기의 관계와 관련하여 남아와 여아의 숙달동기는 대체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이유는 측정 과제의 종류, 기질적 성향의 성차,

사회성의 성차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Fees, Fischer, Haar, & Crowe,

2015; Vondra & Jennings, 1990). 그러나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

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Mercer

& Hauser-cram, 2006), Messer(1993)는 숙달동기의 발달 그 자체에서

남아와 여아가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숙달동기에서 남아와 여

아의 차이가 숙달동기의 성차 때문인지 혹은 사회성이나 기질적 성향의

성차 때문인지 불분명하므로, 3세아의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 또

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

더라도 과제를 숙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게 된다. 걸음마기 영아는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단계에 있으나 과제 수행에 대해 보이는 동기와 제반 행동들은 이후의

학습을 위한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내적 주요 요인인 기질과 외적 주요 요인인 어머니의 양

육신념에 초점을 두고 숙달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시

도는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

시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영유아의 숙달동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직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3세아의 숙달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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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달동기와 관련된 어

머니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므로 이 연구를 통해 숙달동기 발달과 관련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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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숙달동기의 발달

1) 숙달동기의 개념과 구성요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에 발현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동기이다(Franken, 2009). 모든 인간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

와 상황, 문제에 대하여 숙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동기유

발에 의한 학습을 통해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동기의 발달은 영아기 때부터 나타나며,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

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숙달하기 위해 탐색, 이해, 통제하고자 하는 내

적인 욕구인 숙달동기를 가진다(Jennings, 1993). 영유아는 주변을 탐색

하고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움과 흥미는 행동을 지속하

게 만드는 동기의 근원이 된다. 영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

정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숙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곧 숙달동기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을 숙달하

고자 하는 영유아의 욕구를 의미하는 숙달동기에 관한 개념은

White(1959)의 효능 동기 이론을 기원으로 한다.

White(1959)는 영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향과 관련하여 ‘효능

동기(competence motivation)’ 개념을 사용하였다. 효능 동기는 과제를

숙달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동기를 의미하며, 지식과 능력의 성장을 경험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영유아는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효능

동기를 가지게 되며,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능성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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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White, 1959). 동기는 칭찬이나 물질적인 보상 등 외적인 보상

에 의한 것이 아닌 내적 욕구에 의해 발생되며, 영유아의 활동을 구성하

는 구성요소로서 작용한다.

Harter(1975)는 White(1959)의 효능 동기 이론과 맥을 같이 하며 환

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동기에 주목하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적인 만족을 위해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욕구를 숙달동기로 정의하였다. 영유아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도와 성공, 칭찬의 경험을 통해 숙달동

기와 목표를 내면화하며 자기보상체계를 발달시켜 나간다(Harter, 1975).

Jennings와 동료들(1979)은 영유아가 사물을 탐색하고 놀이하도록 이끄

는 동기를 숙달동기로 정의하였고 숙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탐색과 지

속성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탐색이란 영유아가 자유놀이 상황에서 놀잇

감에 대해 보이는 반응 및 행동을 의미하며, 지속성이란 놀잇감에 대한

주의집중 시간을 의미한다.

학자들마다 숙달동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숙달동기 연구에서는 숙달동기를 도전적인 과제나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스스로 자극을 일으키는 본질적, 정신적인 힘(Morgan, Harmon, &

Maslin-Cole, 1990)으로 정의하고 있다. 숙달동기란 도전적인 상황을 이

해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영유아가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과

제를 숙달하기 위해 가지는 심리적이고 다면적인 힘이다(Morgan,

MacTurk, & Hrncir, 1995). 또한 숙달동기는 도전적인 과제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북돋우고 유지하는 힘(Gilmore, Cuskelly, &

Purdie, 2009)으로 정의되며 인지적, 언어적, 적응적 유능성 및 신체적 활

동 등 발달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Haverly & Davision, 2005; Jennings,

Yarrow, & Martin, 1984; Niccols, Atkinson, & Pepler, 2003;

Pipp-Siegel, Sedey, van Leeuwen, & Yoshinaga-Itano, 2003).

숙달동기는 숙달행동에 대한 외적보상이 없더라도 표현되는 내적동기

로서, 영유아가 또래나 성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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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내는 동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가 스스로의 활동 과

정에서 보이는 목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이 숙달동기에 반영된다

(Morgan, Harmon, & Maslin-Cole, 1990). 숙달의 개념은 목표나 능력을

얻기 위해 투입한 집중된 노력과 시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

에서는 과제에 대한 지속성(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시간)을 숙달동기 측

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Gaiter, Morgan, Jennings, Harmon, &

Yarrow, 1982; Turner & Johnson, 2003; Wang, Morgan, Hwang, &

Lio, 2013).

숙달동기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는 도구적 숙달동기

(instrumental mastery motivation)와 표현적 숙달동기(expressive

mastery motivation)이다. 도구적 숙달동기는 목표지향 행동의 지속시간,

지속성을 의미하며 과제 지속성으로 대표된다. 표현적 숙달동기는 목표

지향적 행동 과정이나 그 이후의 성취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 과제

즐거움을 의미한다(Morgan et al., 1992). 영유아의 숙달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도구적 측면인 과제 지속성(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나, 과제 지속성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도전적인 과제를 수

행하며 느끼는 정서, 문제해결과 과제완수를 의미하는 과제 유능성 또한

숙달동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Morgan et al., 1992;

Wang et al., 2013). 과제 지속성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영유아의 과제

지향적 행동의 지속 시간을 의미하며, 과제 즐거움은 영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혹은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보이는 미소, 흥미

있게 쳐다보기, 제스처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의미한다. 과제 유

능성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과 과제완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3세아가 보이는 숙달동

기를 걸음마기 영아가 내적인 만족을 위해 적절히 도전적인 과제를 숙달

하기 위한 시도로서 가지는 심리적이고 다면적인 힘으로 정의하며, 과제

지속성(task persistence), 과제 즐거움(task pleasure), 과제 유능성(task

competence)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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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달동기의 발달

영유아를 둘러싼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숙달동기 발달에

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영유아는 유사한 숙달동기 발

달 과정을 경험한다(Barrett & Morgan, 1995; Jennings, 1993; Seifer, &

Vaughn, 1995). 영유아는 자기(self)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

기 위하여 주변 체계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

해 나간다. 환경을 숙달하고자 하는 행동은 어린 영아기 때부터 관찰되

며, 이러한 숙달경험은 영유아가 성장·발달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세분화된다(Jennings, 1993; Wigfield, Eccles, Schiefele, Roeser, &

Davis, 2007).

영유아는 우연히 포착하거나 자신이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숙달 동기

발달의 계기가 된다. 영아의 숙달동기에 대해서는 주로 관찰연구(Frantz

& Milic-Emili, 1975; Kelly, Slade, & Grienenberger, 2005; Sparks,

Hunter, Backman, Morgan, & Ross, 2012; Lewis, Sullivan, Stanger, &

Weiss, 1989)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갓 태어난 영아는 새롭

고 신기한 사물에 대해 주의집중하고 탐색 활동을 하며, 출생 후 두 달

정도가 되면 행동과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Morgan과 Harmon(1984)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숙달동기 발달 과정

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두 시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생후 9개월

은 숙달동기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첫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탐구

활동에서 목적-과제 지향적 행동을 보인다. 사건에 반응하는 행동에 대

한 감각이 발달하게 되며 목적 지향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9개월과

12개월 사이에 영아의 과제 지속성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며, 자유 놀



- 13 -

이 상황에서 목적 지향적 행동 또한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과제 지속성

에서 안정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영아가 12개월에서 25개월이 되었을 때

에도 과제 지속성 수준은 낮은 안정성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에 영아는

거시적인 목표 과제인 퍼즐 맞추기 등에서 오랜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

을 보이며 도구적, 표현적 측면의 숙달동기와 관련된 자기 인식에 큰 변

화를 보인다. Morgan과 Harmon(1984)은 12-25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숙달동기 연구에서 영아의 과제 지속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과제 즐

거움과 과제 수행 능력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두 번째 변화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발생한다. 이 시기의 영유

아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과제와 관련된 숙달동기에서 큰 발전을 경험한다. 20개월 중후반의 걸음

마기 영아는 숙달동기의 안정성을 경험하며, 퍼즐 맞추기와 같은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과제를 완수하고자 주의를 집중한다(Morgan et al.,

1992). 또한 자신의 외형이나 행동에 대해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Demos, 2013; 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Lewis &

Brooks-Gunn, 1979), 수행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가 가능해진

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Wigfield, Eccle, Schiefele,

Roeser, & Davis, 2007). Lewis와 동료들(1992)의 연구에 따르면, 30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줄 알며,

성공과 실패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기에게 어려운 과제를

파악하여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도전에 성공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4-36개월 걸음마기 영아에게서 발견되는 숙달동기의 뚜렷한

발달적 특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유아 발달의 특성상 짧은 월령 간

에도 발달적 차이가 크므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

세아의 숙달동기 발달을 더욱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

일한 3세아라고 하더라도 12개월이라는 월령의 차이는 영유아 발달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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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숙달동기의 발달

월령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24개월에서 29개월, 30개월에서 35개월로

월령 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영유아가 위와 같은 유사한 숙달동기 발달 과정을 경험하지

만 개인차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숙달동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영유아

개인적 특성과 주변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영유아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월령, 기질, 주의능력, 장애 등의

변인들이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라, 2010;

Young & Hauser-Cram, 2006). 숙달동기와 월령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Haverly & Davision, 2005; Jennings, Yarrow, & Martin,

1984; Messer et al,, 1986; Niccols, Atkinson, & Pepler, 2003;

Pipp-Siegel, Sedey, van Leeuwen,, & Yoshinaga-Itano, 2003)은 숙달동

기가 인지적, 신체적 발달 및 주의체계를 비롯한 발달의 각 영역과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달동기는 향상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과제 지속성과 문제해결력에서 숙달동기 수준이 증

가한다(Gilmore et al., 2003; Jennings et al., 1984). Kelley와 동료들

(2000)의 연구에 의하면 12개월 영아는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보였으나

20개월 영아는 과제 지속성뿐만 아니라 과제에서 유능성을 보였다고 설

명하였다.

영유아의 성별과 숙달동기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측정도구

를 비롯한 측정방법에 따라, 성차에 의한 기질적 성향 및 사회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Jenning와 동료들(1984)은 원인-결과 과제에서 나타난

과제 지속성의 안정성이 1-3세 남아에게서는 나타났지만 여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Gilmore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는 모양

맞추기 과제의 지속성이 2-8세 여아에게서는 나타났지만 남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인-결과 놀잇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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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과제에서는 남아가 1-3세에 과제 지속성의 안정성이 나타나며 여아

에 비해 높은 숙달동기 점수를 얻은 반면, 퍼즐이나 모양 맞추기와 같은

조합과제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과제 지속성의 안정성이 나타나며

높은 숙달동기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Wang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는 숙달동기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2-3세 남, 여아 모두 도구적

숙달동기인 과제 지속성의 안정성이 나타났으나 여아가 남아보다 숙달동

기에서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성별에 따른 숙달동

기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사회성 및 기질 성향의 성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Vondra & Jennings, 1990). 여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놀이를

하거나 사물을 탐색할 때 애착 대상인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아에 비해 낮은 적극성을

보인다(Goldberg & Lewis, 1969; Martin, 1981).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

해 과제 수행 중에 보이는 실험자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숙달동기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Dolan, Matheney,

& Wilson, 1974). 한편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

며, 이는 숙달동기 과제 상황에서 주의집중을 흐리고 과제 지속성을 유

지하는데 어려움울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Fees, Fischer, Haar, &

Crowe, 2015).

영유아의 기질은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Rothbart & Hwang, 2005). 기질은 영유아의 내적 변인으로, 외부 세계

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새로운 자극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가지는 접근-회피 성향, 정서, 활동 수준은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Elliot & Thrash,

2002; Rothbart & Hwang, 2005). 하지만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따라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Morrow et al., 1995; Rothbart & Hwang, 2005; Wachs, 1987;

Watson & Clark, 1984)에 근거하여 기질의 각 하위요인들과 숙달동기와

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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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둘러싼 체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특히 어머니와 영유

아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 자녀는

가족체계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매

우 중요하다(Busch-Rossnagel, Knauf-Jensen, & DesRosiers, 1995). 주

양육자의 반응성, 민감성, 사회적 그리고 감각운동적 자극은 숙달동기 발

달을 촉진하며(Busch-Rossnagel et al., 1995), 영유아기에 더 반응성 있

는 놀잇감,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자극,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후에

아동기에 숙달동기가 증가한다(Gaiter et al., 1982; Jennings, Harmon,

Morgan, Gaiter, & Yarrow, 1979). 많은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관

련 변인이 영유아 자녀의 숙달동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 등이 주요 변

수로 다루어져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

근에는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보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이

영유아 자녀의 발달 및 숙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Turner &

Johnson, 2003; Wise, 2007)이 보고되면서 숙달동기와 양육신념 간의 관

계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어머니가 속해 있는 문화

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우리나라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는 양육신념과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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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질과 숙달동기의 관계

1) 기질의 개념과 구성요인

인간은 유사한 양육환경에서 성장·발달하여도 각자 자신의 고유한 특

성과 독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차는 생의 초기부터 뚜렷하게 발생하

는데 많은 학자들은 개인차를 발생시키는 행동의 경향성을 기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질은 태내 및 생물학적 영향을 받은 유전적 특성

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적 특성, 성격적 경향을 의미한다(Rothbart &

Derryberry, 1981).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자 개인차의 근원인 기질은 학

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기질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성격 심리학적 접근, 정서로서의 기질을 강

조한 개인차 연구의 접근,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개별적 접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Buss & Plomin, 1986) 성격 심리학적 접근은 기

질의 유전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인간의 성격 구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질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격 심리학적 접근으로 기질에 대해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는 Cattell(1950), Buss와 Plomin(1975) 등이 있다.

Buss와 Plomin(1975)은 기질이란 생후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 특성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성장 이후의 성격을 형성하는 근본이 된다고 보았다.

기질이란 정서적 반응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서성, 행동의 속도와 강도를

의미하는 활동성, 타인과의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성을 포함한다.

기질을 개인차 연구로서의 접근을 통해 살펴본 대표적인 학자인

Goldsmith와 Campos(1990)는 기질을 정서적 용어로 정의하였다. 기질은

분노, 두려움, 즐거움 등 정서표현을 구성하는 구조로서 기질로 인해 발

생하는 정서의 조직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행동유형으로 나타난다. 기

질이란 정서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 이를 즐거움, 흥미-접근, 두려

움, 분노 등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

역시 기질에 대해 정서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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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보이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차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반응성이란 정서적 흥분, 각성, 미소와 웃움, 운동활동 등을 의미하며 자

기조절은 주의집중, 자기진정, 접근과 회피를 포함한다.

한편 기질을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 접근으로 살펴본 학자들은 기

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Thomas & Chess, 1997; Strelau, 1989). 기질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변화될 수 있다. 기질에

있어서 경험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기

질을 변화가능성이 있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

아의 동기 및 과제수행 경험과 연관성을 가지는 기질의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기질은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긴 하지만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Thomas & Chess, 1997). Thomas

와 Chess(1997)는 기질이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영유아의 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주로서 활동수준, 규칙성,

적응성, 반응강도, 접근-회피성, 기분전환성, 반응역, 지속도 및 집중력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Thomas와 Chess(1997)의 이론을 바탕으로

Fullard, Devitt과 Carey(1984)는 걸음마기 기질 질문지(Toddler Temperament

Scale: TTS)을 제작하였다. TTS는 기질과 관계를 가지는 변인으로 학습,

학업수행, 적응, 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측정도

구이다(Fullard, Devitt, & Carey, 1984). Saslow(1993)는 기존의 9가지 기

질차원으로 구성된 TTS를 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세아의 기질을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

한 행동양식, 성격적 특성으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으로 정의

되지만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Thomas & Chess, 1997). 또한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으

로는 Saslow(1993)의 TTS를 사용하여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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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기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범주화한다.

2) 기질과 숙달동기의 관계

기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은 숙달동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행

동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친숙한 사물과의 놀이에서 나타

나는 지연시간(latency), 숙달동기의 과제지속성, 과제 완수, 활동수준, 주

의집중은 기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미 수행되었던 내용들이며 동시에

숙달동기를 측정하거나 숙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다루어졌

다(Golbeck, 2001). 이처럼 기질적 성향은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이며, 과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기 및 유능성에 영향을 미

친다(Rothbart et al., 2005) 기질은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 및 유능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기질적 체계는

영유아의 접근-회피, 흥미, 결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속성과 관련이 있

고 의도적 통제는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 계획하기,

사고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기질적 성향 중 정열성-외향성, 부

정적 정서는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가질수록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며(Watson &

Clark, 1984) 높은 성취동기와 과제수행능력의 향상으로 과제나 학업에

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Taylor & Brown, 1988). Shiefele(1992)은

흥미와 긍정적 참여가 영유아의 성취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흥미는 성취와 밀접한 상관이 있고 정열성-외향성은 경험의 개

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접근 성

향이 약하면 새로운 상황을 피하고 숙달 경험에서의 긍정적인 기회를 놓

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기질적 성향 중 신기성(novelty-seeking)은

초기 탐색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신기성이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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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대상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기질적

특성이다(Vanderstoep & Pintrich, 2008). 영유아는 신기한 것에 접근하

는 경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 비교적 안정된 기질의 영유아는 새로운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신기한 사물에 대한 접근성 및

반응성이 강하다. 새로운 경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영유아라도 일단

자신이 환경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험에 반응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Thomas, Chess, & Birch, 1970). Kagan과

Snidman(1991)은 소심성에 대한 연구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대상에

접근하는 영유아를 제지적(inhibited) 영유아, 그렇지 않은 영유아를 비제

지적(uninhibited) 영유아로 구분하고 이들의 기질을 살펴보았다. 기질적

성향은 유전적 외향성 또는 다양성, 신기성이나 복잡성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외향성은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다양성에

대한 선호는 생물학적 근거로 인한 것이다(Kagan & Snidman, 1991).

Grolnick과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는 숙달동기의 세 가지 하위변인

인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 과제 즐거움과 어머니가 응답한 영아의 까

다로움만을 기질변인으로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일수록 숙달동기에서 낮은 유능성을 보였다.

Morrow와 동료들(1996)은 7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질을 접근성, 역

동성, 활동반응성, 까다로움, 협동력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어

머니 질문지에 의해 측정된 숙달동기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숙달동기에서 높은 과제 즐거움을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 영아

들은 그렇지 않은 영아들에 비해 과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협동적

이고, 역동적이며 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동기

과제 지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아들은 협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유능성이 높다고 응답된

영아들은 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Morrow et al.,

1996). Wachs(1987)는 숙달동기와 가정환경 변인 간 관계에서 기질의 하

위요인 중 까다로움과 활동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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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유아의 숙달동기인 과제지속성이나 숙달행

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생물학적 토대인 기질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Vondra, 1995). 대부분의 기질은 영유아기의 숙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수행된 기질과 숙달동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숙달동기의 과제 지속성과 문제해결 완수에 초점이 맞추어

진 반면 숙달동기의 세 하위요인인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 과제 즐거

움과의 관련성을 모두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기질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에 따라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3세아의 기질을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의 관계

1) 양육신념의 개념

자녀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 중 하나

는 양육행동이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를

대하는 행동방식이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떠한 가치와 신념에 근거하여 기르고 가르치느냐

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할 때에 자녀 발달 및 양육에 대해 가지는 생각 등 신념의 내용 그 자체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안지영, 2002). 부모의 양육행동과 신념이 어떠

한 관련성을 가지며, 양육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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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육신념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관한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다(권주원, 2003; 김경혜 1994; Miller 1988; Sameroff &

Feil, 1985)

양육신념에 관한 정의는 국내외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Sigel(1985)은 최초로 부모의 신념에 대해 정의내리고 자녀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양육신념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부모의 신

념이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이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실세계에서의 재구성이라고 정의내렸다. 부모의 신념

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방적인 개념이다(Sigel, 1985). Miller(1988)는 부모의 신념이

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가지는 모든 사고라고 정의하였으며, 자

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McGillicuddy-De Lisi(1985)는 부모의 신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행동을 유도하고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다. 양육신

념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전경숙(1989)은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이자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신념체계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과 확신, 신뢰의 정신적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양육신념

에 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양육신념이란 양육의 인지적 요인으로 부

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되며, 자

녀양육에서의 우선순위, 자녀에 대한 기대, 가치와 목표, 부모의 역할수

행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교육의 목표, 가치, 기대, 부모로서의 역할,

발달에 대한 지식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머니의 양육실제

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자녀의 인지발달 및 인성발달,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전경숙, 1995; McGillicuddy-De Lisi, 1985). 김미정(2001)은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실제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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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육신념을 (1) 자녀에게 반응적 애정적으로 대하면 자녀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 믿는 신념, (2) 자녀에게 가정환경을 탐색하는 자유를 주

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 (3) 자녀행동의 통제와 훈육이 중요한 양육과제

라고 믿는 신념, (4) 자녀에게 말하기와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신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원영(1983)은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자녀교육관에 국한하여 아동중심적 교육관과 성인중심적 교육관으로 분

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들

은 자녀발달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성숙주의 양육신념과 행동주의 양육

신념으로 구분하거나(김보림 2007; 안지영, 2002; 전인옥·이경옥, 1999),

자녀발달에 대한 목표에 따라 인성 강조 양육신념, 지적성취 강조 양육

신념(안지영 2003; 이소현, 2009; 정혜인, 2003)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양육신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끌고 어머니-자녀 관계와 자녀 발

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주요 근원으로 여겨진다. 양육신

념이란 다양한 인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가는 것

으로서, 외부 요인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체계이다(Johnson & Matin, 1983).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관련이 있는 요

인들로는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이 있다(Miller, 1988).

먼저 자녀의 성별은 자녀에 대한 발달 기대 및 행동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들에게는 성취지향적이며, 야망이 있고, 독

립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반면 딸에게는 친절하고, 사랑스

럽고, 예의를 갖추며, 결혼을 잘하고 좋은 부모가 될 것을 기대한다(김희

진, 1995; 정혜인, 2003 재인용). 대체적으로 양육신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양진희, 1991; McHale,

Crouter, & Whiteman, 2003),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신념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전윤숙, 1993)도 존재하므로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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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취업여부 또한 양육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Greenberger와 Goldberg(1989)는 어머니가 일과 자녀

양육의 두 역할에서 높은 참여를 보일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Albarez(1985)의 연구에서는 일과 가사노동을 병

행하는 어머니들 중 두 역할에서 갈등이나 역할긴장,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윤희(2001)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인성 혹은 지적성취

를 강조하는 양육신념, 성숙주의 혹은 환경주의를 강조하는 양육신념 간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주의 혹은 개인주의 강조 양육신념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개인주의

를 더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사회 경

제적 지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는 소득과 교육 수준을 포

함한다(권주원, 2003). 김경혜(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동조성보다는 독립심을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학문과 관련된 내용과 사회성과 관련된 교육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주원(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라 양육신념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

고하였다. Piff와 동료들(2010)은 연구에서 경제적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타인에게 협조적이거나 친사회

적인 행동을 적게 보였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인적자원으로

서 타인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렇듯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인식 및 양육·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

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여러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

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육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 월령, 어머니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

계소득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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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신념의 내용

중 자녀발달의 목표와 관련하여 인성과 지적성취 중 어떤 측면을 더 중

요하게 여기는지, 자녀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 성숙과 환경의 영향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양육신념의 내용을 국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

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며 어떠한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실제 자녀 양육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McGillicuddy-De Lisi(198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영유

아의 과업수행과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어머

니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신념에 따라 영유아가 도전적인 과제 상황

에서 보이는 숙달동기와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는 어린 연령에서부터 학업과 연관된 발달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

며, 자녀교육과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김영

화·최상근, 1988; 장은경·박은혜·김희진, 1998).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어

머니가 속한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

머니의 양육신념 특성이 영유아의 과제 수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주의집중, 과제 지향적 행동의 지속성, 과제 유능성, 과제수행과 성취로

부터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사회문화적 배

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양육신념의 내용 중 자

녀 발달의 목표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자녀 발달에 대한 목표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인성 혹은 지적성취

를 강조하는 양육신념, 자녀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 성숙주의 혹은 환

경주의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으로 구성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걸음마

기 영아의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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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의 관계

영유아의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양육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Busch-Rossnagel, Knauf-Jensen, & DesFosiers, 1995;

Heckhausen, 1993). 영유아는 부모의 신념, 가치관,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영유아의 숙달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Mahler, Pine, & Bergman, 1975). 따라서 영유아의 숙

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

동, 태도 및 숙달동기 과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에 집중하

였다. 최근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인 양육신념이 영유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신은주, 2011; Miller,

1988), 양육신념과 영유아의 숙달동기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태도, 양육

환경과 영유아의 숙달동기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Heckhausen(1987)은 어머니의 비계설정과 영유아 숙달동기 발달에 관

한 연구에서 과제 수행 중에 어머니가 제공한 비계는 영유아에게 과제

해결에 대한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사물·사회적 숙달동기, 표현성, 문법적 언어

발달과 긍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언어는 숙달동기에 관한 양육과 영유아

의 사회적 숙달 동기를 매개하였다(Dichter-Blancher, 1999).

어머니-자녀 관계는 영유아의 숙달동기와 통제인식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Baumrind, 1971; Deci & Ryan, 1985; Erikson, 1963).

Baumrind(1971)는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도전을 지지해주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온정적인 양육을 할 때 자녀는 성공하는 기회

를 제공받으며,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숙달동기와 긍정적 통제인식의 발달을 초래한다. Kelley와 동료

들(2000)은 어머니의 긍정적 피드백이 영유아의 과제 지속성을 예측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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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온화한 지도는 영유아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덜 회피적이게 하며 어머니의 부정적 피드백은 영유아의 수치심을 초래

한다.

영유아의 숙달동기는 어머니의 자극과 같은 외적 요소에 의해 촉진되

며 어머니가 자율성에 대해 지지적인 20개월 영아들은 어머니가 통제적

인 영아들에 비해 과제 지속성을 보이고 비교적 유능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Yarrow et al., 1983). 어머니의 민감성은 1세 영아의 지

속성 및 유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12-20개월에 비처벌적인 어머니의 양

육태도는 영아의 숙달행동과 관련이 있다(Frodi, Bridges, & Grolnick,

1985). Gaiter와 동료들(1982)은 양육자가 좀 더 다양한 인지적 지향 활

동을 제공할 경우 영유아의 숙달동기가 향상된다고 보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어머니의 평상시 양육행동, 과

제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반응행동,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은 영

유아의 과업수행 및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

머니가 자녀의 발달 및 과제수행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은 영유

아의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자녀의 성

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행동 및 실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양육신념 또한 영유아의 숙달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ell(1979)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어머

니의 양육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는 신념에 따라 어떠한 교육전

략을 취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영유아 자녀의

교육전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중요한 지표이다(Wise, 2007) 자녀

가 주변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성장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양육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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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녀의 인지 과제 수행 점수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cGillicuddy-De Lisi, 1985).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존중하며 자녀를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한 어머

니는 인지적 표상 수준을 신장시키는 교육법을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영

유아 자녀에 대해 수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을 갖는 경우 자녀의 표상능력

을 자극하는 교육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1985;

신은주, 2011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영유아 자녀의 발달

을 존중하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영유아 자

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영향을 미쳐 결론적으로 자녀의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과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및 신념이 실제양육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신념이 평소의 어머니-자녀 관계 및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자

녀의 발달과 과제 상황에서의 숙달동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양육 및 신념과 영유아의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odi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1985)에

의하면, 어머니가 영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경우 12개월 여아들이 높은

과제 지속성을 보였으며 20개월에는 숙달에서 더 높은 유능성을 보였다.

어머니가 2세 영유아의 과제 수행 노력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

우 영유아 자녀는 3세 때 도전적인 과제 수행 동안 수치심을 표현하였

다. 반면 2세에 온화하게 가르치고 좀 더 지지적이었던 어머니의 영유아

는 3세에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lly et al.,

2000).

McGillicuddy-De Lisi(1985)는 122명의 부모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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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의 신념이 영유아의 과업 수행 및 인지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Turner와 Johnson(2003)은 위기에

처한 169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신념이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유아의 숙달 및 학업성적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Wise(2007)는 어머니가 영유아 자녀의 자율성을 지

지해주는 경우 숙달동기의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과 정적 상관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및 신념이 자녀의 과업 수행

및 도전적인 과제 상황에서의 과제지향적 행동과 지속성, 도전, 정서 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론

적 관점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 과제 및 목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양육 행동을 이끌어 내는 근원지로서 자녀의 양육·교육 방

법, 언어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숙달

동기 발달 및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의 발달 전반에

대한 목표나 가치관과 같은 인지적인 내용이 포함된 어머니의 신념은 양

육행동 자체보다 자녀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어머니의 양육신

념,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서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지 혹은 지적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지, 영유아의 타고난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성장하

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지 혹은 환경의 영향력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

숙달동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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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숙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에 관한 논의를 바

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영유아의 내적 요인인 기질과 어머니 특성인

양육신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와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1-1.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는 월령(24-29개월, 30-35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1-2. 3세아의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

적 기분)은 월령(24-29개월, 30-35개월)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

육신념,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의 전반적인 양상

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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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자녀의 월령(24-29개월, 30-35

개월)과 성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및 취업여부와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3세아의 숙달동기(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와 기질(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 어머니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

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숙달동기,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숙달동기

숙달동기란 영유아가 내적인 만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인 과

제를 숙달하기 위한 시도로서 가지는 심리적이고 다면적인 힘이다

(Morgan, MacTurk, & Hrncir, 1995). 이 연구에서는 숙달동기가 과제지

속성뿐만 아니라 유능성과 정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정의

내린 연구들(Morgan et al., 1992; Wang et al, 2013)을 참고하여 숙달동

기를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 과제 즐거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

념으로 정의한다. 과제 지속성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영유아의 과제지

향적 행동의 지속시간을 의미하며, 과제 즐거움은 영유아가 과제를 수행

하면서 혹은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보이는 미소, 웃음, 흥미

있게 쳐다보기, 제스처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의미한다. 과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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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과 과제완수를 의미한다.

(2) 기질

기질이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한 행동양식, 성격적

특성으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으로 정의되지만 주변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다(Thomas &

Chess, 1997). 이 연구에서는 Saslow(1993)의 분류 기준에 따라 3세아의

기질을 활동성, 접근-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의 5가지 하

위요인으로 살펴본다.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은 영유아가 목욕, 식사, 놀이 등 활동이나

행위를 하는 동안 보이는 신체 움직임의 정도나 활동성, 운동 행위를 의

미한다. 접근-회피는 새로운 상황(대상, 놀잇감)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초

기 반응을 의미한다. 접근 반응은 영유아가 새로운 상황이나 자극에 대

해 보이는 긍정적인 표현(미소, 긍정적인 언어표현과 표정)과 활동적 놀

이, 가까이 하기, 새로운 음식 삼키기 등의 운동행위를 의미하며, 회피

반응은 이러한 자극이나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울음, 부정적인

언어표현과 표정), 운동행위(물러나기, 밀어내기)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다. 부적응성은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장기적 반응이

다. 반응강도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영유아의 반응정도, 에너지 수준을

뜻하며, 그 반응표현이 격렬한 정도를 의미한다. 부정적 기분은 부정적

감정, 울음, 덜 우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의 양을 의미한다(Saslow,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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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신념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되며 자녀양육에서의 우선순위, 자녀

에 대한 기대, 가치와 목표, 부모의 역할수행을 이끄는 요인으로 정의된

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중

요하게 생각하는 발달 목표에 따라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으로,

그리고 자녀발달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으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어머니가 공부, 학업이나 사회에서 인

정받는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격이나 친구관계, 소질이나 흥미를 존중하

고 강조하며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성 강조 양육신념을 보이는지, 아니면 자녀의 발달에서 성격이나 소질,

흥미, 친구관계 보다는 학교성적, 사회적인 성공, 성취 결과물을 중시 여

기는 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을 보이는지를 의미한다.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어머니가 “아이의 성격은 자신이 타고

난 것에 따라 달라진다.”와 같이 자녀 발달에 성숙이 미치는 영향을 강

조하는 성숙주의 강조 양육신념을 보이는지, 아니면 “아이의 성격은 부

모가 하기 나름이다”와 같이 자녀 발달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

는 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을 보이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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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위

한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모집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고, 이어서 연구도구와 연구절차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한

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의 숙달동

기에 대해 살펴보고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의 관련성을 파악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의 보육 관련 기관에 재원 중인 3세아 120명과 그들의 어머

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자료 수집 기간 동안 결석한 3

세아 3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숙달동기 과제 측정에서 과제

수행을 거부한 2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15명 및 그들

의 어머니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을 3세아로 선정한 이유는 24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시기는 숙달동기의 발달상 두 번째로 큰 발전을 경

험하는 시기이다(Morgan & Harmon, 1984). 또한 이 시점에 걸음마기

영아는 자신의 외형이나 행동에 대해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체

계의 발달이 일어나(Lewis & Brooks-Gunn, 1979) 스스로 무엇을 하겠

다는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Geppert & Kuster, 1983). 한편으로 자기체

계가 더 확고해지기 전에 부모나 교사 등 다른 체계로부터 받는 사회화

영향이 중요한 시기이며,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

에 영아기 초기에 비해 다양한 과제수행이 요구되는 상황,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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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숙달동기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걸음마기 영아의 긍정

적인 숙달동기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115명으로, 24개월에서 29개월 걸음마기 영

아 55명(남아 25명, 여아 30명), 30개월에서 35개월 걸음마기 영아 60명

(남아 36명, 여아 24명)이 표집되었다. 3세아의 월령 및 성별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대상의 구성

단위: 명(%)

성별
월령

전체
24-29개월 30-35개월

남 25(21.7) 36(31.3) 61(53)

여 30(26.1) 24(20.9) 54(47)

전체 55(47.8) 60(52.2) 115(100.0)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형제자매가 있는 3세아

는 63명(54.8%), 형제자매가 없는 3세아는 52명(45.2%)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85명(73.9%)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대학원 졸업 이상인 어머니는 19명(16.5%),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

머니 11명(9.6%) 순이었다. 어머니의 근로여부에 대해서는 취업모가 65

명(56.5%)으로 비취업모 50명(43.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가계 소득수준은 통계청의 2015년 3/4분기 기준 2

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 5분위별 경계값을 고려하였다. 2015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소득은 4,222,533원이며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2,111,267원 이상 6,333,800원 미만인 가구들에 해당된다. 이

와 같은 소득 기준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3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가구가 98명(85.3%)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 대상 영유아의 가정

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 36 -

<표 Ⅳ-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15)

변인 구분 빈도(%)

형제자매 유무
유

무

63(54.8)

52(45.2)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11(9.6)

85(73.9)

19(16.5)

어머니의

근로여부

취업

미취업

65(56.5)

50(43.5)

소득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17(14.8)

33(28.7)

65(56.6)

전체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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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1) 숙달동기 과제

3세아의 숙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Busch-Rossnagel,

Maslin-Cole, & Harmon, 1992; Morgan et al., 1992; Yarrow et al.,

1983)의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숙달동기 측정 도구로 사용하

였다.

(1) 측정도구

3세아의 숙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Morgan과 동료들(1992)은

‘ISMT’(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에서 개인화, 구조

화된 숙달동기 측정도구로서 퍼즐, 모양 맞추기, 원인-결과 놀잇감 총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표 Ⅳ-3>

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월령인 24-36개월에 해

당하는 범주의 과제(퍼즐: 수준 3-6, 모양 맞추기: 수준 4-6, 원인-결과

놀잇감: 수준 4-6)만을 사용하였다. 다만 퍼즐 과제의 경우 기존의

‘ISMT’에서 제시한 퍼즐 과제와 최근 개정된 ‘ISMT-R’(Revised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Wang et al., 2015)의 과

제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24-36개월 월령에 적합하게 과제 난이도를 조

정하여 과제를 수정하였다. 이는 3세아의 퍼즐 과제 경험을 고려하여 연

구대상 영유아가 도전적인 퍼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 난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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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ISMT 과제

과제에

적합한

월령

수정된 과제

수정된

과제에

적합한 월령

수준 1. 풍선 12-17개월

수준 2. 신호등 18-22개월

수준 3. 교통표지판 23-24개월 수준 3. 기하학 모형 20-24개월

수준 4. 교통수단 25-28개월 수준 4. 교통수단 25-29개월

수준 5. 아기돼지삼형제 29-32개월 수준 5. 아기돼지삼형제 30-36개월

수준 6. 얼굴 33-36개월 수준 6. 고양이 37-42개월

모양

맞추

기

수준 1. 원 12-14개월

수준 2. 사각형 15-16개월

수준 3. 삼각형 17-19개월

수준 4. 직사각형 20-25개월

수준 5. 오각형 26-32개월

수준 6. Z-모양 33-36개월

원인-

결과

놀잇

감

수준 1. 타자기 12-15개월

수준 2. 깜짝상자 16-19개월

수준 3. 장난감 자동차 20-24개월

수준 4. 계산대 24-28개월

수준 5. 카세트 플레이어 29-32개월

수준 6. 레코드 플레이어 33-36개월

출처: Morgan, G, A., Busch-Rossnagel, N. A., Maslin-Cole, C. A., & Harmon, R. J.

(1992).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motivation: Manual for 15 to 36 month

old children.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Wang, P.-J., Morgan, G. A., Lu, L., & Liao, H.-F. (2015). Test-retest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revised individualized structured mastery task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The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arly

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세 가지 범주의 과제는 발달의 연속선상에

서 나타나는 동기의 세 가지 측면(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

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Morgan et al., 1977). 숙달동기는 세 가지

형식의 도전적인 과제를 조작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Morgan, Busch-Rossnagel, Maslin-Cole, & Harmon, 1992;

Yarrow et al., 1983)

<표 Ⅳ-3> ISMT와 ISMT-R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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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Professional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Taipei, Taiwan.

퍼즐 및 모양 맞추기 과제는 ‘ISMT’(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와 ‘ISMT-R’(Revised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에 근거하여 각 과제 수준과 구성 특징을 고려한 후 연구

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원인-결과 놀잇감은 완제품으로서 ‘ISMT’(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에서 제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숙달동기 측정도구는 영유아의 월령, 과제 난이도, 숙달동기

의 개인차를 반영하여 과제 수준을 각각 영역별로 6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월령에 적합한 과제의 종류와 난이도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퍼즐 과제는 조합과제(combinational task)로서 영유아의 집중력, 인내

력, 사고의 유연성, 창의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숙달동기의

퍼즐 과제는 총 6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워진 퍼즐 판

에 해당 모양의 퍼즐 조각을 맞추면 된다. 3세아의 월령을 고려하여 모

든 퍼즐 조각에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

는 3세아의 숙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퍼즐 과제는 총 네 가지 수준(수

준 3, 수준 4, 수준 5, 수준 6)로 구성되며 <그림 Ⅳ-1>와 같다. 퍼즐 수

준은 해당 영유아의 월령과 과제 문제해결력을 반영한다. 퍼즐 난이도의

증가는 퍼즐 등장인물 수의 증가, 퍼즐 색의 다양성, 퍼즐 그림의 복잡

성, 그림의 맞물리는 정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퍼즐 수준 3은 20-24개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퍼즐이며, 총 9

개의 기하학 모형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조각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며 색에 대한 힌트는 없다. 9개의 조각 중

오각형, 반원, 타원 모형의 조각은 퍼즐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최종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퍼즐 조각은 6개(원, 네모, 세모, 직사각형, 사

다리꼴, 육각형)이다. 각 퍼즐 조각당 1개의 문제해결로 간주되므로 총 6

조각을 맞추어야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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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수준 4는 25-29개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Connor

사의 vehicles puzzle 8407-5 퍼즐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총 6개

의 교통수단 퍼즐 조각을 해당되는 모양에 맞추는 퍼즐로서 퍼즐의 그림

이 맞물려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 또한 색과 관련된 힌트는 없다.

따라서 영유아는 자동차, 비행기, 크레인, 배, 기차(두 조각) 모양의 총 6

가지 퍼즐 조각을 비어있는 모양을 예측하여 해당되는 퍼즐 자리에 맞추

면 과제를 완수하게 된다. 각 퍼즐 조각당 1개의 문제해결로 간주되므로

총 6조각을 맞추어야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퍼즐 수준 5는 30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들에게 적절하며, Fisher

price사의 three pigs puzzle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한 놀잇감을 사용하였

다. 퍼즐 수준 5에서는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등장하며, 퍼즐 속 그림의

주인공이 수준 4에 비해 다양해졌고 그림이 복잡해졌다. 수준 5의 퍼즐

은 총 8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개의 조각(왼쪽 첫 번째

아기 돼지의 머리 부분이 그려진 퍼즐 조각, 아기 돼지 세 마리의 다리

가 그려진 퍼즐 조각)이 퍼즐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는 총 6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다. 붙어 있는 2개의 퍼즐 조각은 힌트로서 제공

된다. 세 마리의 아기 돼지 그림은 퍼즐에서 맞물려 있지 않고 서로 분

리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아기 돼지 모양 내에서 퍼즐 그림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힌트를 고려하여 각각의 아기 돼지 얼굴이나 옷, 소

품 등에 적절한 퍼즐 조각을 해당되는 퍼즐 자리에 놓으면 과제를 완수

하게 된다. 각 퍼즐 조각당 1개의 문제해결로 간주되므로 총 6조각을 맞

추어야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퍼즐 수준 6은 37개월에서 42개월 영유아들에게 적절하며, cat and

ball puzzle 제품과 동일하게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총 6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즐조각을 맞추는데 있어서 힌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각 퍼즐 조각당 1개의 문제해결로 간주되므로 총 6조각을 맞추

어야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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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4-36개월에 해당하는 3세아의 숙달동기 퍼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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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양 맞추기 과제는 퍼즐 과제와 마찬가지로 조합과제

(combinational tasks)이며 영유아의 집중력, 인내력, 사고의 유연성, 창

의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모양 맞추기 과제는 특정한 모양으

로 뚫려있는 상자의 빈 공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모양의 블록을 끼워 넣

는 과제이며 수준에 따라 블록 모양이 다르다. 블록은 총 10개로 수준마

다 동일하다. 즉, 상자 뚜껑이 없고 안이 비어있으며 옆면이 특정 모양의

형태로 뚫려있는 정육각형 상자에 해당되는 모양의 10개의 블록을 끼워

넣는 과제이다.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적절한 모양 맞추

기 과제는 총 3가지 수준(수준 4, 수준 5, 수준 6)으로 구성된다.

모양 맞추기 수준 4는 20개월에서 25개월 영유아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로서, 영유아는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을 직사각형 모양 입구에 끼워

맞춰 넣는다.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에 총 10개의 모든 직사각형 블록을

넣으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모양 맞추기 수준 5는 26개월에서 32개월 영유아에게 적절하며, 영유

아는 오각형 모양의 블록을 오각형 모양 입구에 끼워 맞춰 넣는다. 오각

형 모양의 구멍에 총 10개의 모든 오각형 블록을 넣으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수준 6은 33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에게 적절하며, 영유아는 Z모양의

블록을 Z 모양 입구에 끼워 맞춰 넣는다. Z 모양의 구멍에 총 10개의 모

든 Z 블록을 넣으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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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24-36개월에 해당하는 3세아의 숙달동기 모양 맞추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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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원인-결과 놀잇감은 영유아가 행동을 수반함에 따라 그 결과

로서 시지각 효과나 특정 현상이 발생되는 장난감을 뜻한다. 3세 영유아

는 제공받은 원인-결과 놀잇감을 탐색, 조작하고 각 놀잇감의 목적에 맞

게 문제해결을 수행하게 된다. 원인-결과 놀잇감 과제를 통하여 아동의

과제집중력, 인내력, 문제해결능력, 조작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4개

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원인-결과 놀잇감은 세 가

지 수준(수준 4, 수준 5, 수준 6)으로 구성된다.

원인-결과 놀잇감 수준 4는 계산대(cash register)이며 24개월에서 28

개월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과제이다. 영유아는 연구자의 시연을 보고 슬

롯에 세 가지 색(빨강, 노랑, 파랑)의 동전을 각각 넣고 버튼 누르기, 판

매 버튼 누르기, 막대를 작동시켜 서랍을 열어 동전 찾기, 거스름돈 버튼

누르기 총 6가지 문제해결을 수행하게 된다. 계산대 과제는 6가지 해결

방법을 수행해야 과제를 완수할 수 있으며 특정한 순서로 과제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수준 5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cassette tape player)이며, 이 과제

에 적합한 해당 월령은 29개월에서 32개월이다. 영유아는 연구자의 시연

을 보고난 후, 1. 테이프를 넣고 & 테이프 창 닫기 2. 작동 버튼 누르기

3. 멈춤/ 테이프 꺼냄 버튼 누르기 4. 테이프 돌려감기, 5. 소리 조절하기

의 총 5가지 해결 방법을 수행한다. 모든 해결방법을 수행하되 특정한

순서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수준 6은 레코드 플레이어(record player)이며, 33개월에서 36개월 영

유아에게 적합한 과제이다. 영유아는 연구자의 시연을 보고나서 1. 턴테

이블에 #1 레코드 놓기, 2. #2 레코드 놓기, 3. #3 레코드 놓기, 4. #4 레

코드 놓기, 5. 암(arm)을 play 위치에 놓기, 6. 크랭크(crank) 되감기, 7.

레코드 작동시키기의 총 7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수행한다. 모든 해결방

법을 수행하되 특정한 순서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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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24-36개월에 해당하는 3세아의 숙달동기 원인-결과 놀잇

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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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및 분석방법

숙달동기의 측정은 세 가지 과제(퍼즐, 모양 맞추기, 원인-결과 놀잇

감)로 구성되며, 각 과제당 4분 동안의 관찰(15초씩 16 구간)에 의한 자

료 수집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대상 영유아에게 세 가지의 숙달동기 과

제를 제공한 후, 과제마다 16구간씩 총 48구간 동안 보이는 영유아의 과

제 수행 행동에 근거하여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을 관찰

지에 코딩하여 기록한다.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을 측정

하기 위한 코딩방법은 Morgan 등(1992)의 ‘ISMT’ 기준에 따랐다.

먼저 과제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구간에서 영유아가 나타내는 동

기행동 중 가장 우세하게 관찰되는 행동을 코딩하였다. 관찰에서 사용된

동기 행동은 <표 Ⅳ-4>에 제시하였다. Morgan 등(1992)은 행동 범주

중 과제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과제지향적 행동(T), 놀잇감으로 자신

만의 놀이를 하는 행동(O),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P)으로 코딩된 구

간의 수만을 세어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3세아의 과제 지속

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과제마다 16구간 중 과제 지속성 행동이 코딩된

구간의 수를 세어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3

세아 숙달동기의 과제 지속성은 0에서 16구간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과

제 지속성 구간의 수가 높을수록 3세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보인 과제

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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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지향적 행동

(T:Task-directed

Behaviors)

주의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영유아가

성공적이든 비성공적이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다.

과제지향적 행동은 과제를 숙달하고자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코드 T는 놀잇감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reset하는 것을 의미한다(ex 퍼즐 분해하기).

(예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주의 집중하여 여러 조각

을 맞춰 본다.)

놀잇감으로

자신만의 놀이를 하는

행동(O:Own-Task

Behaviors)

퍼즐 조각으로 선을 만들거나 못으로 탑을 쌓는 등 창의

적인 방법으로 놀잇감을 사용한다. 숙달동기를 흔하지 않

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영유아도 있기 때문에 코드 O을 지

속성, 숙달동기 점수에 포함시킨다.

(예시: 모양 맞추기 블록으로 탑 쌓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P:Perseverative-like

Behaviors)

코드 P 는 과제 해결을 포함하여 행동의 연속성이 유연하

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코드는 높은 수준의 반복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영유아의 숙달 동기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과제 수행의 상당 시간 동안 원인-결과 놀잇감의

하나의 버튼만을 지속적으로 누른다.)

출처: Morgan, G, A., Busch-Rossnagel, N. A., Maslin-Cole, C. A., & Harmon, R. J.

(1992).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motivation: Manual for 15 to 36 month

old children.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표 Ⅳ-4> 과제 지속성 동기 행동 코드1)

1)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ISMT’ 매뉴얼에 따라 과제 지속성 동기 행동 코드 이외에도 비과제 지

향적이나 놀잇감 지향적인 행동 범주를 탐색지향적 행동(A)과 쳐다보기 행동(L)으로, 비과제·비놀

잇감 지향적인 행동 범주를 실험자 지향적 행동(E),과 어머니 지향적 행동(M), 비놀잇감·비대상 지

향적 행동(N)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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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동기의 하위요인 중 과제 즐거움은 3세아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혹

은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나타내는 긍정적인 언어, 정서

표현을 의미한다. 과제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마다 3세아

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보인 얼굴표정, 발성, 태도나 자세를 관찰하여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구간에 ‘+’ 로 코딩하였다. 즉, 긍정적 정서가 한

번이라도 나타난 구간은 과제 즐거움이 나타난 것으로 코딩하였다. 과제

지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제 즐거움이 나타난 구간의 수를 세어 평균

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3세아의 과제 즐거움은 0에서 16구간의 범위를

가지며, 구간의 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보인 즐거움,

성취에 대한 긍정적 표현의 빈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과제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세아가 각 과제에서 문제해결에 성

공한 횟수를 ‘/’ 로 기록하였다. 기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세아가

해당 과제에서 모든 문제해결을 완수했을 경우 과제 완수를 의미하는

‘C’ 로 코딩한 후 추후 합산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이 26개월인 경

우 퍼즐 과제에서는 수준 4 교통수단(문제해결 6개), 모양 맞추기 과제

수준 5 오각형(문제해결 10개), 원인-결과 놀잇감의 수준 4 계산대(문제

해결 6개)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과제에서 문제해결에 성공한 횟수를

기록한 후 과제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점수화하여 해

당 과제에 대한 과제 유능성 점수로 사용하였다.2)

과제 유능성=해당과제의해결가능한모든문제해결의개수
수행한문제해결개수

× 100 + (과제수준 ×100)

출처: Morgan, G, A., Busch-Rossnagel, N. A., Maslin-Cole, C. A., & Harmon, R.

J. (1992).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motivation: Manual for 15 to 36

month old children. Fordham University, New York, NY.

2) 과제 유능성 점수는 Morgan, Busch-Rossnagel, Maslin-Cole, & Harmon(1992)의 ‘ISMT’ 매뉴얼에 따

라 영유아가 수행한 과제의 문제해결의 횟수와 과제의 수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에 의해 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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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숙달동기 과제에 대한 과제 유능성 점수의 평

균값을 각 3세아의 과제 유능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과제 유능성

의 점수범위는 367점에서 700점이며 과제 유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3세아

의 과제 문제해결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질 척도

이 연구에서는 Saslow(1993)가 기질을 5가지 하위요인으로 수정한

TTS(Toddler Temperament Scale)를 백경숙(1996)이 수정 및 번안한 51

문항을 사용하였다. TTS는 Thomas와 Chess(1977)의 기질이론을 근거

로 Fullard, McDevit과 Carey(1984)가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Saslow(1993)가 5가지 하

위요인으로 수정한 기질 측정 도구이다.

TTS는 1세에서 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활동성

(activity),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적응성(adaptability), 반응

강도(intensity), 기분(mood)의 5가지 기질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TS 척도에서 5가지 기질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

를 가지는 척도이다. 활동성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의미는 신체적 움

직임이 활발하다는 의미이고, 접근-회피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적응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반응강도에서

의 높은 점수는 자극에 대한 반응 표현이 격렬하다는 의미이다. 기분에

서의 높은 점수는 불쾌한 기분을 많이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

럼 기질의 하위요인명과 점수의 의미가 불일치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

하는 부분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래 TTS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 과 ‘기분’ 의 명칭을 ‘부적응성’ 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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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점, “그런 편이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기질이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기질특성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각 하위요인별로 활동성

.77, 접근-회피 .87, 부적응성 .66, 반응강도 .67, 부정적 기분 .69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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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높은 점수의 의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s 정채점 역채점

활동성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활동량이

많다)

10

1, 12, 19,

25, 27,

31

7, 9, 34,

38
.77

.86

접근-회피

회피하는 정도가

크다

(새로운 자극에

접하면 위축된다)

9
5, 28, 45,

49

14, 20,

23, 41,

51

.87

부적응성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한다(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낮다)

9
22, 42,

46, 48

6, 17,

30, 32,

35

.66

반응강도

반응표현이

격렬하다

(강하게 반응 표현을

한다)

10

8, 10, 15,

18, 24,

39, 43

2, 29, 37 .67

부정적

기분

불쾌한 기분을 많이

보인다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닌다)

13

4, 11, 13,

26, 36,

44, 47,

50

3, 16,

21, 33,

40

.69

전체 51

<표 Ⅳ-5> 기질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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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원영(1983)의

‘자녀 교육관’, 김지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그리고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를 참고하여 안지영

(2002)이 개발한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안지영(2002)의 척도는 크게 자녀 양육 목표를 반영하는 인성/지적성

취 강조 양육신념과, 자녀발달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 개인의 이익과 전

체의 이익 중 자녀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지를 반영하는 전

체/개인주의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31 문항 중 인

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과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을 측정하는

21문항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양육신념 척도는 대비되는 양육신념의 내용을 문항의 양쪽에 제시

하였으며, 문항을 읽고 어머니의 견해와 가까운 정도를 1-7점으로 선택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1점에서 7점의 범위를 갖는다. 인성

/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지적성취

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

념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발달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

하는 환경주의 양육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

의 발달에 타고난 특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성숙주의 양육신념

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

는 .8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성

-지적성취 강조 신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 성숙-환경주의 강조 신

념의 신뢰도 계수는 .7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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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신념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인성/지적성취 강조 12
1, 3, 4, 5, 6, 7, 8, 10, 11,

18, 19, 20
.89

성숙/환경주의 강조 9
21, 22, 23, 24, 26, 28, 29,

30, 31
.78

<표 Ⅳ-6> 어머니 양육신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SNU-IRB No. 1509/001-007)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본조사에 사용될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과제 수행 순서,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2회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2일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24-29개월

걸음마기 영아 5명, 30-35개월 걸음마기 영아 6명, 총 11명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월령과 난

이도에 따른 과제를 제공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반응을 관찰하

여 숙달동기를 측정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질문지를 통해 걸음마기 영아

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등에 관한 내용을 응답하게 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수준 6(33-36개월 대상)울 제외한 모든 퍼즐 과제

에서 걸음마기 영아가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월

령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퍼즐 조

각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걸음마기 영아가 손잡이 퍼즐 과제를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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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구를 수정하였다.

숙달동기 과제의 측정 순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퍼즐, 모양 맞

추기, 원인-결과 놀잇감 과제의 순으로 측정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밝혔

다(Moragan et al., 1992). 연구자는 예비조사에서 숙달동기 과제의 측정

순서를 확인하고 적용하고자 과제의 순서를 바꾸어 실험해보았다. 실험

결과, 결합과제(combinational task)인 퍼즐과 모양 맞추기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원인-결과 놀잇감을 마지막으로 제공하였을 때 걸음마기 영아

가 과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

인-결과 놀잇감이 완제품이며, 조작활동이 가능한 놀이이기 때문에 퍼즐

이나 모양 맞추기 과제보다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걸음마기 영아가 원인-결과 놀잇감 놀이 후 조합과제

를 수행하였을 때 흥미를 잃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

다. 한편 과제에 참여한 영유아가 첫 과제에서부터 심한 낯가림을 보이

거나 과제 수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원인-결과 놀잇감을 첫 과제로 제공

하면 대체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 측정 관찰 시간과 관련하여 ‘ISMT’(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Moragan et al., 1992)에서는 한 과제당 총

4분 동안 관찰대상 영유아의 과제지향적, 비과제지향적 행동, 정서, 문제해결

횟수를 측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개정된 ‘ISMT-R’(Revised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Mastery Task)(Wang et al., 2015)에서는 영

유아의 숙달동기 관찰 시간을 총 3분(15초씩 12구간)으로 수정하여 측정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숙달동기 측정 시간을 확인해 볼 필

요성을 느끼고 예비조사에서 실험을 통하여 관찰 소요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걸음마기 영아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완수하는데 까지 3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ISMT’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4분 동안의 관찰이 영유아가 도전적인 과

제에 직면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에 적절한 시간이라 판단하여 관찰 측정

시간을 4분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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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숙달동기 과제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15년 9월 8일부터 11일

까지 서울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4-36개월 미만 걸음마기 영

아 8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수정

한 숙달동기 과제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예비조사에

서 사용된 도구를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

재한 보육 관련 기관 24곳에서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걸음마기 영아

120명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자료 수집 기

간 동안 결석한 걸음마기 영아 3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숙달

동기 과제 측정에서 과제 수행을 거부한 영유아 2명이 연구대상에서 제

외되어 최종적으로 영유아 115명 및 그들의 어머니들이 연구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조사는 연구대상 영유아가 소속된 기관 내 자료실 혹은 빈 교실 등 조

용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조사 전에 연구자는 영유아와 헝겊책을 읽고

놀이를 하며 라포형성을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다.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를 측정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숙달동

기 과제인 퍼즐, 모양 맞추기, 원인-결과 놀잇감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를 연구자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비디오 녹화와 관련

하여 부모에게 연구 의도와 내용을 설명하고, 비디오 촬영에 동의를 한

부모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검사자 1인이 영유아 1인에게 해당 월령에 적합한 과제를 제공하

고 영유아가 한 과제당 4분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총 세 가지의

도전적인 과제(퍼즐, 모양 맞추기, 윈인-결과 놀잇감)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숙달동기 측정 과제의 목표이다. 실험 한 과제 당 소요시간은 4분

이고 한 명의 영유아가 총 세 번의 과제를 하게 되므로 한 명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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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에 참여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2분 정도이다.

먼저 영유아의 월령에 적합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공한 후 매뉴얼에 따

라 영유아에게 놀잇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놀잇감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15초 간격으로 총 4분(16구간)동안 영유아가 과제 수행 중에 보

이는 과제지향적 행동을 코딩하였으며 동시에 영유아가 보이는 과제 즐

거움(정서), 문제해결 횟수를 기록하였다. 만약 영유아에게 제공된 과제

가 쉬운 경우(영유아가 120초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경우) 검사자는

동일한 과제 세트 내에서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였으며, 과

제 수준이 매우 어려워서 영유아가 과제 수행의 첫 120초 안에 하나의

과제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검사자는 동일한 과제 세트 내에서 좀 더 쉬

운 과제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본인의 수준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

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영유아의 과제 수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적 상기를 제공

하였으며, 각 과제당 4분 동안의 과제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유아들

이 실험자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혹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완수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경험을 제공하였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영유아

들이 과제 수행에서 실패로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격려, 지지해주었

으며, 세션이 끝난 후 영유아에게 원하는 과제를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고 영유아가 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과제 성공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된 영유아의 모든 행동은 비디오 녹화되

었으며, 실험 상황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행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분

석체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영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일반적 특성, 기질과 어머니 양육신념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회수하

였다. 총 120개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자료수집 기간에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의 질문지 5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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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관찰된 영유아의 행동과 과제 수행은 비디오로 녹화되

었으며 코딩체계에 따라 전사(coding)하였다. 전사는 실제 실험을 진행하

는 과정 중에 연구자가 바로 전사하였다. 전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에게 전체 비디오의 25%를 각각 무작위로 선택하여 전사하

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1차로 전사한 내용과 2명의 대학원생이 전사한

내용의 검사자간 일치도를 구한 결과, 90%의 일치도를 보여서 이 연구

의 전사 자료는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사자간에 내용이 일치하

지 않은 경우는,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재평가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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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일원

배치 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문

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속하는 3세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기질과 어머니

의 양육신념을 묻는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 측정을 위해 신뢰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3세아 숙달동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

편차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영유아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였다.

셋째, 3세아의 월령 및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

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3세아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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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결과를 기술

하고,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1)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의 전반적인 양상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의 숙달동기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과제 지

속성은 세 가지 숙달동기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지향적 행동

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과제 지속성 구간의 횟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인

3세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보인 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이 높다는 의

미이다. 과제 지속성은 최저 3구간에서 최고 15구간의 범위를 보였으며,

총 16 구간에서 평균 10.72구간(SD=2.47)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3세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평균적으로 10.72구간 동

안 과제지향적인 행동의 지속성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과제 즐거움은 3

세아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혹은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나

타내는 긍정적인 언어, 정서 표현을 의미한다. 과제 즐거움은 구간의 횟

수가 높을수록 숙달동기 과제에서 보인 즐거움, 성취에 대한 긍정적 표

현 횟수가 높다는 의미이다. 과제 즐거움은 최저 0구간에서 최고 4구간

의 범위를 보였으며, 총 16 구간에서 평균 .62구간(SD=.83)으로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즐거움이나 성취

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Morgan과

동료들(1992)은 영유아가 숙달동기 과제에서 과제 즐거움을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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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동기 하위요인 M SD

과제 지속성 10.72 2.47

과제 즐거움 .62 .83

과제 유능성 558.9 71.84

기질 하위요인 M SD

활동성 2.43 .42

접근-회피 2.38 .53

부적응성 2.16 .38

반응강도 2.78 .36

부정적 기분 2.01 .31

는 경우는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과제 유능성은 영유아

가 숙달동기 과제 수행에서 보이는 문제해결력, 과제 완수를 의미한다.

과제 유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과제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범위는 총 367점에서 700점이며 3세아의 숙달동기 과

제 유능성 점수는 평균 558.9점(SD=71.84)으로 나타나 숙달동기 과제에

서 보통 이상의 문제해결력을 보였다.

<표 Ⅴ-1> 3세아 숙달동기의 전반적 양상

3세아 기질의 전반적인 양상은 <표 Ⅴ-2>와 같다. 3세아의 기질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4점 만점으로 활동성은 평균 2.43점(SD=.42)으로 나

타났으며, 접근-회피는 평균 2.38점(SD=.53), 부적응성은 평균 2.16점

(SD=.38), 반응강도는 평균 2.78점(SD=.36), 기분은 평균 2.01점(SD=.31)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 3세아 기질의 전반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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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령과 성별에 따른 3세아 숙달동기의 차이

3세아 숙달동기 양상의 월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3>와 같다. 양상을 월령에 기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

제 지속성은 영유아가 세 가지 과제 수행 중에 보인 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을 측정한 것으로, 월령에 따른 과제 지속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11, p<.01). 30-35개월 영유아가 평균 11.39구간

(SD=1.89)으로 24-29개월 영유아의 평균 구간인 9.99구간(SD=2.81)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30-35개월 영유아가 24-29개월

영유아에 비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과제 즐거움은 영유아가 세 가지 숙달동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표현한

즐거움, 미소, 성취와 관련된 행동과 표정, 언어를 의미한다. 과제 즐거움

의 경우에는 24-29개월 영유아의 평균 구간인 .73구간(SD=.95)이 30-35

개월 영유아의 평균 구간인 .53구간(SD=.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즐거움

은 해당 영유아의 과제경험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

건, 혹은 영유아가 느끼기에 즐거운 현상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하므로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제 유능성은 숙달동기 과제에서 나타나는 과제 문제해결력과 과제완

수를 의미한다. 과제 유능성의 경우, 월령에 따른 과제 유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3.99, p<.001). 30-35개월 영유

아의 평균 점수 613.4점(SD=42.58)가 24-29개월 영유아의 평균 점수

499.4점(SD=44.7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35개월

영유아가 24-29개월 영유아에 비해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달동기 수준

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Gilmore et al., 2003; Harter, 1978; Jennings et al., 1984, W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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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세아의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남아 61명(24-29개월 25명, 30-35개월 36명)과 여아 54명(24-29개월

30명, 30-35개월 24명)의 숙달동기 중 과제 지속성은 여아의 평균 구간

이 11.10구간(SD=2.6)으로 남아의 평균 구간 10.40구간(SD=2.31)보다 약

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동기 하위변인 중 과제 즐거움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여아의 평균 구간이 .64구간(SD=.80)으로 남아의 평균 구

간 .61구간(SD=.88)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유능성의 경

우에도 여아의 평균 점수가 559.1점(SD=71.2)으로 남아의 평균 점수

558.8점(SD=73.2)보다 높았다. 그러나 숙달동기의 하위요인인 과제 지속

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가 숙달동기 과제 유형이나 남

아와 여아의 사회성 발달의 특성 혹은 기질적 성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애착대상에 대한 의존이 심하고,

과제수행에 있어서 실험자의 반응에 민감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놀이에

서의 회피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숙달동기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Vondra & Jennings, 1990).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 수준이 높

기 때문에 과제에 주의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숙달동기 점수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Fees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연구의 결

과와는 불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는 숙달동기 과제 실험 상황에서

실험자와 영유아 간에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다. 실험자는 영유아의 과제 수행 측정 시간 동안 상호작용 및 반응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사회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도 있다. 숙달동기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여아의 회피성향이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 반응강도, 부적응성, 부정



- 63 -

적 기분의 기질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표 Ⅴ-3> 월령과 성별에 따른 3세아 숙달동기의 차이

변인 구분 n M(SD) t

과제

지속성

성별
남

여

61

54

10.40(2.31)

11.10(2.6)
-1.56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9.99(2.81)

11.39(1.89)
-3.11**

과제

즐거움

성별
남

여

61

54

.61(.88)

.64(.80)
-.15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73(.95)

.53(.72)
1.26

과제

유능성

성별
남

여

61

54

559.1(71.2)

558.8(73.2)
.02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499.42(44.79)

613.44(42.58)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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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령과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3세아가 보인 기질의 양상을 월령과 성별에 따

라 살펴본 점수는 <표 Ⅴ-4>와 같다. 먼저 영유아 기질의 전반적인 양

상을 월령에 기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29개월의 영유아가

30-35개월의 영유아보다 기질의 전체 하위요인에서 약간씩 높은 점수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즉, 이

연구의 조사대상 3세아가 보인 기질의 양상은 두 월령 집단 간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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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3세아의 기질의 성차를 살펴보면, 활동성 및 접근-회피의 하

위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의 경우, 남아의

활동성 평균 점수가 2.53점(SD=.44)으로 여아가 얻은 평균 점수 2.31점

(SD=.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 p<.01).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움직임, 활동량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회피의 경우, 여아의 평균 점수가 2.51점

(SD=.53)으로 남아의 평균 점수 2.27점(SD=.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5, p<.05). 이는 여아가 남아

보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위축과 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질을 구성하는 나머지 하위영역인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

적 기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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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월령과 성별에 따른 3세아 기질의 차이

변인 구분 n M(SD) t

활동성

성별
남

여

61

54

2.53(.44)

2.31(.37)
2.9**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2.45(.46)

2.4(.39)
.62

접근-회피

성별
남

여

61

54

2.27(.51)

2.51(.53)
-.2.45*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2.41(.56)

2.36(.50)
.57

부적응성

성별
남

여

61

54

2.21(.41)

2.11(.33)
1.45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2.21(.38)

2.12(.38)
1.26

반응강도

성별
남

여

61

54

2.8(.39)

2.77(.34)
.41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2.85(.31)

2.72(.41)
1.98

부정적

기분

성별
남

여

61

54

2.04(.32)

1.97(.30)
1.24

월령
24-29개월

30-35개월

55

60

2.05(.28)

1.97(.33)
1.5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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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세아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7점 만점에

2.52점(SD=1.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의 중

간값인 3.5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어머니가 3세아 자녀를 양육할 때 자

녀발달의 목표로 지적성취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지는 경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3세아 자녀에 대해 자녀

발달의 목표로 지적성취나 학업, 사회에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양육신념

을 가지기 보다는 성격이나 인성, 또래관계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가 지

적성취를 강조하기 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보림, 2007; 안지영, 2002; 정혜인, 2003)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7점 만점에

4.02점(SD=.78)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의 중간

값인 3.5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어머니가 3세아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

향력으로 성숙주의 강조 양육신념보다는 환경주의를 강조하는 양육신념

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타고난 발달을

인정하는 성숙주의 강조 양육신념보다는 자녀발달에 있어서 부모 및 환

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환경주의 양육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가 성숙주의 양육신념보다는

환경주의 양육신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보림, 2007; 신은주,

2011)을 지지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자녀의 월령, 성별, 어머니 연령, 취업여부,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어머니 양육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는 <표 Ⅴ-5>와 같다. 그 결과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자녀의

월령, 성별, 어머니 연령, 취업여부,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성/지적 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24-29

개월 영유아 어머니의 점수(M=2.62, SD=.92)가 30-35개월 영유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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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점수(M=2.42, SD=1.1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아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점수(M=2.55, SD=1.10)가 여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점수(M=2.48,

SD=1.0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인

성/지적 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25세-30세 어머니 연령층에서 평균 점수

가 2.56점(SD=.84)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2.86점(SD=1.77)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가계 소득과 관련하여 월 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 어

머니의 평균 점수가 2.73점(SD=1.1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의 경우 <표 Ⅴ-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t=-2.60, p<.05)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M=4.18, SD=.76)가 비취업모(M=3.81, SD=.75)에 비해 환경주

의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비취업

모에 비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중

요시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모는 비취업모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및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

끼며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박희진, 2012). 이처럼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녀를

둘러싼 양육환경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줄 다른 환경 체계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

에 성숙주의 양육신념보다 환경주의 양육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손수민, 2012).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30-35개월 영유

아 어머니의 점수(M=4.03, SD=.84)가 24-29개월 영유아 어머니의 점수

(M=4.00, SD=.70)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점수(M=4.08, SD=.81)가 여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점수(M=3.95, SD=.7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의 경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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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35세 어머니 연령층의 평균 점수가 4.10점(SD=.82)으로 다른 연령층

어머니의 점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하여 대

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4.04점(SD=.75)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소득과 관련하여 가계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4.19점(SD=.78)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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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

M(SD) t or F M(SD) t or F

자녀의

월령

24-29개월 55 2.62(.92)
1.03

4.00(.70)

4.03(.84)
-.18

30-35개월 60 2.42(1.15)

자녀의

성별

남 61 2.55(1.10)
.33

4.08(.81)

3.95(.74)
.90

여 54 2.48(1.00)

어머니

연령

25세-30세 13 2.49(.84)

.04

3.79(.71)

4.11(.82)

3.92(.71)

1.2331세-35세 67 2.54(1.17)

36세 이상 35 2.49(.89)

어머니

취업

여부

미취업 50 2.44(1.0)

-.68

3.81(.75)

-2.60*

취업 65 2.58(1.09) 4.18(.7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 2.86(1.77)

1.48

3.93(1.01)

4.04(.75)

3.96(.80)

.16대학교 졸업 85 2.55(1.00)

대학원 졸업 이상 19 2.20(.61)

가정

월소득

300만원 미만 17 2.34(1.05)

.90

3.68(.75)

4.19(.78)

4.02(.77)

2.44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 2.39(.89)

400만원 이상 65 2.63(1.12)

<표 Ⅴ-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신념의 차이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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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의 관계

3세아의 숙달동기,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Ⅴ-6>에 제

시하였다.

숙달동기의 하위 변인 중 과제 지속성과 기질의 일부 변인 간에는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r=-.22, p<.05), 부적응성(r=-.25, p<.01), 부정적 기

분(-.25, p<.01)은 숙달동기의 과제 지속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가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

한 적응성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기분을 가질수록 과제 지속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움직임, 활동량 수준이 낮다는 의미는 영유아가 산만하

지 않고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통제, 자기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Fees, Fischer, Haar, & Crowe, 2015), 활동성 수준은

영유아가 과제에 집중하고 과제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또한 낯선 실험자, 환경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은 영유아가 과제 수행에서 결과를 발생시키며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Wilson & Matheny,

1983). 부정적 정서는 목표 지향적 행동에 방해가 되는 반면 긍정적 정

서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Franken, 2009;

Rothbart & Jones, 1998). Spangler(1989)는 2세 영아의 과제 경험에서

기분은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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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숙달동기 하위요인 중 과제 즐거움은 기질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동기의 과제 즐거움은 영유아가

과제 수행 과정이나 문제해결에서 성취를 경험했을 때 나타내는 긍정적

인 정서 표현을 의미한다. 과제 상황, 성취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

표현인 과제 즐거움은 영유아의 기질적 성향이나 어머니의 양육신념보다

는 과제 경험이나 과제를 조작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연한 사건의 발생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숙달동기 하위요인 중 과제 유능성은 기질의 일부 변인과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r=-.19, p<.05)과 반응강도(r=-.20, p<.05)는 숙달동기의 과제

유능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가 신

체 움직임이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자극에 대하여 강하게 반응표

현을 할수록(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과제 유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기질적 활동성은 과제 수행 및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활동성이

낮은 영유아가 대체적으로 과제 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Chang

& Burns, 2005). 구조화된 과제 수행 상황에서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주의집중하는 능력은 과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활동성은 주의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유아

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지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뿐만 아

니라 과제 해결에 따른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Craig, 1984). 반

응강도가 낮은 영유아는 주어진 상황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경

향이 있다(Rothbart & Hwang, 2005).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영유아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과제에 열중하며 과제 주의집중 및 과제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숙달동기의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성숙/

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 72 -

어머니가 3세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신념에 관한 질문지 응답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양육신념

점수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유아 기질의 일부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

념,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의 하위요인 중 접근-회피와 어머니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유

의한 부적 관계(r=-.24,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기분

과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양육신념은 유의한 부적 관계(r=-.22,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아 자녀가 새로운 자극에 대한 회피

적 성향을 가질수록 어머니의 지적 성취 강조 양육신념이 낮아짐을 의미

한다. 즉 자녀가 새로운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회피적 성향을 가질수록

어머니가 성격이나 인성,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인성 성취 강

조 양육신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3세아 자녀가 부정

적인 기분을 가질수록 어머니의 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낮아지고 성

숙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높아진다. 이는 자녀가 불쾌하고 부정적인 기분

을 자주 가질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타고난 성격을 인정하는 성숙주의 양

육신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영유아의 기질적 성향과 어머니의 양

육신념, 양육 관련 변인이 서로 양방향적이며, 상호작용하는 변수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Bates & Pett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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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접근-

회피
부적응성 반응강도

부정적

기분

인성-

지적

성취

강조

양육

신념

성숙/

환경

주의

강조

양육

신념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

활동성 1

접근-회피 -.15 1

부적응성 .50*** .33** 1

반응강도 .44** .08 .51*** 1

부정적

기분
.30** .40** .64** .41** 1

인성-지적

성취 강조

양육신념

.15 -.24* .06 .04 -.05 1

성숙-환경

주의 강조

양육신념

-.02 -.10 -.11 -.11 -.22* .34** 1

과제

지속성
-.22* -.03 -.25** -.07 -.25** -.13 .16 1

과제

즐거움
-.04 -.15 -.06 -.05 -.11 .01 .09 .17 1

과제

유능성
-.19* -.02 -.17 -.20* -.16 -.05 .07 .46***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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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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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도전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숙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다

음 단계의 도전에 영향을 미친다. 도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능력과 행동 수준은 어린 영유아에게서도 나타나며 이는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으로 대표되는 숙달동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다. 숙달동기는 영유아의 과제지향적 행동, 주의체계의 발달, 학업성취

등 학습과 관련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

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숙달동기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4개

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3세아를 대상으로 숙달동기의 발달 양상

을 알아보고, 3세아의 개인 내적 변인인 기질과 개인 외적 변인인 어머

니의 양육신념이 숙달동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에 해당하

는 3세아 115명과 그들의 어머니 11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 대상인 3세아에게 월령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한 도전적인 숙달동기

과제를 제공하여 숙달동기의 과제 지속성, 과제 즐거움, 과제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3세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3세아 숙달동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과제 지속성과

과제 유능성 평균 점수는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3세아가 숙달동기 과

제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과제지향적 행동의 지속성 및 과제 문제해

결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제 즐거움은 중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과 동료들(1992)은 영유아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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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기 과제에서 과제 즐거움을 나타내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숙달동기

상황에서 과제 즐거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영유아의 과제 즐거움은 과제 경험이나 과제 수행에서 발생하

는 시지각 효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Morgan et al., 1990) 과제 즐거움과 관련해서는 관련 변인들을 고려

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둘째, 3세아의 숙달동기는 월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30-35개월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영아는 24-29개월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영아에 비해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

다. 이는 과제수행 및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 지속성과 과

제 유능성이 영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조작적, 언어적, 주의체계의 발달

및 과제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월령이 증

가함에 따라 주의집중 시간이 증가하며,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신체적

능력 및 조작능력이 향상되어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령 증가에 따라 주변의 사물이나 놀잇감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제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과제 수행이 정교해진다

(Morgan et al., 1992).

한편, 3세아의 숙달동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숙

달동기 과제 수행에서 성차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Vondra &

Jennings, 1987; Fees et al., 2015; Wang et al., 2011)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숙달동기 과제 수행에서 성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숙달동기

측정 놀잇감의 유형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성 차이, 숙달동기 과

제에 접근하는 성별에 따른 기질적 성향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숙달동기 과제 실험에서 실

험자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주의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걸음마기 영아의 사회성 차이가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Vondra & Jennings,

1987; Young & Hauser-cram, 2006)에서는 주로 숙달동기 과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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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유아 주변에 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어머니

의 보고로 숙달동기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Wang et al., 2011) 성별

에 따른 숙달동기 양상이 이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게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에게 동일한 과제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사회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

에 따른 숙달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의 양육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숙달동기 중 과제 지속성은 기질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부적응

성, 부정적 기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걸음마기 영아가 신체 움직

임이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낮을수

록, 부정적인 기분을 가질수록 과제 지속성이 낮아짐을 뜻한다. 또한 숙

달동기 중 과제 유능성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 반응강도와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걸음마기 영아가 신체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활

동량이 많을수록, 강하게 반응표현을 할수록 과제 유능성이 낮아짐을 의

미한다. 이는 활동성, 부적응성, 부정적 기분, 반응강도 등 기질의 하위요

인이 과제수행 및 3세아의 과제 지속성, 과제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동성, 반응강도와 같은 기질의 하위요인은 과제

수행에서의 주의집중과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 수준

및 영유아가 가지는 기분과 정서 또한 숙달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에 중요하다(Craig, 1984; Rothbart & Hwang, 2005).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 하위요인 중 접근-회피와 어머니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 부정적 기분과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강조 양육신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기질은 타고난 성

격적 특성인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성

격적 특성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진다

(Thomas & Chess, 1997). 어머니의 양육신념 또한 어머니를 둘러싼 인

적·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되므로, 어머니의 양육신념

과 기질은 실제 양육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기질-양육 체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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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Bates, Schermerhorn, & Petersen, 2012). 기질과 양육 간의 상호작

용은 양방향적이므로, 기질과 양육환경 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기질의 조

화적합성 이론에 근거하여 영유아가 부정적 성향의 기질을 가지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타고난 성격이나 발달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양

육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적응과 긍정적인 발달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인 양육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서로 보완하며 변해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영유아의 숙달동기 간에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3세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신념에 관한 내용과 응답이 영유아 자녀의 숙달동기와의 관계를 설

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어머니들이 양육신

념에 대해 묻는 질문지 방식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였을 가

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녀 발

달의 목표로서 성적보다는 인성을, 성숙주의보다는 환경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지영(2003)은 어머니들이 인성개발, 또래관계, 전인발달

을 중요시 여기며 적성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지에 응답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념과는 반대로 성적을 중시하며 조기교육을

시키는 등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교육

과 관련된 양육신념과 자녀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김보림, 2007; 심순희,

2013; 안지영, 2003; 이소현, 2009)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인식, 신념과 행

동에서의 불일치가 반영된 양육신념 응답이 양육신념과 숙달동기 간에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보다는 응답자인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아기에서 유아

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3세아 자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양육신념을 응답

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후속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교

육적 기대와 같은 신념이나 사고, 의식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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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3세아의 숙달동기와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서 영유아 개

인 내적 변인인 기질과 어머니 변인인 양육신념에 대해 살펴보고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제

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영유아의 숙달동기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영유아의

숙달동기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장애 영유아(강미라, 2010)를 대상으로

하므로, 영유아의 숙달동기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조사를 통

한 어머니의 양육신념 측정과 더불어 다른 양육관련 변인과 숙달동기와

의 관련성 및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하여 3세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신념, 숙달동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관련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해외에서 수행되는 숙달동기 연구들은 교사와 부모의 숙달동기

측정 질문지인 DMQ 척도에 의해 측정(Dichter-Blancher, 1999; Lisa,

Turner, & Johnson, 2003; Pipp-Siegel et al, 2003; Wang et al., 2011)

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실제 숙달동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영아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

여 실제 영유아가 과제 수행 중에 보이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숙달동기

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영유아의 숙달동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제공하며, 3세아의 숙달동기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더 나아가 걸음마기 영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특성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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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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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관찰기록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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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조사에 협조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영아의 숙달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보

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어머니

의 자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질문 내용에 따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지는 대학에서의 순수한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이므로

솔직한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 학술자료

로서 가치가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댁의 안녕과 번창

을 기원합니다. 질문지를 완성하신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정미지 드림

(연락처: 000-0000-0000)

<부록 4> 어머니 질문지

어머니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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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항상

그렇다

1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책을 볼 때 가만

히 있지 못한다.

2
음식을 먹을 때에 좋거나 싫은 표정 없

이 조용히 먹는다.

3
새로운 장소에 처음 갔을 때 기분이 좋

아 미소를 짓거나 웃는다.

4
잠에서 깨어나면 찡그리거나 칭얼대거

나 혹은 운다.

5
낯선 사람이 봐주려고 하면 울거나 엄

마에게 매달린다.

6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3~4

분 정도 늦게 주어도 잘 참고 기다린다.

7
옷을 입힐 때 몸을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8
하던 일이 잘 안되면 큰소리로 울거나

발을 구른다.

9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10
칭찬을 많이 해주면 큰 소리로 웃거나

좋아서 팔짝팔짝 뛴다.

11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운다.

12
낯선 장소에 처음 갔을 때 여기저기 뛰

어 다니거나 낯선 것을 만져보거나 올

아래의 질문은 자녀의 기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들입니다. ‘기질’이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한 행동양식, 성격적 특성을 말합니다.

 아래 문항들을 잘 읽어보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용 질문지★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잘 읽고 빠짐없이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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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타거나 한다.

13
대변을 본 후 밑을 닦아주면 칭얼대거

나 운다.

14 처음 보는 낯선 어른과 잘 논다.

15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소리

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16
배고플 때도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즐

거운 마음으로 기다린다.

17
얼굴을 씻길 때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

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18

배가 부를 때 음식을 더 주면 음식을

뱉거나 입을 꼭 다물거나 숟가락을 손

으로 밀쳐낸다.

19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감을 세게

치거나 던지면서 논다.

20
집에 낯선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다

가간다.

21
낮잠이나 밤잠을 자려고 누울 때 기분

좋아한다.

22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할머니 댁에

가든가, 처음 보는 도우미와 있게 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3, 4일 걸린다.

23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체 한다.

24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운다.

25
앉아서 하는 놀이보다 달리거나 뛰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

26
감기에 걸렸거나 배가 아프면 보채고

언짢아한다.

27 집안이나 집밖에서 주로 뛰어다닌다.

28

낯선 곳(가게나 남의 집)에 가면 처음

몇 분 동안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멈칫

거린다.

29

아이가 놀 때 부모가 방해해도 싫거나

좋은 표시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단지

인상을 찌푸리거나 미소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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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잘 따른다.

31
부모와 걸어갈 때 부모보다 앞서서 뛰

어나간다.

32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말로만 타일러

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33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웃거나 미소 짓

는다.

34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얌전히

앉아 있는다.

35
한, 두 번 호되게 야단맞았던 실수를 다

시 반복하지 않는다.

36 하루종일 언짢아하고 보챈다.

37

다른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가졌을 때

싫거나 좋은 표시를 심하게 하지 않는

다(단지 인상을 찌푸리거나 미소만 짓

는다).

38
머리를 빗겨주거나 손톱을 깎아줄 때

얌전히 있는다.

39
심하게 울 때는 팔을 휘젓거나 발을 구

르며 몸을 흔든다.

40
얼굴을 씻겨주는 동안 기분이 좋아 미

소를 짓거나 웃는다.

41
집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가까이 간다.

42
부모가 여러 번 경고해도 가지 말라는

곳이나 물건에 계속 접근한다.

43

엄마이외의 아이 보는 사람이 올 때 아

이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

사람을 큰소리 지르며 맞이한다.

44
야단맞고 나면 3, 4분 이상 기분이 좋지

않다.

45
다른 아이를 처음 만나면 수줍어 엄마

에게 매달리거나 엄마 뒤로 숨는다.

46
낯선 사람과 15분 이상 같이 있어도 계

속 그 사람을 경계한다.

47
새로운 일(혼자 양말을 신는다든지 장

난감을 치우는 일)을 처음 배울 때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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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거나 운다.

48
낯선 곳에 가면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

49

부모가 옆에 있어도 낯선 장소(슈퍼마

켓, 새 유모차, 놀이시설)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50
혼자 놀게 내버려두면 얼굴을 찡그리거

나 불평을 한다.

51
새로운 환경(낯선 집, 가게, 놀이터)에

가도 10분 이내에 곧 익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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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이는 각자 타고난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성장한다.

1 2 3 4 5 6 7 아이의 발달은 어머니가 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22
아이의 성격은 타고난 성품에

더 좌우된다.

1 2 3 4 5 6 7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 따라

달라진다.

23

두 살 짜리 아이가 지나친 장

난을 쳐도, 원래 그런 시기이

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1 2 3 4 5 6 7
한창 장난치는 시기에 부모가 강

하게 다루어 아이를 휘어잡지 않

으면 나중에 다루기 힘들어진다.

24
어려서 까다로운 아이라도 커

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까다로운 면은 어릴 때 부모가

바로 잡아 주어야 나중에 괜찮아

진다.

25

아직 말할 줄 모르는 아이에

게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

은, 일찍 말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1 2 3 4 5 6 7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줄

수록, 아이가 일찍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6
배변훈련은 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다 하게 되어있다.

1 2 3 4 5 6 7 부모가 잘만 가르치면 얼마든지

일찍 배변을 가릴 수 있다.

27

공부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1 2 3 4 5 6 7
아이들은 원래 공부를 싫어하므

로, 강제로라도 공부하게끔 만드

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28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타

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6 7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머니

가 나서서 여러모로 적극적인 뒷

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9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므로,

어릴 때는 아이 스스로 알아

서 하도록 한다.

1 2 3 4 5 6 7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

에 부모가 일일이 가르쳐주어야

한다.

30

아이가 원하는 것은 되도록

제재하지 않아야 아이의 기가

꺾이지 않는다.

1 2 3 4 5 6 7
행동을 지도하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제재하는 것이 필

요하다.

31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어려서

그런 것이니 혼내줄 것까지는

없다.

1 2 3 4 5 6 7
아이가 잘못하면, 꾸짖거나 벌을

주어서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

쳐야 한다.

◉ 다음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의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쪽의 의견 중에서 어머니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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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아와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고 답해주세요.

1. 영아 성별 남아( ), 여아( )

2. 영아 월령 _________개월

3. 영아 출생순위 ________남 _______녀 중 _________째

4. 부모님 나이 아버지: 만 세, 어머니: 만 세

5. 부모님 학력

아래 보기 중 부모님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

요.

아버지( ) 어머니(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6. 부모님 직업

아래 보기 중 부모님의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① 기능·단순·노무직

② 판매·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전문·기술·행정관리직

⑤ 기타( )

7. 부모님 소득

아래 보기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

요.

(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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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of 3-year-olds'

Mastery Motivation with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liefs

JEONG, MI JI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nvestigate 3-year-olds’

mastery motivation and temperament according to their ages and sex

(2) investigate mother’s parenting belief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3)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3-year-olds’ mastery motivation with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liefs.

The research subjects were one hundred fifteen 3-year-olds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cruited from 13 day-care cent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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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nd Gyeong-gi province. Each child performed three types of

mastery motivation tasks and mastery motivation scores were

assessed. Mother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 order to

investigate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liefs.

Statistical methods, which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one 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18.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year-olds toddlers scored mastery motivation above the

average level in the areas of task persistence and task

competence, thus recording a relatively good level. However,

task pleasure scores were lower than the average level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mastery

motivation including task persistence and task competence

according to age. 30-35 months toddlers scored higher in the

mastery motivation tasks which included task persistence and

task competence than 24-29 months toddl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ddler’s mastery motivation according

to sex.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ddler's temperament

including activity and approach-withdrawal according to sex.

First, it was shown male toddlers had a higher level of activity

than female toddlers. Second, female toddlers scored higher

level of approach-withdrawal than male toddl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ddler’s temperament according to

age.

4. The result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beliefs generally

emphasized more moral rather than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it was also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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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emphasized more environment-driven(nurture) rather

than maturation-driven(nature). Maternal parenting beliefs

differed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factors of mothers. With

respect to maturation vs environment-driven belief, working

mom stressed the belief in environmentalism.

5. 3-year-old children's mastery motivation including task persistence and

task competence related to temperament. Specially, Task persistence of

mastery motivation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temperament

which included activity, adaptability, mood. Task competence of mastery

motivation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emperament which included

activity and intensity. The task pleasure of mastery motivation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children’s temperamen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beliefs. The

approach-withdrawa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ral/intellectual achievement stressed beliefs. The negative

moo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uration/environment

driven beliefs.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stery

motiv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liefs, which was affected

by mother’s responses related to belief-behavior discrepancy.

Keyword: mastery motivation, maternal parenting beliefs,

temperament 3-year-olds

Student Number: 2014-21017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1. 숙달동기의 발달
	1) 숙달동기의 개념과 구성요인
	2) 숙달동기의 발달

	2. 기질과 숙달동기의 관계
	1) 기질의 개념과 구성요인
	2) 기질과 숙달동기의 관계

	3.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의 관계
	1) 양육신념의 개념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숙달동기의 관계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2. 용어의 정의
	1) 숙달동기
	2) 기질
	3) 양육신념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 본조사

	4. 자료의 분석

	Ⅴ. 연구결과 및 해석
	1.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1)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의 전반적인 양상
	2) 월령과 성별에 따른 3세아의 숙달동기 차이
	3) 월령과 성별에 따른 3세아의 기질 차이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상 
	3.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의 관계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