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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어머니의 

불안한 심리에 주목하여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놀

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머

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

각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계

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

원불안, 자녀발달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

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

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어머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계에서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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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3-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은 조절효

과가 있는가? 

3-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은 조절효

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11명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

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일원변량

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교육지

원불안, 자녀발달불안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점

검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 자

녀발달불안은 모두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점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

었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놀이

중심신념은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

니의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은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은 하위요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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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부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 및 자기점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된다. 반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 및 자기점검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은 조절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

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

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역할불안과 교육

지원불안이 조절하는 것을 밝혔다. 부모역할과 교육지원에 대한 불안 정

도가 높은 어머니는 놀이중심신념이 높다 하더라도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기조절력,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

불안, 자녀발달불안 

학   번 : 2019-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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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모든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 존재한다. 따라

서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충돌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간다.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은 이

러한 인간의 사회적응과정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며 이에 따라 자기조절력

이 형성 및 발달하는 유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맞춰 수용 가능한 

형태로 조절하며 스스로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사고로 정

의된다(양옥승, 2006; 이정란·양옥승, 2003; Bronson, 2000; 

Eisenberg et al., 1997). 자기조절력은 발현되는 동기에 따라 자기통제

(self-control)와 자기점검(self-monitoring)으로 구분되는데, 자기통

제의 경우 모방과 모델링 등 외부에서 주입되는 행동적 방식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자기점검은 환경요인과 인지능력의 상호작용에 의

해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Diaz et al., 1992). 이처럼 자기통제와 자

기점검은 독립된 개념이며 발달의 기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점검으

로 정의되는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자기조절력의 개념에 대한 균형있는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유아가 자기조절력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놀이의 역할에 주

목하고자 한다.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몰두하며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표현함으로써 자기조절력이 증진된다(최유석·임지영, 2021). 이 

때 부모는 놀이의 공급자(providers)로서 유아의 놀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놀이와 관련된 부모의 결정은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일시

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가치와 믿음에서 기인

된다(Bishop & Chace, 1971). 따라서 유아의 놀이를 강화하거나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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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놀이 환경의 조건을 설명할 때 부모의 인지적 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신념은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나 목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

하고 양육행동, 부모 역할 등을 유도한다(Goodnow, 1988; Sigel, 2014). 

특히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신념이 부모의 행동을 더욱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유미·

유미숙, 2008; 이한별, 2008; Sigel, 1992). 더욱이 2019년에 발생한 코

로나19(COVID-19)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자녀 돌봄에 대한 가정의 

역할이 커졌으며, 유아의 놀이 상당 부분이 부모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임수진, 2020). 이로 인해 유아의 주 양육자의 놀이에 대한 가치

관은 유아의 놀이 경험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현 시대를 경험하는 어머니

의 놀이신념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놀이신념이란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

식을 의미하며, 놀이중심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주요 기제

가 된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Fogle & Mendez, 2006). 국내 연구들

은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하미현, 2010)과 정서조

절능력(최은정·김금주, 2015), 사회적 유능감(강인숙·문혁준, 2012; 

김정주·박형신, 2017; 이진화, 2009) 등 긍정적 발달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놀이중심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주로 보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이진화, 2009; 홍정유·최영희, 2008)과 논리적 설명의 제공

(배정민·김소향, 2016), 한계 설정 행동(이진화, 2009) 등의 행동적 특

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놀이신념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를 저해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다

각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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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편중되어 

있거나 놀이신념과 유아의 발달 간의 구조를 탐색한 소수의 연구(심미영

·이문옥, 2018)만이 진행되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신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현실 및 사회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념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서 주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Goodnow, 1988; Murphey, 1992; Sigel, 2014).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른 놀이신념의 차이를 비교하여 거시

적 차원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Hyun et al., 2021; Parmar et 

al., 2004; Roopnarine, 2011)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우울, 

자기효능감이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Fogle, 

2003; LaForett & Mendez, 2017) 특수한 사회적 환경 내에 있는 가정 

또는 부모의 특성과 놀이신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놀이신념 연

구 중 한국 내 일반가정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며 더불어 그러한 특성과 놀이신념이 접목되어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 역시 미비하다. 따라서 한국의 어머니가 자녀

의 놀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놀이중심 및 아동중심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놀이의 가치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의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이현주· 엄정

애, 2020).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의 놀이 지원과 발달적 성취에 대한 우

려는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놀이에 대해 모순된 태

도를 보이며, 놀이 속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박영애·김

리진, 2011). 한편, 어머니는 유아의 교육과 학습을 놀이와 구분된 개념

으로 인지하며 결과물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김은영과 동료

들(2020)에 따르면 부모의 98.4%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공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51.7%의 부모가 ‘놀이만 하다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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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 잘 적응 할지에 대한 걱정’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놀이

와 학습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교육열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역시 성취

와 결과에 주목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한다(이현주·엄

정애,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놀이중심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

의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살펴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들은 초

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놀이만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염려했

으며, 다른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며 불안감을 보였다(강경미·

엄정애, 2016).  종합하면, 어머니는 놀이 지원과 발달적 성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신

념과 양육불안의 관련성이 유추됨에 따라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자

녀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인지하는 불안한 감정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양육불안은 부모가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으로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변인이다(이현아, 2020; 위지희·채규만, 

2015). 이러한 양육불안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외, 2014; 공병호·백승학, 2017). 양

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유교적 전통이 반

영된 부모역할 수행, 출세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부모와 자

녀의 일체감 등으로 설명된다(위지희·채규만, 2015). 한편, 한국의 사

회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도 어머니의 불안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는 ‘학부모’

라는 새로운 지위를 습득하게 되는 특정 시점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위

기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며 불안, 스트레스, 좌절감,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느끼기도 한다(신수희, 2019; 이현아, 2020). 이와 같

은 부모의 염려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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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을 보이는 어머니는 양육경험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회피하며 지시적, 간섭적 통제적 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이연실, 2017; 장유진, 

2016; Ginsburg & Schlossberg, 2002). 반대로 어머니가 스스로의 역

할에 대해 긍정적 자신감을 가질수록 일관되고 민감한 정서표현을 보이

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남궁령,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은 양육이라는 공유된 

맥락 안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양육’

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환경적 맥락 안에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과 양육불안의 관계 및 개인차를 확인하고,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

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주요 사건을 앞두고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에 따라 놀이중심신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양육불안의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다. 놀이중심신념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에 이후 놀이중심신념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을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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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어머니의 양육불

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에

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연구 문제를 도출한다.  

 

1. 유아의 자기조절력 

 

1) 자기조절력의 개념 

 

유아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자아통제(ego-control), 자기통

제(self-control), 자기점검(self-monitoring), 자기지시(self-

direction), 독립성(independence)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는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이정

란·양옥승, 2003; Bronson, 2000).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Kopp(1982)은 요청에 순응하는 능력, 상황적 요구에 따라 언

어와 행동의 강도 및 빈도를 조절하는 능력, 만족 지연 능력, 외부의 감

독없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으로 자기조절을 정의하였

다. Eisenberg 와 동료들(1997)은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로 정의하였다. 

정서 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 반응을 억제, 강화, 유지,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 조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 전

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Diaz 와 동료들(1992)은 자기조

절(self-regulation)과 자기통제(self-control)를 구분하여 자기조절력

을 설명한다. 자기통제는 양육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면화된 양육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기조절은 스스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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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계획하며 목표에 변동이 생겼을 때 행동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ronson(2000)은 자기조절력을 욕구 억제 

능력, 적극적 통제 능력, 인지적 조절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욕구 억제 능

력은 충동억제(impulse control), 자기통제(self-control)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적극적 통제 능력은 욕구의 억제에서 더 나아가 진행중인 사건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기술된다. 자기지시(self-

direction)와 독립성 (independence)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과정을 일컫는 조절 능력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사용하며, 행

동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등의 행위로 학습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자기조절력은 다면적 특성을 가지며 크게 정서적 측면의 자기

조절, 행동적 측면의 자기조절, 인지적 측면의 자기조절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자기조절력의 구성 요인을 부분적으로 살

펴보거나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등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었으나 결론적

으로 외부자극에 의해 수동적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조절과 유아가 능동

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형태의 자기조절로 구

성된다(Bronson, 2000; Diaz et al., 1992).  

초기 연구는 자기통제가 자기조절의 발달적 선행요인이며 자기통제의 

성숙한 형태가 자기조절인 것으로 설명했다. 즉, 두 개념은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졌다(Kopp, 1982). 하지만 Diaz와 동

료들(1992)은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의 발달 기제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지적하면서 질적으로 독립된 두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유아가 

혼자 놀이하는 상황에서 콘센트에 가까이 갈 때, “만지면 안돼.”라고 

스스로 되뇌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자기통제라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

는 자극과 반응의 원리로 설명되는데, 내면화된 양육자의 명령은 자극에 

해당하며 순응하는 유아의 행동은 반응에 해당한다. 성인에 의한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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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자극과 반응이 유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이 자기통제의 특징이다. 

한편 자기조절은 유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변화된 상황에

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앞서 자기통제에서는 환

경이 행동 반응의 단서로 작용한 것과 달리 자기조절은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 또는 매개로 환경이 작용한다. 가령, 나무블럭으로 

성을 만들던 유아가 “맨 꼭대기에 놓을 빨간색 블록 두 개가 필요해.”

라고 말한 후, 빨간 블록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색연필

로 하얀 블록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성을 완성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이정란과 양옥승(2003)이 두 개념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각 개념의 정의를 공고히 하였다.  

이정란과 양옥승(2003)은 자기조절을 상위인지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설정하였다. 자기통제는 외

부 기준의 내면화를 통해 정서와 행동을 억제하고 순응하는 능력을 의미

하며, 자기점검은 스스로 계획, 평가, 점검하는 고등정신 기능을 의미한

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아 대상 자기조절력 관련 연구는 

Kendall과 Wilcox(1979)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이정란과 양옥

승(2003) 또는 양옥승(2006)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정란과 양옥승(2003)의 정의에 따르면 Kendall과 Wilcox(1979)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와 충동성 감소, 주의집중은 자기통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구분에 따라 자기

조절력을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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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력의 발달 

 

자기조절의 발달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자아(ego)의 발달(Block & 

Block, 1980), 개인의 경험과 행동의 관찰(Bronson, 2000), 자기 지시

적 언어의 사용(Diaz et al., 1992), 실행기능과 작동기억의 발달(양옥승 

외, 2017)등으로 설명된다. 각각의 관점을 통합하면, 자기조절력 발달은 

유아 개인의 각성 수준,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과 유아의 사회 및 

물리적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회학습이론

과 인지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사회학습이론은 유아의 조절적 행동 혹은 반 조절적 행동으로 인해 경

험하는 벌 또는 보상과 타인의 행동 관찰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강화한

다고 설명한다(Bronson, 2000). 이때, 유아는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자

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점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용인

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게 된다(이정란·양옥승 2003). 한편, 인지발

달이론 관점에 따르면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인지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

을 통해 발달한다. 유아는 증진된 회상능력과 상징적 사고, 타인의 관점 

습득과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제공하는 목표와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이정란·양옥승, 2003; 

Bronson, 2000). Vygotsky는 인지적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도구’로

써 언어를 강조하며 외적 신호(sign)의 내면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환경

을 조작하면서 자기조절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이정란·양옥승, 2003). 

유아는 내적언어(private speech) 또는 자기언어(self-talk)를 통해 스

스로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보조하며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우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숙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Diaz et al., 1992). 즉, 유아는 언어의 내면화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기를 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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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Kopp(1982)은 유아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이 발

달함에 따라 자기조절도 함께 증진하는 것에 주목하여 유아의 자기조절

력의 출현과 발달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Kopp(1982)에 따르면 

인간은 출생 직후 마주하는 외적 자극과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자기조절적 행동을 보인다. 가령, 영아가 흥분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위와 같이 조직화된 패턴의 활성화

를 예로 들 수 있다. 발달을 거치면서 영아는 사람과 사물이 제공하는 

자극에 흥미를 보이며 반복적인 움직임, 주의력, 사회적 교환을 통해 상

태를 조절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는 양육자의 인식과 기대로

부터 동기를 부여 받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당장에 주어진 자극을 따라 반응하며 외부환경에 의존적으로 행동을 통

제했던 영아와 달리 유아는 상대적으로 회상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

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이해를 형성하며 양육자

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를 현재 행동과 연관시킬 수 있게 된다(Kopp, 1982). 이를 종합하면, 

영아는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성숙한 인지체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조절적 행동의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도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된다.  

 

3) 자기조절력의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력은 연령, 인지적 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요인 뿐 아니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 이에 유아의 

자기조절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 중 성별, 그리고 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 변인인 어머니와 가정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조절력의 성차는 구성 요인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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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인지 조절과 정서 조절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백지희, 2017)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성차가 나타나는 연구들은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기조절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Kochanska et al., 2001; Matthews et al., 2009; Montroy et al., 2016; 

Olson & Kashiwagi, 2000). 유아의 행동 조절 능력의 발달 궤적을 추적

한 Montroy와 동료들(2016)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체로 빠른 발달 

궤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Kochanska와 동료들(2001)

은 순응이 요구되는 상황과 행동 억제가 요구되는 상황을 제시한 후 나

타나는 유아의 자기조절행동을 4년에 걸쳐 관찰하였고, 두 가지 상황 모

두에서 성차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행동 억제 상황에서 일관되

게 뚜렷한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조절능력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능력, 인지적 조절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성차가 보고

되었다(양옥승, 2006; 이정란·양옥승, 2003; 임희수, 2001). 이와 같은 

자기조절력의 성차는 양육자가 보이는 각기 다른 기대수준(Montroy et 

al., 2016), 생물학적 원인, 여아의 빠른 언어발달(Keenan & Shaw, 

1997) 등 사회화 과정의 복합적 결과물로 해석된다. 만 4세 이후부터 

성차가 나타난 연구결과(Olson & Kashiwagi, 2000)를 참고할 때, 유아

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조절력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할 때, 유아 개인 요인 외에 유아가 속

한 가정양육환경의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환경은 어

머니의 양육 특성에 대한 설명 변인이 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해 풍부한 해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양육환경은 

가구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

고(강한나·박혜원, 2013),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박민주·방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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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유아의 문제 행동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때, 

소득의 직접적 영향보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을 통해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노보혜 외, 2011; 손영지

·박성연, 2011; 이희정, 2014; 최윤정·이시연, 2007). 부모의 훈육 방

식과 유아의 행동조절 관계에서 나타난 소득수준의 조절효과(최영미·이

희영, 2017), 저소득 가구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임선아·임효진, 2015)등의 결과를 통해 가구 소득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배경요인으로 어머니의 취

업여부가 있다. 미취학 영유아 인구수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

율은 73.1%로 특히 만 3~5세의 기관이용률은 약 90%를 보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2019).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

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불안에서 기인한 양육태도, 양육행동의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김정희·문혁준, 2006; 손수민, 2012; 임선아·임효

진, 2015). 또한 친족관계망 안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진미정·이윤주, 2010). 이때 다수

의 대상과 맺은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도 간접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자기조절력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소수이나 어머

니가 자녀 생후 1년 내 취업한 경우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Han et al., 2001)와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

과(임선아·임효진, 2015)를 바탕으로 자기조절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단순히 취업여부 자체만으로 유아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를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장영은, 2009), 재취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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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01)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복합적 결과물로써 어머

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기조절력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기초단계로써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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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1) 놀이중심신념의 개념 

  

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현적 행동뿐 아니라 생각, 해석, 의도 등 부모의 사고체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oodnow, 1988). 이후, 부모의 

신념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인식, 발달과정에 대한 인식, 양육방식에 대

한 선호 등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Murphey, 1992), 

곧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과 원가족 경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관습 

및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모의 인지적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idao et al., 2021).  

Goodnow(1988)는 부모가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

도, 가치, 기대 등 다양한 인지체계를 부모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

한 인지체계는 부모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사고의 구조가 변화하는 특성

과 외부자극에도 유지되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고 하였다. Miller(1988)

는 부모의 신념이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믿음(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아동의 특정 능력과 그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대한 믿음(beliefs about specific abilities)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으며 이러한 믿음은 자녀와 관련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

다. 형성된 부모의 신념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과 아동의 인지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 McGillicuddy-De Lisi(1980)에 따르면 부모의 신

념은 자녀의 일반적인 발달과정과 자녀의 특정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믿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 관련

된 사건을 예측하고 결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Bornstein과 동료들

(2018)은 양육에 대한 신념을 자녀양육과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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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한 만족감, 성공적 양육에 대한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

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양육에 대한 지식은 자녀에 대한 적

절한 기대수준과 적합한 행동을 어머니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

에 대한 만족감은 양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성공적 양육에 대

한 귀인은 자녀와 관련된 사건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내적귀인을 보일수록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통제감을 갖는다. 이를 종합

하여 볼 때, 양육 신념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형성하는 인지적 체계

를 의미한다.  

부모의 신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

로 부모가 가진 신념은 부모의 행동(Bornstein et al., 2018; 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 1980; Miller, 1988; Murphey, 1992)과 

전략(Rubin & Mills, 1992)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념은 다양한 

영역마다 개별적으로 조직되는데(Sigel, 2014) 신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 보다 정확하게 신념의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다(Sigel, 1992). 이에 부모신념의 한 영역인 놀이신념을 주목

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 역시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Farver

와 Howes(1993)는 놀이신념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의 가치(value of 

play)와 놀이의 중요도(importance), 자녀의 놀이상대(play partners)

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즉, 어머니가 놀이를 얼마큼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 놀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놀이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분석하였다. 

Haight와 동료들(1997)은 신념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돕고 자녀를 사

회화시키기 위한 목표와 전략 설정에 영향을 주는 개념적 틀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중 놀이신념은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동기,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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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놀이에서 느끼는 정서적 반응, 놀이의 발달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가상 놀이, 거친 신체놀이, 책 읽기 중 부모가 선호하

는 활동, 자녀에게 발달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과 각 활동마

다 부모의 놀이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

었다. 한편, Fogle과 Mendez(2006)는 부모의 놀이신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부모의 놀이 참여 정도와 놀이를 즐기는 정

도, 놀이의 발달적 가치에 대한 이해, 놀이 종류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를 통해 통합적으로 놀이신념을 살펴보았다.  

국내 놀이신념연구를 살펴보면, Fogle(2003)의 부모 놀이신념 검사도

구(Parent Play Beliefs Scale)의 개발과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누

리과정의 개편(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7)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연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경철 외, 2019). 대부분의 

연구들은 Fogle(2003)이 사용한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놀이신념에 대한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하위개념의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한별(2008)은 Fogle(2003)의 척도를 번

안 및 수정한 후 놀이중심신념과 학습중심신념으로 하위개념을 구분하였

다. 놀이중심신념은 부모의 놀이활동 참여와 놀이가 가진 효과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며, 학습중심신념은 부모의 학습활동 참여와 그 효과에 대

한 신념을 측정한다. 유미와 유미숙(2008)은 마찬가지로 Fogle(2003)

의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였고 긍정적 놀이신념과 부정적놀이신념, 부모

중심 놀이신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긍정적 놀이신념은 놀이를 통

해 자녀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 부정

적 놀이신념은 놀이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동의하지 않

으며 형식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심신념은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와 함께하는 놀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외에 박주희와 한석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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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박영애와 김리진(2011)은 어머니가 인식

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필요성, 자녀가 놀이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았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놀이신념이란 자녀의 놀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놀이

가 지닌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사고체계이며, 선호하는 놀이 유

형과 활동, 놀이 참여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놀이중심신념은 놀이가 자녀의 교육과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신념체계를 의미하며, 자녀의 삶에

서 놀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놀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적인 자기조절력(배정민·김소향, 2016)뿐만 아니라 행동적 

자기조절력(하미현, 2010)과 정서조절능력(최은정·김금주, 2015)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가 놀이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개념인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가 주요한 성인과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을 통

제하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정·김금주, 2015). 

부모의 놀이신념수준에 따라 유아 리더십의 모든 영역에서도 차이가 나

타났는데,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타인 존중, 자기행동관리, 문제해결력은 

자기조절력과 관련있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부모 놀이신념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은 하위 집단 유아들보다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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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최미숙, 2012). 이외에 또래유능감(김정주·박형신, 2017), 사

회성(심미영· 이문옥, 2018), 놀이성(김진영·최미숙, 2012; 심미영·

이문옥, 2018), 자아탄력성(김수예, 2020), 인지적 기능의 발달

(Roopnarine & Jin, 2012)등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과 놀이중심신념

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련성

을 유추할 수 있다.    

놀이중심신념은 놀이를 전인적 발달의 주요 기제로 여기는 사고체계이

기 때문에 놀이중심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김명순 외, 2013; 심미영·이문옥, 2018) 놀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

력한다. 또한 놀이는 유아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이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흥미와 특

성, 수준을 고려하여(한진주, 2019)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Haight et al., 1997). 이외에도 놀이중심신념을 가진 어머

니는 온정적 양육행동(이진화, 2009; 홍정유·최영희, 2008)을 보이며, 

한계설정행동(이진화, 2009)과 논리적 설명(배정민·김소향, 2016)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은 유아

의 자기조절력과 유의한 관련(박경선·문혁준, 2014; 배정민·김소향, 

2016; 이정미·김진경, 2017; 최유석·임지영, 2021; 최혜순·김찬숙, 

2011)이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

조절력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신념과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예측한 연구

는 상당수 이루어진 것에 반해(Murphey, 1992; Roopnarine & Jin, 

2012)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탐색은 부족한 실정으

로 놀이신념과 유아의 발달 관계에 대한 다각적 접근, 차별적 연구방법

을 통해 놀이신념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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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불안 

 

1) 양육불안의 개념 

 

Freud에 의하면 불안은 생리적인 각성을 동반하는 긴장, 초조, 걱정을 

포함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Spielberger, 2010).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태가 불안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

하는 보편적 심리현상이다(이연실, 2017). 불안은 성격에 따라 상태불안

(State anxiety)과 특성 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분된다. 상태불안이

란 객관적인 위험과 관계없이 개인이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은 개인 내에서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불안 성향을 의미하며 위협으로 인지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Spielberger, 1972). 양육불안은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맥락 안

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성불안이 아닌 상태

불안으로 구분된다(신수희, 2019; 오영진·김영희, 2021; 위지희·채규

만, 2015; 이현아, 2020).  

위지희와 채규만(2015)은 양육불안에 대해 부모가 자녀 양육이라는 역

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양육불안은 개인적 요인과 

자녀와의 관계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한국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복합

적으로 유발된다(이현아, 2020). 이처럼 양육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선 

‘양육’의 맥락 속 어머니가 경험하는 환경체계적 요인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분리불안(소언주·도현

심, 2001; 안지영·도현심, 1998) 또는 전반적 영역에서의 불안(김영미

·송하나, 2019; 문영경·민현숙, 2008; 송정은 외, 2003; 송하나, 2018; 

이연실, 2017; Ginsburg et al., 2006; Moore et al., 2004)을 중심으로 



 - 20 - 

이루어져왔다.   

이에 위지희와 채규만(2015)은 양육의 특성과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양육불안의 측정을 위해 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을 형성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불안은 부모역할 효

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

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으로 구분된다. 한편, 학령

기 전 유아와 학령기 후 아동은 각기 다른 발달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의 요구, 그로 인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을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신수희, 

2019; 이선남·이정욱, 2017). 이에 신수희(2019)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

다. 만 5세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불안은 부모역할 불안, 교육지원 불

안, 자녀발달불안으로 구성된다.  

부모역할불안은 다시 부모 효능감에 대한 불안,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타인신뢰에 대한 불안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즉,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 자신감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과 완벽주

의 성향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관대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경향, 

타인이 주는 도움과 지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의미한다(신수희, 

2019; 위지희·채규만, 2015; 이현아, 2020). 교육지원 불안은 지지체

계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 자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불안으로 구

성된다. 즉, 지지체계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으로 인해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정적 심리상

태를 의미하며, 자녀의 선행학습 정도나 학습 수준, 교육 방향 설정, 교

육비 부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자녀발달불안은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걱정

으로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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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의미한다(신수희, 2019).  

불안의 근원은 크게 개인의 내적요소와 외적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까 걱정

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염려는 개인의 내적요소에서 비롯된 

불안과 관련이 있다. 한편, 주위 또래를 기준으로 자녀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하고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과 외부환경적 

요소에서 비롯된 불안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을 신수희(2019)

의 양육불안 하위 영역에 적용해보면, 부모역할불안의 경우 부모 개인에

게서 촉발된 불안이며,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은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기준과 결합하여 촉발된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자기조절력과 관련 있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끊임없이 확신을 구하고 완

벽을 추구하며 스스로 의심하는 행동인 불안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 이

러한 행동은 높은 통제 행동과 적대감과 실망감 등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함께 보이는 반면, 긍정적 정서 표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행동은 낮게 

나타났다(김현수·신혜린, 2012; Ginsburg et al., 2005; Whaley et al., 

1999). 놀이 상황과 과제상황에서 불안한 어머니와 불안하지 않은 어머

니의 행동적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어머니는 놀이상황에

서 자녀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언어로만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으나 불안하지 않은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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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urner et al., 2003). 한편 한정된 시

간 안에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어머니는 “네 탓이

야.”,“네가 다 망쳤어.”등 자녀의 행동과 능력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nsburg et al., 2006). 또한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유

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적 통제를 통해 유아는 내적 갈등과 압력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의 조절이 아닌 외적 조절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장유진, 

2016). 양육불안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과제 지원에 있어서 낮은 정서적 

비계설정과 높은 통제적, 지시적 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역시 맥을 같이 한다(이현아, 2020).  

종합해볼 때, 불안한 어머니는 높은 통제 행동과 부정적 정서 표현, 소

극적 상호작용, 부정적 평가 등 유아의 능동적 결정을 좌절시키고 행동

적 문제(송하나, 2018)와 부정적 정서 형성(Whaley et al., 1999)을 촉

진하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머니

의 부정적 심리상태에 따라 유아 자기조절력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영향

력이 강화 또는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임상적으로 진단 받은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상태를 포

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과 유아의 발달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

기된다. 따라서 양육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구체적 상황 및 맥락 안에

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 자기조절력의 관계를 하위 영역에 따

라 살펴보고, 양육불안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 5세 어머니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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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육불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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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 

 

놀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뤄지는 놀이의 특성 중 내적 

동기 부여 및 능동적 참여, 과정 중심적 속성(김미소·서영숙, 2018; 

Wood, 2009)과 무목적성(정순경·손원경, 2020)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다. 즉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특정

한 목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 놀이이며 반대로 성인 주도적이고 결과 지

향적이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활동은 놀이라고 정의

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자녀의 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

해(박영애·김리진, 2011)와 놀이가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념체계(유미·유미숙, 2008; 이한별, 2008)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이러한 놀이의 특성에 동의하고 그 의미

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

육불안은 이러한 놀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육불안은 양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혹은 개인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자녀가 다른 또래에 비해 뒤처

질 것을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발달 및 교육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신수희, 2019). 또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경우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수

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는 어머

니는 자녀와 놀이할 때에도 교육적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바람

직한 부모 역할수행에 과하게 몰입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시적 행동이나 통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성인 주도적 행동과 목적 지향적 행동은 어머니가 가진 놀이중심신념

의 긍정적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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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양육불안과 놀이중심신념의 관련성이 추측됨에도 불구하

고 두 변인의 관계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

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연구 역시 미비하다. 따라서 놀이

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양육불안이 조절

하는지 살펴보며 특히 양육불안의 하위 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

써 조절효과의 심층적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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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용어

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

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

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

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어머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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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계에서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

불안)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3-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은 조절효

과가 있는가? 

3-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은 조절효

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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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놀이중심신

념과 양육불안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은 외부의 감독 없이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상황에 적절히 조절하며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위인지능력을 의미한다(이정란·양옥승, 2003). 자기조절력

은 다시 하위 개념인 자기통제(self-control)와 자기점검(self-

monitoring)으로 구성된다. 자기통제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내적

인 정서를 억제하며 순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곧, 참고, 기다리고 인

내하는 능력으로 융통성이 없는 소극적 통제능력이다(Kopp, 1982). 한

편, 자기점검이란 행위자가 주체가 되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점검 능력을 

통해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Diaz et al., 1992).  

 

2) 놀이중심신념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놀이가 가진 가치를 중요하게 여

기며 어머니가 정의하는 놀이가 자녀의 사회성, 언어, 의사소통 능력 등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인지적 체계를 의미한다(Fogle, 

2003). 또한 유아의 놀이에 어머니가 참여하여 상호작용 하는 것이 놀

이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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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불안 

 

양육불안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위지희·채규만, 2014). 양육불안은 부모역할불안, 교육지원불

안, 자녀발달불안으로 구분된다(신수희, 2019). 부모역할불안은 부모로

서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 믿음과 자신감이 부족한 동시에 자녀가 자

신의 부족한 부분을 닮을까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로 어머니 개인의 내적요소로부터 비롯

된 불안감으로 분류한다. 교육지원불안은 양육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지지체계 또는 관련한 정보에 대한 불신 혹은 불만족감을 뜻

한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외부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상

태로 외적요소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으로 분류한다. 자녀발달불안이란 자

신의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까 걱정하는 동시에 자녀가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부

정적 심리상태로 외적요소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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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 수집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

과정 및 내용, 조사 절차와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

신념과 양육불안을 함께 살펴보고,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자기조절력

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불안이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가 

실시되던 기간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기관에 따라 비대

면 방식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

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응답자의 수는 

173명,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응답자의 수는 51명으로 총 224명이었으

며, 그 중 결측치가 있는 응답 10명, 이상치에 해당하는 응답 3명을 제

외하여 총 211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연구대상 

중 남아는 111명(52.6%), 여아는 100명(47.4%)으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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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연령범위(개월) 평균월령(개월) 

유아 
남아 111(52.6) 71~88 76.51 

여아 100(47.4) 71~82 76.70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Ⅳ-2>에 제

시하였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133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1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42명(19.9%), 대학원 재학 이상이 

40명(1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명(8.5%)이었다. 직업의 경우 전

업주부가 79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57명(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17명(55.5%), 외벌이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94명(44.5%)로 맞벌

이 가정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600만 원 

이상이 99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 원(18.0%), 

500~599만 원(16.6%), 300~399만 원(13.3%)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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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특성 n 빈도(%) 

유아의 출생순위 

첫째 133 63.0 

둘째 62 29.4 

셋째 이상 13 6.2 

무응답 3 1.4 

어머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8.5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2 19.9 

4년제 대학교 졸업 111 52.6 

대학원 재학 이상 40 19 

어머니의 직업 

관리자 9 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7 27.0 

사무종사자 36 17.1 

서비스종사자 16 7.6 

판매종사자 4 1.9 

주부 79 37.4 

자영업 6 2.8 

기타 4 1.9 

맞벌이 가구여부 
외벌이 94 44.5 

맞벌이 117 55.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 4.7 

300~399만 원 28 13.3 

400~499만 원 38 18.0 

500~599만 원 35 16.6 

600만 원 이상 99 46.9 

무응답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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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

과 같다.  

 

1)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란(2003)의 부모용 유아(3~5

세) 자기조절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이며 하

위 영역으로는 크게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으로 구분된다. 자기통제는 행

동억제 10문항(예;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억

제하는 편이다.”)과 정서성 7문항(예;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어렵

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편이다.”), 자기점검은 자기평가 5문항(예; 

“계획한 것을 물어보면 자신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이다.”)과 

자기결정 9문항(예;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

녀의 모습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

지로 점수화하여, 각 하위 영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서성의 

문항은 역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5

점까지이다. 자기통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

를 조절하는 일에 유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점검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성적 사고와 점검 및 계획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

다.  

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유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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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력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행동억제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 정서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8, 자기평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0, 자기결정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 로 나타났다.  

   

<표 Ⅳ-3> 유아의 자기조절력 척도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자기 

통제 

행동억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0 .81 

정서성 
25*, 26*, 27*, 28*, 29*, 30*, 

31* 
7 .78 

자기 

점검 

자기평가 1, 2, 3, 4, 5 5 .80 

자기결정 
6, 7, 8, 9, 10, 11, 12, 13, 

14 
9 .79 

전체   31 .89 

*
역 채점 문항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gle과 Mendez(2006)가 Head 

Start 대상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의 놀이신념 척도

(PPBS)를 이한별(2008)이 번안 및 수정한 부모의 놀이신념 척도를 사

용하였다. 기존의 척도는 놀이활동 참여와 그 효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놀이중심’과 학습활동 참여와 그 효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학습중

심’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놀이중심적 가치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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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 관심사인 관계로 하위요인 중 ‘학습중

심’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놀이중심’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

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어머니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로 점수화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놀이는 아이가 협력하기, 친구 사귀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

는 데 있어 놀이가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의 놀이는 후에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놀이가 지닌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동의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놀이중심

신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표 Ⅳ-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척도 구성 

 문항 문항 수 신뢰도 

놀이중심신념 
1, 3, 4, 5, 7, 9, 10, 11, 12, 15, 

16, 21, 23, 24, 28, 29, 30 
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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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불안 

 

이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측정하

기 위해 신수희(2019)의 유아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

니의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부모역할

불안,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역할불안은 16문항(예;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이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하다.”)과 교육지원불안 14문항(예; “양육에 관해 육아 서적, 인터

넷, 상담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자녀발달불안 4문항(예; “나

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으

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정

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점

수화하여, 각 하위 영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역할불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자신의 부족

한 면을 자녀가 닮을 것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지원불

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상대적 학습 및 성취 수준이나 교육 방향

에 대한 우려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발달불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

녀가 타인에게 받을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어머니가 가진 기준에 

자녀가 부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여 이로 인한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양

육불안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매우 높았으며, 부모역할불안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 교육지원불안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 자녀발달불안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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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부모역할불안 

1, 2, 3, 4, 5, 6, 11, 12, 

16, 17, 18, 19, 20, 21, 

22, 23 

16 .87 

 교육지원불안 

13, 14, 15,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4 .85 

 자녀발달불안 7, 8, 9, 10 4 .78 

전체   3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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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 도구의 적합성, 소요시간, 질문지의 문

항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명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으로 나타나 이를 참고하여 본조사 안내에 활용하였다. 한편 

응답자는 어려움 없이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224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

지 이루어졌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치 않는 경

우가 있어 기관에 따라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생성하여 참

여에 동의한 어머니가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우편으로 기관에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일정 기간 이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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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

로는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조

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부정 문항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내적합치

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인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놀이중심

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고, 인구사회

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이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

머니의 양육불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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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기술

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

조절력의 관계(연구문제 1)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

조절력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어머니의 놀이

중심신념은 1~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점수는 4.38(SD = .41)

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불안

은 부모역할불안 2.69(SD = .71), 교육지원불안 2.36(SD = .64), 자녀

발달불안 2.61(SD = .9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부모역할, 자녀발달, 

교육지원 순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력 평균 점수는 

자기점검 3.85(SD = .54)점, 자기통제 3.65(SD = .57)점으로 나타나 

자기점검이 자기통제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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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전반적 

양상 

범주 M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4.38 .41 2.83 5.00 -.98 1.26 

어머니의  

양육불안 

부모역할 

불안 
2.69 .71 1.00 4.56 .12 -.35 

교육지원 

불안 
2.36 .64 1.00 4.21 .31 -.08 

자녀발달 

불안 
2.61 .93 1.00 5.00 .44 -.25 

유아의  

자기조절력 

자기통제 3.65 .57 2.12 4.88 -.36 -.25 

자기점검 3.85 .54 1.57 4.93 -.63 1.30 

  

다음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탐색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유아의 성별, 가

정양육환경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연구(김혜순·강기숙, 2005; 류희정·

이진희, 2013; 양옥승, 2006; Keenan & Shaw, 1997; Olson & 

Kashiwagi, 2000; Walls & Smith, 1970)에 근거하여 유아의 성별, 맞벌

이 가구 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른 유아 자기조절력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점검에서 여아가 남아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t = -3.16, p < .01), 자기통제에서 외벌이 가구의 

자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t = 2.3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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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성별 

t 

맞벌이 가구 여부 

t 남 

(n=111) 

M(SD) 

여 

(n=100) 

M(SD) 

외벌이 

(n=94) 

M(SD) 

맞벌이 

(n=117) 

M(SD) 

자

기 

통

제 

3.59(.58) 3.71(.55) -1.51 3.75(.57) 3.56(.56) 2.39* 

자

기 

점

검 

3.74(.58) 3.97(.47) -3.16** 3.89(.56) 3.82(.5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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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차이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표 Ⅴ-3>와 같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맞벌이 가구에 따

라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통제변

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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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자기통제 자기점검 

N M SD F N M SD 
F 

어 

머 

니 

의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3.61 .62 

.67 

18 3.82 .56 

.66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1 3.54 .57 42 3.78 .48 

4년제 대

학교 졸업 
111 3.67 .57 111 3.85 .57 

대학원 재

학 이상 
40 3.70 .55 40 3.95 .53 

전체 210 3.65 .57 211 3.85 .5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 3.80 .69 

1.37 

10 3.85 .49 

1.87 

300~399

만 원 
28 3.79 .53 28 4.02 .47 

400~499

만 원 
38 3.55 .63 38 3.66 .56 

500~599

만 원 
34 3.74 .52 35 3.88 .48 

600만 원 

이상 
99 3.59 .56 99 3.86 .57 

전체 209 3.65 .57  210 3.8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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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

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분석 결과 주요 변인 간 부분적으로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역할불안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들은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불안(r = -.21, p < .01)과 자

녀발달불안(r = -.15, p < .05)은 모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부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

할수록 어머니가 가진 교육지원과 자녀발달에 대한 불안이 낮음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계

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r = .31, 

p < .01)와 자기점검(r = .39, p < .01)은 모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놀이에 대해 우호적 신

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점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와 부모역할

불안(r = -.37, p < .01), 교육지원불안(r = -.43, p < .01), 자녀발달불

안(r = -.46, p < .01)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점검과 

부모역할불안(r = -.26, p < .01), 교육지원불안(r = -.37, p < .01), 자

녀발달불안(r = -.36, p < .01) 역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안,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방향에 대한 불안, 자녀의 상대적 미숙함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유아

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이 낮음을 의미한다.     



 - 45 - 

<표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관계 

  1 2 3 4 5 6 

놀이 

중심 

신념 

1. 놀이중심신념 1      

양육 

불안 

2. 부모역할불안 -.13 1     

3. 교육지원불안 -.21** .64** 1    

4. 자녀발달불안 -.15* .67** .59** 1   

자기 

조절력 

5. 자기통제 .31** -.37** -.43** -.46** 1  

6. 자기점검 .39** -.26** -.37** -.36** .55** 1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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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

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이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Durbin-Watson 지수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70미만(｜r｜ = 

0.13~0.67)임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은 10미만이었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2에 근접한 값을 보여 잔차 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

이중심신념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12%이다(F = 10.81, p < .001). 이는 맞벌이 가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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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 변량의 12%를 설명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31, p < .001)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하

고도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독자적 영향력을 미치

는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놀이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유아가 행동 및 정서 조절에 유능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연구모형은 18%의 설명력을 가지며, 연구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7.10, p < .001). 놀이중심신념의 회귀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39, p < .001) 유아의 성별과 맞벌

이 가구 여부를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놀이를 중요하게 여

길수록 유아가 인지적 조절에 유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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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

향 

변수 독립 Β β F R2(adjR2) 

자기통제 

상수 1.79  

10.81*** .13(.12) 

성별 .10 .09 

맞벌이 

가구 여부 
-.19 -.16* 

놀이중심신념 .43 .31*** 

자기점검 

상수 1.54  

17.10*** .19(.18) 

성별 .20 .18** 

맞벌이 

가구 여부 
-.07 -.06 

놀이중심신념 .5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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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6>와 같다.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하고,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

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6%이다(F = 

15.86, p < .001). 이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중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

불안이 유아의 자기통제 변량의 26%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

니의 교육지원불안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 -.24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녀발달불안이 유아의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 -.3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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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발달수준에 대한 불안감

을 많이 느낄수록 유아의 행동 및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연구모형은 20%의 설명력을 가지며,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1.53, p < .001). 이는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불안 중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이 유아의 자

기점검을 20% 유의하게 설명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성별이 유아의 자기

점검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 .20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 -.30으로 p < .0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자녀발달불안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 -.24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남아이며 어머니가 교육적 성취와 발달수준에 대

한 불안감을 많이 느낄수록 유아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계획과 

판단을 실행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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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독립 Β β F R2(adjR2) 

자기통제 

상수 4.69  

15.86*** .28(.26) 

성별 .10 .09 

맞벌이 

가구 여부 
-.12 -.10 

부모역할불안 -.00 -.00 

교육지원불안 -.21 -.24** 

자녀발달불안 -.19 -.30*** 

자기점검 

상수 4.51  

11.53*** .22(.20) 

성별 .22 .20** 

맞벌이 

가구 여부 
-.00 -.00 

부모역할불안 .08 .10 

교육지원불안 -.25 -.30*** 

자녀발달불안 -.14 -.24**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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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연구문제 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불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자기통제와 자기점

검으로 나누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중공선

성의 해결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변수 간 VIF는 10 미만이 되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문제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

치는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투입한 

후, 2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A)을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이후, 3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수인 어머

니 양육불안의 하위 영역(B)을 각각 투입하고 4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 하위 

영역의 상호작용항(A*B)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가 있

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 및 자기점

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조절효과가 

나타난다면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

는 것이다. 따라서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의 관계와 놀이중심

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을 나누어 살펴보며, 더 나아가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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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먼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

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7>과 같다.  

우선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

부를 투입하여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가 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15, p < .05)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99). 이는 외벌이 가정인 

경우 맞벌이 가정보다 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어

머니 놀이중심신념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2는 유

아의 자기통제를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 = 10.81, p < .00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맞벌이 가구 

여부가 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계수에 의하

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β = .31, p < .001), 맞벌이 가구 여부(β = 

-.16, p < .05 ) 순으로 유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어머니가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외벌이 가구일 때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통제에 대

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통제의 24%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6.54, p 

< .001).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β = -.33, p < .001)이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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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부

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

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4.55, p < .05).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가 투입된 모형 3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포함된 모형 4에서 설

명력이 2% 유의하게 증가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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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11 .10 .10 .09 .09 .08 .07 .06 

맞벌이 

가구 

여부b) 

-.18 -.15* -.19 -.16* -.17 -.15* -.18 -.15*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18 .31*** .15 .27*** .16 .28*** 

조절 

변수 

부모 

역할 

불안 

(B) 

    -.19 -.33*** -.19 -.33*** 

상호 

작용 

변수 
A*B       -.08 -.13* 

R2(adj-R2) .03(.02) .13(.12) .24(.22) .26(.24) 

F 3.99* 10.81*** 16.54*** 14.55*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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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는 앞선 연구모형과 동일함으로 결과 역시 동일

하게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통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통

제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18.89, p < .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β = -.37, p 

< .001)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6.43, p < .05).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가 투입된 모형 3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포함된 모형 4에서 설

명력이 2% 유의하게 증가하여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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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11 .10 .10 .09 .12 .10 .11 .09 

맞벌이 

가구 

여부b) 

-.18 -.15* -.19 -.16* -.13 -.11 -.13 -.11*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18 .31*** .13 .23*** .14 .24*** 

조절 

변수 

교육 

지원 

불안 

(B) 

    -.21 -.37*** -.21 -.37*** 

상호 

작용 

변수 

A*B       -.07 -.13* 

R2(adj-R2) .03(.02) .13(.12) .26(.25) .28(.27) 

F 3.99* 10.81*** 18.89*** 16.43*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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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9>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는 앞선 연구모형과 동일함으로 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통

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통제의 30%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2.45, 

p < .001). 또한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β = -.41, p < .001)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스

스로 설정한 기준에 비해 자녀의 발달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에서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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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11 .10 .10 .09 .07 .06 .07 .06 

맞벌이 

가구 

여부b) 

-.18 -.15* -.19 -.16* -.16 -.14* -.17 -.15*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18 .31*** .14 .25*** .14 .25*** 

조절 

변수 

자녀 

발달 

불안 

(B) 

    -.24 -.41*** -.23 -.40*** 

상호 

작용 

변수 

A*B       -.04 -.07 

R2(adj-R2) .03(.02) .13(.12) .30(.29) .30(.29) 

F 3.99* 10.81*** 22.45*** 18.28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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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점수와 

부모역할불안 점수, 교육지원불안 점수를 평균점을 중심 삼아 상하집단

으로 이분한 후 유아 자기통제의 평균값을 각각 비교하였다. 각 변인 별 

상하 집단의 크기를 살펴보면, 고 놀이중심신념 집단은 121명(57.3%), 

저 놀이중심신념 집단은 90명(42.7%)으로 구성되었으며 고 부모역할불

안 집단은 96명(45.5%), 저 부모역할불안 집단은 115명(54.5%), 고 

교육지원불안 집단은 97명(46.0%), 저 교육지원불안 집단은 114명

(54.0%)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그림 Ⅴ-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

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Ⅴ-2>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지원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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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

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그림 Ⅴ-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

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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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먼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

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10>과 같다.  

우선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

부를 투입하여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 = .20, p < .01)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수준 p < .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00).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아의 자

기점검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어

머니 놀이중심신념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2는 유

아의 자기점검을 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 = 17.10, p < .00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성별이 유아

의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β = .39, p < .001), 성별(β = .18, p < .01 ) 순으로 유

아의 자기점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여아일 때 유아의 자기점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점검에 대

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점검의 24%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6.24, p 

< .01).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β = -.20, p < .01)이 유아의 자기

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부모로

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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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4.47, p < .05).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가 투입된 모형 3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포함된 모형 4에서 설

명력이 2% 유의하게 증가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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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

향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22 .20** .20 .18** .20 .18** .18 .16** 

맞벌이 

가구 

여부b) 

-.05 -.04 -.07 -.06 -.06 -.05 -.06 -.06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21 .39*** .20 .36*** .20 .37*** 

조절 

변수 

부모 

역할 

불안 

(B) 

    -.11 -.20** -.11 -.20** 

상호 

작용 

변수 

A*B       -.08 -.14* 

R2(adj-R2) .04(.03) .19(.18) .24(.22) .26(.24) 

F 5.00** 17.10*** 16.24** 14.47*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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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는 앞선 연구모형과 동일함으로 결과 역시 동일

하게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점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점

검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20.90, p < .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β = -.31, p 

< .001)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록 유아의 자기점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7.83, p < .05).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가 투입된 모형 3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포함된 모형 4에서 설

명력이 2% 유의하게 증가하여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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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

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22 .20** .20 .18** .22 .20** .21 .19** 

맞벌이 

가구 

여부b) 

-.05 -.04 -.07 -.06 -.02 -.02 -.02 -.02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21 .39*** .17 .32*** .18 .33*** 

조절 

변수 

교육 

지원 

불안 

(B) 

    -.17 -.31*** -.16 -.30*** 

상호 

작용 

변수 

A*B       -.06 -.12* 

R2(adj-R2) .04(.03) .19(.18) .28(.27) .30(.28) 

F 5.00** 17.10*** 20.90*** 17.83*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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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모형 1과 모형 2는 앞선 연구모형과 동일함으로 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자기점

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유아 자기점검의 28%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0.61, 

p < .001). 또한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β = -.30, p < .001)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스

스로 설정한 기준에 비해 자녀의 발달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점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 4는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이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상호작용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에서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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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

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a) .22 .20** .20 .18** .18 .17** .18 .17** 

맞벌이 

가구 

여부b) 

-.05 -.04 -.07 -.06 -.05 -.05 -.06 -.05 

독립 

변수 

놀이 

중심 

신념 

(A) 

  .21 .39*** .18 .34*** .18 .34*** 

조절 

변수 

자녀 

발달 

불안 

(B) 

    -.16 -.30*** -.16 -.29*** 

상호 

작용 

변수 

A*B       -.02 -.04 

R2(adj-R2) .04(.03) .19(.18) .28(.27) .28(.27) 

F 5.00** 17.10*** 20.61*** 16.53 

a)남자=0, 여자=1, b)외벌이=0, 맞벌이=1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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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점수와 

부모역할불안 점수, 교육지원불안 점수를 평균점을 중심 삼아 상하 집단

으로 이분한 후 유아 자기점검의 평균값을 각각 비교하였다. 부모역할불

안의 조절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그림 Ⅴ-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

니의 부모역할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Ⅴ-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지원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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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

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그림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

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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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불안감

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저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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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놀이중심신념

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이 보고

되고 있는 한편, 대부분의 연구는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

는 문화적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놀이중심신념

의 영향력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

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어머니 21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지 통하여 어머니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조사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

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유아의 자기통제, 자기점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놀이중심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자녀가 높은 사회적 유능감과 인지적 유능감을 보여 

융통성있게 놀이를 진행한다는 연구(유미·유미숙, 2008)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은 어머니의 양육불안

과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인 교육지원

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은 놀이중심신념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모역할

불안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은 자

녀의 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을 공통으로 하는 반면 부모역할불안은 

어머니 개인의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즉,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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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성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

으며, 반대로 자녀의 교육 및 발달적 성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우 놀

이 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

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우려하며 놀이를 발달과 학습을 목표로 하

는 도구적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강경미·엄정애, 

2016; 한진주, 2019)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으로 구분하여 공통된 

영향요인과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각각 확인하였다. 우선 두 요인 간 

차이는 맞벌이 가구 여부와 유아의 성별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을 통제한 후에도 맞벌이 가구 

여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가 양육자의 지시와 행동

을 내면화함으로써 발달한다는 주장에서 미루어볼 때(Bronson, 2000; 

Diaz et al., 1992), 외벌이 가구의 자녀가 어머니의 행동을 모델링할 기

회가 대체로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양육불안을 

통제했을 때, 맞벌이 가구 여부의 영향력이 사라진 점이다. 어머니의 심

리상태가 맞벌이 가구 여부의 영향력을 상쇄하므로 단순히 맞벌이 가구

의 여부가 중요하기보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심리상태나 

다른 환경적 변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특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부족한 관계로 해석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점검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도 성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자기조절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류희정·이진희, 2013;  양옥

승, 2006; Keenan & Shaw, 1997; Montroy et al., 2016; Olson & 

Kashiwagi, 2000)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점검의 발달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지만 자기점검은 자신의 인지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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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점검하는 상위인지의 개념이며(이정란, 2003) 언어를 매개로 

발달(Bronson, 2000; Diaz et al., 1992)한다고 알려진다. 이를 근거 삼

아 어머니의 직접적인 언어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Diaz와 동료들의 연구(1992)에 따르면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을 촉진시켰으나 인지적 자기조절 행동

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점검은 외부 환경적 요인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반해 유아의 개인 내적 변인인 성별

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통제는 맞벌이 가구여부에 따른 차이를, 자기점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각각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

라 상이한 개념임이 드러났다. 이는 각 자기조절력의 개념이 개인의 외

적 및 내적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분석에 사용된 영향요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상호작용방식, 상호작용 

시간 등 내적변인과 외적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영향요인에 따른 자기

조절력의 차이를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은 공통적으로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 중 교육지원불안, 자녀발달불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 자기통제, 주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

며(최은정·김금주, 2015), 놀이중심신념을 가질수록 유아가 긍정적 형

태의 또래놀이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정주·박형신, 2017; 이진화, 

2009)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가진 신념은 행동을 거쳐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심미영·이문옥, 2018; Murphey, 1992). 

즉, 놀이중심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온정적 태도와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

며 놀이참여에 적극적이고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이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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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2012; 심미영·이문옥, 2018; 홍정유·최영희, 2008) 이러한 행동

적 특성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양육불안의 하위요인 중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이 높을수

록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역할불안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불안이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는 결과이다(이현아, 2020). 기존 연구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

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양육불안의 각 하위 영역과 

자기조절력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과에서 부분적

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불안의 각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보면, 양육 시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이 어떤 요소

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따라 그 차이가 해석된다.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

달불안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의 원인이 자녀 또는 사회적 기준, 교

육정보 등 외부요소로부터 파생된 부정적 심리상태인 반면에 부모역할불

안은 어머니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확신과 낮은 효능감 등 개인의 내적

요소로부터 파생된 부정적 심리상태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양육불안의 하위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유사하게 다뤄진 개념을 참고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이 자녀의 발달 및 성취

와 관련된 어머니의 불안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즉,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

안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는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학업성과압력이 높

고, 성취기대불안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존중과 사랑의 관여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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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전은옥·최나야, 

2017). 자세히 살펴보면,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가정학습

활동을 많이 하며(전은옥·최나야, 2017),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안

이 높은 어머니는 사교육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신수희, 

2019). 곧, 사회적 기준을 중심으로 자녀의 성취를 중시하는 어머니의  

불안은 자녀를 향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시적 교수법과 학

습지도(송명숙·옥선화, 2010), 높은 학업성취 압력(전은옥·최나야, 

2017)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유아의 자율적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역할불안은 유아의 자기점검과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불안과 유사한 개념인 양육효능감 연구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숙·이

양희, 2009).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선·손수민, 2017).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자녀의 발달과 성취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인 교육지원불안과 자녀발달불

안은 직접적 교수법, 지시, 학업성취 압력 등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

는 어머니의 특정 행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비해 개인의 역량

에 대한 불확신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인 부모역할불안은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행동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은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발달불안은 이와 같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

니가 놀이중심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정적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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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나, 놀이중심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유아가 높은 자기조절력

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가 부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을 느끼

는 정도에 따라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자녀발달불안은 자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감인 반면에 부

모역할불안과 교육지원불안은 어머니 본인의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는 

불안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역할불안은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와 같이 어머니 스스로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

에 대한 부담과 관련이 있다. 교육지원불안 역시 ‘인지적 학습(한글, 

수학, 영어 등)에 필요한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야 할 것 같다’와 

같이 자녀에게 교육적 자원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직·간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다. 즉, 양육불안의 두 하위요인은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수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어머니는 놀이

에 교육적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느끼게 될 때에 오히

려 놀이가 가진 긍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놀이는 유

아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무목적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성인은 유아

의 놀이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할 때에 가장 놀이의 본질과 가까워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가 가진 의미를 재고찰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머니가 평정한 자료로 유아

의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아의 자

기조절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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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머니의 신념이 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

되었다. 동일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발

달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혹은 

놀이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상세히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놀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어머니들마다 다르게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놀이는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마다 개

인의 경험과 자녀와의 경험에 따라 놀이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지

고 놀이신념 질문지에 응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심층 질문을 통해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개념적 정의를 확인하여 어

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자기조절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기존 연구와 달리 자기통제와 자

기점검으로 구분하여 공통된 영향 요인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각 개념의 상이한 특성을 관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기조절력의 상

위 인지 개념인 자기점검은 자기통제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자기점검의 발달과정과 원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 특성이 반영된 양육불안을 조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

과 놀이중심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어머니가 

양육 시 경험하는 복합적인 정서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자녀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놀이에 

대한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 5세 어머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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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놀이와 학습을 별개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놀이신념의 개선과 구체적 놀이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는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관계가 양육불안

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기존에 다뤄진 다수의 놀이신념 관련 연구는 

놀이신념과 어머니의 행동 특성의 관계 또는 놀이신념과 유아의 발달 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서 그쳤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

가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어떠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놀이중심신념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저해하는 심리 정서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속한 맥락 안에서 어머니가 가진 인지체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의 놀이중심적 접근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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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단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녹록치 않은 육아를 담당하고 계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녀가 7살 아동(2015년 1월 ~ 2015년 12월 출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본 설문지는 어머니가 느끼는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자녀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약 25분이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끝까지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책임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 연구원(김단, 010-9549-

1272)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김 단 올림 

지도교수 : 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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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생년월일은 무엇입니까? 

                            (예: 20150908) 

 

2.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3. 자녀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   ) 남 (   ) 녀 중 (   ) 째  

 

1. 유아의 자기조절력 

 

우리 아이는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계획한 것을 물어보면 자신      

◎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아동에 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 다음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설문입니다. "우리 아이는"은 모든 

문항에 해당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넣어서 읽어주세요. 유아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해당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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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

는 편이다. 

2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언어

로 표현하는 편이다.  

     

3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잘 표

현하는 편이다. 

     

4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언어로 

자주 표현하는 편이다. 

(예: 엄마, 나는 옛날에는 이

거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지?) 

     

5 

어떤 놀이나 행동에 대해 스

스로 평가한 후 그 내용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예: 엄마, 잘했지요? 이거 이

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

아요)  

     

6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

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 95 - 

7 

자신이 결정한 것을 독립적

으로 진행시키는 편이다. 

     

8 

유치원(어린이집)에 가기 전

에 무슨 옷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입을 수 있

는 편이다.  

     

9 

어떤 일이나 놀이를 계획하

여 실행할 때 진행사항을 점

검하는 편이다. 

     

10 

유치원(어린이집)에 가지고 

갈 자신의 준비물을 그 전날 

스스로 챙겨 놓는 편이다.  

     

11 

생일선물을 사기 전에 부모

에게 무엇을 사줄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한 후 그 중에

서 살 것을 계획한다.  

     

12 

어떤 일이나 놀이를 진행하

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

한 전략(또는 정보)을 적용하

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

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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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심

부름을 하거나 세뱃돈을 모

으는 등의 계획을 세워 그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다.  

     

14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5 

많이 힘들고 피곤하여도 양

치질을 반드시 하는 편이다.  

     

16 

교사가 내준 과제나 엄마가 

부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마친 후 친구들과 놀이를 하

는 편이다. 

     

17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억제하는 

편이다.  

     

18 

집에 손님이 오면 조용하게 

혼자서 잘 노는 편이다.  

     

19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

이 지고 있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20 놀이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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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

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양보

하는 편이다. 

21 

식당이나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장난치지 않고 조

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편이

다.  

     

22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이야기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끼어들지 않는다.  

     

23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면 사

고 싶다고 말하지만 부모가 

더 좋은 장난감을 나중에 사

주겠다고 하면 조르지 않고 

기다린다.  

     

24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 자신

의 요구사항을 지연시키는 

편이다.  

     

25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실수

를 자주 하는 편이다. 

     

26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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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편이다.  

27 주의가 산만한 편이다.      

28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나 

형제에게 귀찮을 정도로 계

속 요구하는 편이다.  

     

29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어

렵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편이다.  

     

30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

려고 하거나 좋아하는 장난

감만 가지고 노는 편이다.  

     

31 

어떤 일이나 놀이든 혼자 해

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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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신념 

 

문항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놀이는 아이가 협력하기, 친

구 사귀기와 같은 사회적 기

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2 

놀이는 아이가 셈하기, 문자

인식과 같은 학업기술을 배

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자녀와 함께 노는 것은 나에

게 중요한 일이다. 

     

4 

나는 내 아이와 놀 때, 정말 

즐겁다. 

     

5 

아이가 언어와 의사소통능력

을 증진하는데 있어 놀이가 

     

◎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하던 모습과 어머니께서 자녀와 같이 

놀이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의 문장들을 읽으시고 

어머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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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6 

나는 자녀와 함께 놀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주는 편이

다.  

     

7 

나는 놀이를 하며 내 자녀에

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8 

놀이는 아이의 문제해결능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나는 놀이를 하는 동안 자녀

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

록 가르칠 수 있다.  

     

10 

가정에서의 놀이는 후에 어

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

이다.  

     

11 

내가 자녀와 놀아 준다면, 

내 아이는 놀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2 

놀이는 내 자녀의 사고력 신

장을 도울 수 있다.  

     

13 내 아이에게는 친구들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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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려 노는 것보다 좋은 학

습 기술을 갖는 것이 더 중

요하다. 

14 

우리 집에서는 놀이시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

니다. 

     

15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16 

만일 내가 자녀와 많이 놀아

주면, 아이는 친구들과 더 

잘 놀게 될 것이다.  

     

17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이 함께 놀아주는 것 보다 

더 가치 있다.  

     

18 

내 자녀는 나와 놀이하는 것

을 즐기지 않는다.  

     

19 

가족들이 아이와 같이 놀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20 

내가 만일 아이가 나 없이 

놀이하도록 허용하면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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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배우게 될 것이다.  

21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

하는 것을 배우는데 놀이가 

도움이 된다. 

     

22 

취학 전 자녀와의 놀이는 문

자나 숫자를 가르치는 것보

다 유익하다.  

     

23 

놀이는 내 자녀에게 즐거운 

활동이다.  

     

24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자녀

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

이 된다. 

     

25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중

요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26 

아이는 놀이하는 동안 자신

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7 

내 자녀는 놀이하는 동안 지

나치게 흥분한다. 

     

28 내 자녀는 나와 함께 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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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즐거워한다.  

29 

아이는 놀이를 하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킨다. 

     

30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자녀

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양육불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2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모자란 

부분을 닮을까봐 걱정이다.  

     

◎ 아래의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고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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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

는지 불안하다.  

     

4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

이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하다.  

     

5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담감에 

불안하다.  

     

6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험했

던 괴로움을 아이도 겪을까봐 

걱정이 된다.  

     

7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8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더 마

음이 쓰인다.  

     

9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

다.  

     

10 

내 아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

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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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의 안전사고, 실종, 유괴 

등에 대해 걱정된다. 

     

12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13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양

육에 관해 신뢰롭고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불안하다.  

     

14 

양육에 관해 육아 서적, 인터

넷, 상담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15 

가까운 곳에 양육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다.  

     

16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17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면 

나쁜 습관이 생길까봐 걱정된

다.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써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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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아이에 대해 높은 기대

를 가지고 있다.  

     

20 

나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주변에

서 자주 듣는다.  

     

21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

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  

     

22 

나는 양육을 할 때 부모로써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

는 것 같다.  

     

23 

나는 부모로써 꼭 성공해야만 

한다.  

     

24 

아이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전

반적인 양육비용이 부담스럽

다.  

     

25 

육아지원기관(학교)의 운영 및 

행사,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답하다.  

     

26 

아동의 발달연령에 맞는 인지

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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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부족하다.  

27 

자녀 교육에 대한 또래 엄마

들과의 정보공유가 어려워 뒤

처지고 있는 것 같다.  

     

28 

육아지원기관(학교)에서의 생

활에 대한 교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불

안하다.  

     

29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

겼을 때 즉시 가보지 못하거

나 부모 참여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걱정된다.  

     

30 

사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만, 아이가 뒤처질까봐 더 시

키게 된다.  

     

31 

예체능과 관련된 사교육(음악,

미술,체육)을 잘 배워두어야 

할 것 같다.  

     

32 

인지적 학습(한글, 수학, 영어 

등)에 필요한 교과에 대한 선

행학습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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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또래들과 경쟁하려면 교육과

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것을 배

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34 

우리 아이는 다른 또래들에 

비해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

아 불안하다.  

     

 

4. 가정환경 일반  

 

 

1. 어머님의 만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세  

 

2. 아버님의 만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세  

 

3. 어머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아버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 아동과 어머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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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해당 / 모름 

 

5. 결혼 상태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이혼, 별거 및 사별 

 

6. 맞벌이 유무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둘 다 무직    

 

7. 어머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무직  

 ⑪ 기타 (         ) 

 

 

8. 어머님의 고용상태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일근무   ② 반일근무   

 ③ 구직중   ④ 프리랜서  

 ⑤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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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버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무직  

 ⑪ 기타 (         ) 

 

10.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세금공제 전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⑤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⑥ 600만 원 이상 

 

11. 귀하의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사례 지급을 위해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례를 원치 않으시면 연락처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 

 

 

◆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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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and Maternal 

Parenting Anxiety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Kim, Danne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maternal parenting 

anxiety(anxiety of parents’ role, anxiety of educational support, 

anxiety of child development) and preschoolers’ self-

regulation(self-control, self-monitoring), (2)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and maternal parenting 

anxiety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and (3)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anxiety on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and preschoolers’ self-

regulation.  

Participants were 211 mothers of 5-year-old children recruited 

from Seoul and Kyeonggi Province.  

Data on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maternal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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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and preschoolers’ self-regulation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Pearson’s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IBM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26.0. 

 

The major findings were the following: 

1. The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reschoolers’ self-regulation were 

partially significant.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maternal anxiety of educational support and 

child development, 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preschoolers’ 

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Also, maternal anxiety of parents’ 

role, educational support and child development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preschoolers’ 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2. When holding sex of child and dual-income family, maternal 

play-oriented belief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reschoolers’ 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Also, maternal 

anxiety of education support and child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3. Maternal anxiety of parents’ role and education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lay-

oriented beliefs and preschoolers’ 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High level of maternal anxiety of parents’ role and educations 

support diminished the effect of maternal play-oriented belief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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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rol and self-monitoring. However, low levels of maternal 

anxiety of parents’ role and educational support increased the effect 

of maternal play-oriented beliefs on self-control and self-

monitoring.  

 

The results show that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and 

maternal parenting anxiety affect preschoolers’ self-regulation. 

Furthermore, maternal anxiety of parents’ role and education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lay-oriented 

beliefs and preschoolers’ self-regu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maternal parenting anxiety lower the positive effect 

of maternal play-oriented belief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proper information about play to manage the maternal anxiety 

of parenting.   

 

Keywords : preschoolers’ self-regulation, maternal positive beliefs 

about play,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xiety of parents’ role, 

anxiety of education support, anxiety of child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9-28141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유아의 자기조절력
	1) 자기조절력의 개념
	2) 자기조절력의 발달
	3) 자기조절력의 영향요인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1) 놀이중심신념의 개념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3. 어머니의 양육불안
	1) 양육불안의 개념
	2)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2. 용어의 정의
	1) 자기조절력
	2) 놀이중심신념
	3) 양육불안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기조절력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3) 어머니의 양육불안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 본조사

	4. 자료분석

	Ⅴ.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관계(연구문제 1)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2)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연구문제 3)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표
	[표 Ⅳ-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표 Ⅳ-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Ⅳ-3] 유아의 자기조절력 척도의 하위요인
	[표 Ⅳ-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척도 구성
	[표 Ⅳ-5]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요인
	[표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 력의 전반적 양상
	[표 Ⅴ-2]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표 Ⅴ-3]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표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 력의 관계
	[표 Ⅴ-5]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표 Ⅴ-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표 Ⅴ-7]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표 Ⅴ-8]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표 Ⅴ-9]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표 Ⅴ-10]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표 Ⅴ-1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표 Ⅴ-1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그 림 목
	[그림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그림 Ⅴ-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그림 Ⅴ-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그림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부 록 목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startpage>13
Ⅰ. 문제제기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유아의 자기조절력 6
  1) 자기조절력의 개념 6
  2) 자기조절력의 발달 9
  3) 자기조절력의 영향요인 10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14
  1) 놀이중심신념의 개념 14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17
 3. 어머니의 양육불안 19
  1) 양육불안의 개념 19
  2)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21
 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 24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6
 1. 연구문제  26
 2. 용어의 정의 28
  1) 자기조절력 28
  2) 놀이중심신념 28
  3) 양육불안 29
Ⅳ. 연구방법 및 절차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도구 33
  1) 유아의 자기조절력 33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34
  3) 어머니의 양육불안 36
 3. 연구절차 38
  1) 예비조사 38
  2) 본조사 38
 4. 자료분석 39
Ⅴ.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관계(연구문제 1) 40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 46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46
  2)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48
 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연구문제 3) 51
  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52
  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조절효과 61
Ⅵ. 결론 및 논의 71
참고문헌 79
부록 92
Abstract 111
표 목차
 [표 Ⅳ-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31
 [표 Ⅳ-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2
 [표 Ⅳ-3] 유아의 자기조절력 척도의 하위요인 34
 [표 Ⅳ-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척도 구성 35
 [표 Ⅳ-5]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요인 37
 [표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 력의 전반적 양상 41
 [표 Ⅴ-2] 유아의 성별과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42
 [표 Ⅴ-3]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조절력 차이 43
 [표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 양육불안, 유아의 자기조절 력의 관계 45
 [표 Ⅴ-5]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48
 [표 Ⅴ-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50
 [표 Ⅴ-7]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54
 [표 Ⅴ-8]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56
 [표 Ⅴ-9]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58
 [표 Ⅴ-10]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63
 [표 Ⅴ-1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65
 [표 Ⅴ-1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이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자녀발달불안의 조절효과 67
그 림 목 차
 [그림 Ⅴ-1]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60
 [그림 Ⅴ-2]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60
 [그림 Ⅴ-3]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불안의 조절효과 69
 [그림 Ⅴ-4] 어머니의 놀이중심신념과 유아의 자기점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지원불안의 조절효과 69
부 록 목 차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9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