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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지 성 애*․윤 현 숙**․박 은 영***․홍 지 명****․문 수 강*****․공 진 희******
3)

본 연구는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만 5세 남아 52명, 여아 52명
총 104명이었으며 ‘대상통제운동능력검사’와 ‘유아 자기조절능력 평정지’를 사용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t ― 검증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통제운동
능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조절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대상통제운동능력(object-control motor ability)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ability)

Ⅰ. 서 론
유아들은 혼자 걸을 수 있는 단계를 거쳐 자유로운 신체의 움직임과 표현의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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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고 원하는 곳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 간다. 나아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사회의 여러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며, 세상을 인식하고 유아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여 간다. 유아기는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등이 서로 유기
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적․질적 발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 중 신
체발달은 유아 발달에 있어 기본 조건임과 동시에 다른 발달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Piaget(1962)에 의하면 유아는 감각과 역동적인 신체활동 즉 운동을 통해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하여 간다고 하였다. 발달적 측면에서 운동능력의
발달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에서부터 사물을 조작하고 대상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유아의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아, 2002; 백민호, 2002; 정계숙, 이성애, 2002; Flanagan,
1997; Gallahue, 1995; Schoon, 1997). 또한 유아의 운동능력은 남을 위한 자신의 행동
억제, 규칙 준수, 예절, 협동, 경쟁 등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 협조, 책임감, 자율성, 활동성, 사교성, 또래관계 등과 같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밑
거름이 된다(김상국, 이광욱, 이성진, 1998; 김정미, 1999; 조복희, 1999; 홍지원, 1994;
Flanagan, 1997).
유아 신체활동의 중심이 되는 운동능력은 비이동운동능력, 이동운동능력, 지각운동능
력, 대상통제운동능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Ulrich(2002)와 김은심(2004)은대상통제운
동이란 물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사물에 힘을 주거나 사물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대상통제운동은 공과 같은 매개물을 이용하여 대상을 통제함으로 인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대상통제운동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과 손의 협응, 손과 발의 협응, 대근육과
소근육의 협응 등 신체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조절하는 신체적 능력 뿐 만 아니라 민첩
성, 균형성, 타이밍, 주의 집중과 같은 인지적 능력과 자기조절,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Clark, 1994; Gallahue & Ozmun, 1998; Ulrich,
2002; 임성혜, 2005)된다. 대상통제운동은 기초운동영역으로 신체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
수적이며(Seefeldt, 1982) 비이동운동능력, 이동운동능력, 지각운동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차원의 기술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또한 대상통제운동능력은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사회성 발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임성혜, 2005), 나아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alluhue, 1987). 대상통제운동은 대상물과의 관계를 통해 직접 대
상물을 조작, 통제하고 목표를 제어하는 기능을 획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기 통제력을
촉진하며, 유아 스스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아 존중감을 키운다(임성혜, 2005).
따라서 대상통제운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대상을 통제하는 능력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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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과정은 유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하겠다. 유아의 자아의식, 자기통
제, 자기 권리 주장과 같은 의식 세계 정립은 인지적 교육에서도 형성될 수 있지만, 올
바른 신체상의 확립이나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기 신체 조정능력의
향상으로도 정립될 수 있다(김일명, 2000). 또한 신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은 유아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대인관계의 적절한 대응, 타인
과의 협력적 자세 형성, 타인에 대한 자기주장 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아의 자
기조절능력은 대상통제운동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연구들은 자기조절능력이 인지발달 외에도 신체적 성숙, 감각 운동적 발달, 사
회․정서 등 서로 다른 발달 체계들과 상호 관련되며 뇌신경 체계의 발달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Brownell,

Etheridge,

&

Hugerford,1997;

Shore,

1997)

보고하고

있다.

Kopp(1982), Maccoby와 Martin(1983)은 자기조절능력을 환경의 요구에 따른 행동의 시
작과 멈춤, 목적 추구와 지연,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빈도․지속성을 조절, 사회
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정란(2003)은
자기조절능력을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
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위인지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나아가 Kendall과
Wilcox(1979)는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을 ‘자기통제’, ‘충동성 감소’, ‘주의집중’으로 보
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아의 운동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김지수, 유병인, 육동원, 박윤식,
1999), 부모의 양육태도(손현민, 1999)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일반적으
로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이 뛰어나다고(김지수, 2000; 박일규1999; 오연주, 2001;
Frederick, 1977)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들은 남아는 동적인 운동능력에, 여아는 정
적인 운동능력에 뛰어나다(이지선, 1995; 임희진, 1993)고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기질, 연령 등의 유아 개인 내적 변인(곽혜경, 1998; 박
호선, 2002)과 부모의 양육행동(김옥희, 2002; 김혜경, 2005; 이은주, 2004), 사회․정서적
발달(김옥희, 2002; 오연주, 2003; 홍애경, 2000)등의 변인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났다는 연구(김선혜, 2006; 이혜옥, 2004)와 그와 상반된 결과인 성별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손경화(2001)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인 ‘주의집
중력’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오연주, 조복희(2001)의 연구 등이 발표된바 있
다. 한편 Wills, DuHamel과 Vaccaro(1995)의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과 관련하여 ‘활동성’
즉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의 결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안미경
(1997) 또한 ’활동성‘이 낮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밝혔다. 최미숙, 김미숙(2006)은
성별에 따라 남아는 ‘활동성’과 자기조절능력이 상관성이 없으나, 여아의 경우 ‘활동성’이
낮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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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 간
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남녀 유아의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유아의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충동성 감소’
와 ‘주의집중’은 발달에 유용하며, 운동에 대한 통제와 정신 과정에 대한 통제 간에 관계
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정란, 2003). Bodrova와 Leong(1996)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
고, 신체를 흔드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유아는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음으로 운동통제와
주의통제 활동 경험은 자기조절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
다.

Reid(1992)도

운동능력과

주의집중력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Nideffer(1976)는 운동선수가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력이 우수할수록 주의집중력이 높다
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Gerson과 Thomas(1977)는 5～6세 여아를 대상으로 주의
집중 검사와 운동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 능력이 높은 여아가 상대적으로 특
별한 운동 정보의 통합 및 협동능력이 뛰어남을 발견하였고, 오연주, 조복희(2001), 이정
은(2004)도 주의집중력이 평형성과 협응성과 같은 복합적인 운동기능에 보다 많은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인 ‘주의집중’과
의 관계를 밝히거나, 자기조절능력과 운동능력에 관한 개별적 특성과 성별에 차이를 알
아보는 연구들로 성별의 차이가 유아의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유아의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성별의 차이에 관한 상치
된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 있는 결론을 구축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통
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통해 유아들의 긍정적인 자기조절능력 형성과 대
상통제운동능력의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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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2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각각 1개 반 총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검사 당일 결석
한 유아와 병리적 치료로 인해 본 연구에 적합하지 못한 유아를 제외하고 남아 52명, 여
아 52명 총 104명의 유아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
은 5년 10개월이며, 담임교사들은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4년에서 7년의
경력을 소지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통제
운동능력 검사’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용 유아자기조절 평정
지’를 사용하였다.
1)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를 측정하기 위해 Ulrich(2000)의 TGMD-2를
임성혜(2005)가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상통제운동능력
의 하위 영역인 ‘Striking a Stationary Ball(고정된 공치기)’, ‘Stationary Dribble (제자
리에 서서 드리블)’, ‘Catch(잡기)’, ‘Kick(차기)’, ‘ Over hand Throw (공 던지기)’,
‘Underhand Roll (바닥에서 공굴리기)’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는 6가지 운동기능 하위 영역에서 각각 기술의 성숙패턴을 나
타내는 3～5가지 형태의 범주 요소를 각 문항수 당 2회를 실시하여, 최고 2점, 최저 0점
으로 점수화한다. 그리고 6가지 하위 영역의 전체 원점수의 합산 중 최저 원점수는 0점
이며 최고 원점수는 48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높은 점수는 대상통
제운동능력이 잘 발달된 것이고, 낮은 점수는 대상통제운동능력이 발달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89이었다.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
를 위한 하위 영역 및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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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 하위 영역 및 내용
하위 영역

내 용

문항수

고정된 공을 방망이로 치는 능력

5

손을 이용하여 공을 4회 이상 드리블하는 능력

4

잡기

던져주는 공을 잡는 능력

3

차기

고정된 공을 발을 이용하여 차는 능력

4

손을 이용하여 표적을 향해 던지는 능력

4

손을 이용하여 공을 굴려 목표물을 돌아오는 능력

4

고정된 공치기
제자리에 서서 드리블

공 던지기
바닥에서 공굴리기

2) 자기조절능력 검사도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endall과 Wilcox(1979)에 의해 개발된 ‘교사용
유아 자기조절능력 평정지(Self-Control Rating Scale：SCRS)’를 이현민(1998),

김지아

(2002), 이수기(2005) 등이 번안․수정 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93이었다.
자기조절능력 검사는 담임교사의 평정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는 것으
로 ‘자기통제’, ‘충동성 감소’, ‘주의집중’ 세 개의 하위 요인별로 각각 10문항씩 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의 방향을 부정
적인 응답(1점)에서 긍정적인 응답(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동성 감소’ 문항은 척도의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여 분석에
들어가기 전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과 측정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아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과 측정 문항
하위 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자기통제

10 문항

1, 4, 7, 10, 13, 16, 19, 22, 25, 28

충동성 감소

10 문항

2, 5, 8, 11, 14, 17, 20, 23, 26, 29

주의 집중

10 문항

3, 6, 9, 12, 15, 18, 21, 24, 27, 30

전체

30 문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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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유아교
육학과에 재학 중인 박사 과정 3인과 현장 경력 교사 2인 그리고 연구자들과 보조 연구
자 2인이 직접 검사를 실행 하면서 협의를 통해 점수화 과정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뿐
만 아니라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의 자료, 공간면적, 그리고 소요시간의 적합성 등을
본 연구대상과 같은 연령의 남녀 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증결과
를 본 검사에 반영하여 타당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예비검사를 근거로 우
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한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 자료들을 대치하여 선정하였다：
‘Stationary Dribble (제자리에 서서 드리블)’ 검사용 농구공을 탱탱볼로, ‘Underhand
Roll(바닥에서 공굴리기)’ 검사용 테니스공을 탱탱볼로 대치하였으며, 피트와 인치는 cm
로 수정하였다.
또한 ‘교사용 유아 자기조절능력 평정지’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육전
문가 2인, 현재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박사 과정 5인 그리고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5인과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번안 상의 문제와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정리
과정을 거쳤으며, 문항 번호 순서를 재조정 하였다.
2) 검사자 훈련 및 일치도
일주일동안 하루 3시간씩 대상통제운동능력의 검사 실시 방법 및 소요시간, 실시상 주
의사항 등에 관한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연구자 4인과 보조 연구자
2인의 검사자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가 아닌 만 5세 유아 10명을 개
별 평정을 한 다음 검사자들 간의 일치도가 98%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담임교사들에게 5일 동안 하루 3시간에 걸쳐 자기조절능력 검사도
구에 관한 교육과 협의 과정을 걸쳐 ‘후광 효과’를 최소화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
다.
3) 본 검사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 검사는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개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연구자들과 유아교육기관 교사 경력 5년인 보조연구자 2인이 대상통제운동능
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대상통제운동능력 6가지 하위 영역의 각 항목 당 2회에 걸
쳐 동일 유아를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함께 측정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협의를 거쳐
점수화 하였다. 검사는 각 유아교육기관의 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유아 1인
당 10～15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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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는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가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20
일까지 하루 일과를 통해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유아 자기조절능력’을 평정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용(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유아
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남녀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
른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
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만 5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의 차이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
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대상통제운동능력의 차이

N=104

남(n=52)

여(n=52)
t p

대상통제운동능력

M

SD

M

SD

30.07

8.82

26.26

7.94

2.31 .023*

*p<.05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31, p<.05)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남아(M=30.07, SD=8.92)가 여아
(M=26.26, SD=7.94)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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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104

남(n=52)

여(n=52)
t

p

M

SD

M

SD

자기통제

31.13

5.15

33.13

4.55

-2.09

.038*

충동성 감소

31.67

4.63

33.94

4.90

-2.42

.017

주의집중

31.13

5.11

32.67

4.46

-1.63

.105

자기조절능력

93.94

13.44

99.75

12.80

―2.26

.026*

*

*p<.05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전체 자기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26, p<.05)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아(M=99.75, SD=12.80)가 남
아(M=93.94, SD=13.44)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하위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자기통제’(t=-2.09, p<.05)와 ‘충동성 감소’(t=-2.2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주의집중’(t=-1.63,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충동성 감소‘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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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에 따른 대상통제운동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N=104

대상통제운동능력
남(n=52)

여(n=52)

자기통제

.215

.313

충동성 감소

.058

.292

주의집중

.159

.259

자기조절능력

.163

.313

*
*

*

*p<.05

성별에 따른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는 <표 5>와 같이 남아의 경
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163, p>.05), 여아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13, p<.05).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 영역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자기통제’(r=.215, p>.05), ‘충동성 감소’(r=.058,
p>.05), ‘주의집중’(r=.159, p>.05)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여아의 경우 ‘자기통제’(r=.313, p<.05)와 ‘충동성 감소’(r=.292, p<.05)에서 유의한 수
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주의집중’(r=.259, p>.05)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대상통제운동능력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의 대상통제운동능력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우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
로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이 높다는 연구(김지수, 2000; 박일규, 1999; 임희진, 1992;
Fredrick, 1977)와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통제운동능력은 조작운동능력 외
에 이동운동능력과 비이동운동능력 등 복합적인 운동기능이 요구되는 운동으로 순발력,
협응력, 속도에 있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수한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김지수 외, 1999;
오연주, 2001; 임희진, 1992; 홍승규, 1995)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유아의 운동능
력을 지배하는 요인 중 하나가 생득적인 요인인 성별임을 지지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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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 및 순발력에 관한 연구(황홍철, 2000)와 정적 협응, 손
동작 협응, 일반 동작 협응능력에 관한 연구(손영환, 김준규, 전도선, 2005) 그리고 유연
성, 민첩성, 평형성 등의 운동능력에 관한 연구(오연주, 2003; 이혜영, 1994)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은 유아의 운동능력의 정의와 범위 및 사용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사
료되며, 대상통제운동능력과 같은 유아의 복합적인 운동능력이 포함되지 않은 단편적인
운동능력으로 일관성 있는 결론을 구축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동운동능력,
비이동운동능력, 지각운동능력, 대상통제운동능력 등을 모두 포함한 검사도구의 개발과
연구가 요구되어지며, 유아의 운동능력에 있어 성별뿐만 아니라 성격, 신경계통, 체격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들을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여아
가 남아에 비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
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김선혜, 2006; 김혜순, 강기숙, 2005; 이경님, 2001; 이혜옥,
2004; 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 목
표설정, 기록 유지, 자기점검 그리고 환경 구조화 전략 사용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다
고 밝힌 Zimmerman과 Martinez―Ponz(1990)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문제해결 능력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전략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반면, 유아의 자
기조절 능력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강기숙, 이경님, 2001; 곽혜경, 1998;
손경화, 2001)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들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조절력 구성요인과
검사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유아의 기질 등의 내적 변인이나 부
모의 양육 태도 등 환경적 변인으로 인한 차이로 인한 결과로 사료 된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하위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자기통제’와 ‘충동성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주의집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
인 ‘주위집중’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오연주, 조복희(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의 성별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 및
발달과정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객
관적인 결과의 도출을 위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의 관계는 남아
의 경우 ‘자기통제’, ‘충동성 감소’, ‘주의집중’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90 幼兒敎育學論集 제10 권 제3호, 2006.


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자기통제’와 ‘충동성 감소에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주의집중’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유아의 기질 하위영역 중 ‘활동성’이 낮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 (안미경,
1997; 최미숙, 김미숙, 2006)와 유아의 기질에서 ‘활동성’이 자기조절능력의 결여와 관계
가 있다는 Wills, DuHamel과 Vaccaro(1995)의 연구결과는 성별의 특성과 관련지어 여
아의 경우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최미숙, 김미숙(2006)연구에서 ‘활동성’ 검사 시 유
아의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보고 평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관계에서 남아는 ‘활동
성’이 높은 반면, 여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성’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남
아는 유의마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여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이 본 연구의 결과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사 과정 중 관찰된 유아의 행동에서 남아의 경우 대상을 조작하는 데 관
심을 보였고 대상통제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즉각적이고 충
동적인 욕구와 행동을 보이는 반면, 여아의 경우 놀이의 성향처럼 타인을 의식하면서 대
상을 통제하려는 경향과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와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아의 행동은 ‘자기통제’가 잘 된 유아가 충동적이지
않은 유아라는 Kendall과 Wilcox(1979)의 연구를 지지하며, 유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의 운동능력의 향상을 위해 유아의 발달 단계와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체
계적인 대상통제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현장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정서, 인
지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차이와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특정 지역의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대상통제
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역 및 연령 그리고 인적․물적 환경을 포함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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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der

difference in young children's object-control

motor ability and self-regulation ability.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object-control

motor

ability

and

self-regulation

ability.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104 five-year-old children; 52 boys and 52
girls.

The

Object-Control

Motor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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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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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were used in collection of data. It used t-test and co-relation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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