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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About Their Dail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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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in different domains of their daily activiti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40 children(100 kindergarteners, 120 3rd graders

and 120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Gangwon-do,

Korea. The data was analyzed with one-way ANOVA, paired t-test, and MANOVA.

Results: First, 3rd graders and 6th graders experienced more daily activities than

kindergarteners in most domains. Second, 3rd graders disclosed more than

kindergarteners and 6th graders in most domains. The response of mothers with 3rd

graders was most similar to their children’s response about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Third,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of childr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domains.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of children that mothers perceived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children, especially in the school(institute)-related domain.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spects of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domains of their daily

activities based on developmental stages. Mothers perceived their children’s disclosure

differently compared to their childre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based on domains of daily activities and

developmental stages.

key words disclosure, parent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ages

Ⅰ. 서 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경험과 생활을 아는 것

이 중요한데,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알게 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의 자발적 보

고(disclosure)라고 알려져 있다(나유미, 임연진, 2002; Keijsers, Branje, VanderValk, & Meeus, 2010;

Tilton-Weaver, Marshall, & Darling, 2014).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는 부모가 질문

하지 않아도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Tilton-Weaver et

al., 2014). 아동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와 공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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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기를 가지며 이러한 동기는 부모와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부모에게 조언과 지지

를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다(Almas, Grusec, & Tackett, 2011). 또한, 부모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통해 아동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아동이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부모-자녀 관

계와 관련이 있다고 있으며, 자발적 보고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혀왔다

(Keijsers et al., 2010; Laird, Marrero, Melching, & Kuhn, 2013; Stattin & Kerr, 2000).

자발적 보고는 그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실험

실에서 실험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래관계에서 친구

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말하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또래나

타인에 대한 자발적 보고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들과 정서적

으로 연결된 유의미한 존재이며, 자녀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

서 다른 대상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보다도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를 연구하는 것은 부모-자

녀관계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아동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는 비밀유지(secrecy)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보고는

부모가 물어보지 않아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덜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숨기는 비밀(Bok, 1984)과 구분된다. 비밀을 만들거나 비

밀을 유지하는 것은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도와 의지를 갖는

것이다.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거나 평소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덜 할 수도 있고(Almas et al., 2011),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자발적 보고를 적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비밀유지와 다르며,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의 선행연구(Stattin & Kerr, 2000)는 자발적 보고에 관한 문항과

비밀유지에 관한 문항을 함께 질문하여도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두 가지 문항의 점수를 병합하

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발적 보고와 비밀유지가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이 알려지면서 자발적

보고와 비밀유지를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발적 보고가 변화

한다고 밝혀왔으며 특히, 청소년 중기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Padilla-Walker,

Son, & Nelson, 2018).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변화는 자녀의 자율성 증가나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

념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에 관한 연구

는 드물게 청소년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Smetana, Villaobos, Tasopoulos-Chan, Gettman,

& Campione-Barr, 2009)도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umsille, Darling, & Martínez, 2010;

Keijsers, Frijns, Branje, & Meeus, 2009; Laird et al., 2013)가 대부분으로, 청소년기 이전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아나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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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성학대와 같이 위험한 사건과 관련된 연구(Alaggia, Collin-Vézina, Lateef, 2017; McElvaney,

2013)가 대부분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청소년기 이전 자녀들은 부모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 연구가 적다고 여겨졌다(Crouter & Head,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기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육이나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이 넘어(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6)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아동기 자녀인 초등학생들 또한 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일상생활 경험들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청소년이 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여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보고의 연구가 적은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자발적 보고에 관한 연구들이 측정한 문항들

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유아는 기억발달이나 언어표현발달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으로, 유아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내용들로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조사가

아닌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에 대해 탐

색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와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내용들로 구성

하여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고, 경험한 일에 대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의 양상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연령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 즉, 영역(domain)에 따

라 자발적 보고가 다르다고 보고해 왔다(Smetana, Metzger, Gettman, & Campione-Barr, 2006). 자신

이 경험하고 느낀 내용에 따라 어떠한 일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보고하지만 어떠한 일은 자발

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보고의 세부적 영역을 중요한 영역,

복합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박영신, 2015). 일부 연구들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중요한 영역을 학교문제로 한정하거나(Smetana et al., 2006) 문제행동으로 바꾸기도 하였으

며(Solís, Smetana, & Comer, 2015), 복합적인 영역에 포함된 또래관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였다(Smetana et al., 2009). 이러한 영역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자발적 보고의 양상

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영역에 따라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는데, 위험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은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고

(Smetana et al., 2009) 자신의 선택이나 선호와 관련된 개인적인 영역은 결과가 상이하였다

(Smetana, 2000; Smetana et al., 2009).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살펴본 연구 결과(Smetana et al.,

2009), 청소년기인 10학년이 아동 후기인 7학년보다 중요한 영역과 복합적인 영역, 또래 영역의

경험이 많았다. 또한, 영역별 자발적 보고의 정도에서는 7학년이 10학년보다 모든 영역의 자발적

보고를 부모에게 더 많이 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일상생활

에서 영역별로 경험하는 정도와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역별로 자발적 보고를 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자발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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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 보고를 하는 정도

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중요한 영역은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친구관계나 개인적

인 영역은 자신의 문제이므로 부모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Smetana, 1988;

Smetana et al., 2009). 대부분의 국외 선행연구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중요한 영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 내용에 대한 중요한 영역의 자발적 보

고를 적게 하는 것은 쉽게 예측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박

영신, 2015)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역별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달랐으며,

그러한 연구결과는 국외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한편, 박영신(2015)의 연구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중학생

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역별로

부모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율성의 발달 수준이나 부모의 권한에 대한 인식

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역에 따라 부모에게 자발

적 보고를 하는 정도는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고, 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발적 보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화자인 자녀와 청자인 부모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하는 정도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응답한 자발적 보고와 부모

가 응답한 자녀의 자발적 보고를 모두 조사한 Keijsers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응답

한 자녀의 자발적 보고 점수는 자녀가 응답한 자발적 보고 점수보다 높았다. 즉, 실제적으로 자녀

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발적 보고를 더 많이 한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3년간의 발달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 자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

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덜 한다고 응답하여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으나, 어머니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응답하여 V 형태의 패턴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 자녀는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점차적으로 적게 하였으나, 어머니는 자녀가 자발적

보고를 적게 하다가 다시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경험에 대하

여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 간에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자녀가 실제로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하는 만큼 부모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부모

가 자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적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한다고 인식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하는 것과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를 함께 비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확

인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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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상생

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 연구를 우리나라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기 이전

자녀의 자발적 보고 양상을 파악해 보고 청소년기 이전 아동에게도 자발적 보고 연구를 적용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유아는 아직 자율성을 획득하기 전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친밀

감을 형성하는 발달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에 있어 자율성을 획득하고 부모

로부터 독립하는 발달단계의 자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Kim, Harris, & Warneken, 2014) 또는 비밀을 구분하는지(Anagnostaki, Wright, & Papathanasiou,

2013) 등을 다룬 연구결과, 유아도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말을 해야 하는지 또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아도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다른 발달단계

와 다른 자발적 보고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이전의 단계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율성 획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선행연구

들(Padilla-Walker et al., 2018)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가 감소한다고 밝혀왔

는데, 청소년 초기로 진입을 앞둔 아동기의 자발적 보고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비교

하여 어느 시점부터 자발적 보고가 변화하는지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변화

등으로 청소년기 직전이 아동들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아와 아동기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단계별(유아기, 아동 중기, 아동 후기) 아동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

고의 양상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역별로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달단

계별 자녀의 일상생활 영역별 경험을 파악하고 자발적 보고의 정도와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 양상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 양

상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식하

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

는 이유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예비조사

본 연구는 본조사에 앞서, 우리나라 아동의 일상경험의 내용을 구성하고 조사문항을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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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보고 연구는 주제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아동들에게 적절한 일상생활 영역 구분과 문항 구성이

필요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은 후, 2019년 7월 3일부터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만 5세 아동

4명(남아 2명, 여아 2명), 초등학교 3학년 4명(남아 2명, 여아 2명), 초등학교 6학년(남아 2명, 여아

2명)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들(Smetana et al., 2006; Smetana et al.,

2009; Yau et al., 2009)을 바탕으로 5개의 일상생활 영역(교육기관영역, 안전영역, 규칙영역, 친구

영역, 개인영역), 총 3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상생활 영역과 문항 구성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

쳐 타당도를 검증한 후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예비조사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설문지는 만 5세를 위한 유아용과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위한 초등학생용 2가지로 구분

하였다. 유아와 초등학생은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아에게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는 표현은 유아에게 맞게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학교(학

원)에서’라는 표현을 유아에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원)’이라고 표현하였다. 안전영역의 문

항 중 초등학생에게는 ‘돈을 요구하거나 상품을 사라는 등의 광고 문자를 받은 것’을 묻는 문항

을, 유아에게는 ‘학원을 소개하거나 오라며 선물이나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대체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 일상생활 영역 구분과 문항 구성은 유아기, 아동 중기, 아동 후기에 해당하는 본 연구대

상 아동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로써 연구대상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구성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자발적 보고 정도를 보고하거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하는

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조사에서는 일부 진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

었다. 자발적 보고를 얼마나 하는지의 정도를 응답하는 보기 4개를 유아들이 기억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본조사에서는 그림 4가지를 준비하여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가 가장 많은 그림을, ‘모두

말한다’는 ○가 가장 많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그냥요”,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노느라고’ 등의 대답

을 하여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유아에게는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지 않고 초등학생에게만 조사하는 것으로 하

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유아 100명(남아 49명, 여아 51명), 초등학

교 3학년 120명(남아 56명, 여아 64명), 초등학교 6학년 120명(남아 56명, 여아 64명)과 각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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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 총 340쌍이다. 발달단계별 평균 연령은 유아 5.7세, 아동 중기(초등학교 3학년) 8.9세,

아동 후기(초등학교 6학년) 11.7세이며,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유아 어머니 38.0세, 아동 중기

어머니 39.9세, 아동 후기 어머니 42.3세이다. 유아는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는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어머니 또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상생활 영역별 경험과 자발적 보고 정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자발적 보고는 기존의 외국 연구들(Smetana et al., 2006; Smetana et al.,

2009; Yau, Tasopoulos-Chan, & Smetana, 2009)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우리나라

유아와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과 목적에 맞게 교육기관영역(6문항), 안전영역(6문항), 규칙영역(4문항), 친구영역(9문항), 개

인영역(9문항)의 5개 영역,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기관영역은 학교(유치원)와 학원에

서 경험한 일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로는 ‘유치원(학원) 선생님에게 서

운하거나 속상했던 것’(초등학생의 경우 유치원 대신 학교)이 있다. 안전영역은 낯선 사람이나

영상물 등 위험이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

려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다. 규칙영역은 부모와의 약속이나 가정내 규칙을 위반한 내

용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임을 하거나 TV를 본 것’이 있다. 친구

영역은 친구와 있었던 일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 등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로는 ‘친구에게 놀림이

나 괴롭힘을 당한 것’이 있다. 개인영역은 개인의 기분이나 자유 활동 등의 개인적인 내용을 포

함하며. 문항의 예로는 ‘하루 동안 느낀 행복하고 흥분되고 즐거운 기분’이 있다.

먼저, 일상생활 영역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들은 각 문항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경험해

보았는지를 답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영역별 경험의 점수는 각 영역별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

답한(1로 코딩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을 많이 경험

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발적 보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경험 문항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각 문항에 대하여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얼마나 보고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

는 평소 자녀가 부모에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발적으로 보고하는지 응답하였다. 기존의 연

구(Smetana et al., 2009)를 참고하여 ‘전혀 말하지 않는다’(1점)에서 ‘모두 말한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질문하지 않아도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자발

적 보고의 영역별 문항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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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아동 어머니

교육기관영역 1,2,3,4,5,6 6 .83 .83

안전영역 7,8,9,10,11,12 6 .72 .92

규칙영역 13,14,15,16 4 .83 .88

친구영역 17,18,19,20,21,22,23,24,25 9 .86 .86

개인영역 26,27,28,29,30,31,32,33,34 9 .85 .83

표 1. 자발적 보고 척도 문항 번호, 문항 수 및 신뢰도 (N = 340)

2)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자발적 보고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전혀 말하지 않는다’(1점)와 ‘별로 말하지 않는 편이다’(2

점)를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본 질문은

Smetana 등(2009)이 사용한 6개의 응답 보기를 사용하였으며, ‘문제가 생길까봐’, ‘내 기분이 안좋

거나 당혹, 수치스러워서’, ‘부모님이 관심이 없을 것이어서’, ‘이해를 못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을

까봐’, ‘사적인 문제여서’, ‘아무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서’로 구성된다. 어머니 질문지에는

‘자녀가 해당 경험이 없어서’의 1개 보기가 추가되었다. 유아의 경우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응답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인 아동과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문항 구성을 위한 예비

조사를 거쳐 2019년 7월말~8월말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4종(유아용 설문지, 유아 어머

니용 설문지, 초등학생용 설문지, 초등학생 어머니용 설문지)을 마련하였다. 유아의 경우 서울과

강원지역에 지인과 관련 기관들에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을 배부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한 만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는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유아가 답을

하면 연구자가 설문지에 체크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유아가 중간에 힘들어하면 잠

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한 유아와 어머니는 102쌍이었으나, 진

행하는 동안 설문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유아가 2명 있어 해당 유아와 어머니는 최종 연구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초등학생 3학년과 6학년의 경우 서울과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연구

대상자 모집에 관한 협조를 받은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3학년과

6학년 학생과 해당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초등학생

과 어머니가 각각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발달단계별 일상생활의 경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역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발달단계별 자발적 보고의 정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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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

식하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발달단계별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정도 차이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일상생활의 영역별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안전영역을 제

외한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발달단계에 따라 영역별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교육기관영역과 규칙영역, 친구영역, 개인영역 모두 유아보다 아동의 경험이 높았

다. 즉, 유아보다 아동들(아동 중기 및 아동 후기)이 학교나 학원에서의 경험과 가정내 규칙위반

경험, 친구관계와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유아(n = 100) 아동 중기(n = 120) 아동 후기(n = 120)

F
M SD M SD M SD

교육기관영역 3.66a 1.29 4.88b 1.26 5.15b 1.16 43.73***

안전영역 1.12 1.20 1.39 1.36 1.20 1.10 1.37

규칙영역 0.99a 1.15 1.53b 1.17 1.88b 1.24 15.21***

친구영역 5.22
a

1.67 5.94
b

1.74 6.02
b

1.82 6.73**

개인영역 5.25a 1.61 6.56b 1.82 6.83b 1.82 24.51***

표 2. 발달단계별 일상생활 영역별 경험 차이

주1. 교육기관영역과 안전영역의 점수범위는 0~6, 규칙영역은 0~4, 친구영역과 개인영역은 0~9임.

주2. 사후검정 결과는 a < b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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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 정도

1) 아동의 자발적 보고

발달단계(유아, 아동 중기, 아동 후기)에 따라 일상생활의 영역별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발달단

계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을 살펴본 Box’s M값은 40.428이었으며 유의확률은 .114로 발달단계별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수용되어 집단 간 분산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다변

량분산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을 살펴본 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영역별 자발적 보고는 동일

한 효과를 지니지 않고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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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에 따른 일상생활의 영역별 자발적 보고의 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기관영역과 안전영역, 규칙영역, 친구영역, 개인영역 모두 자발적 보고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에 따라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전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즉, 교육기관영역은 아동이 유아보다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였고, 규칙영

역은 아동 중기인 초등학교 3학년이 아동 후기 초등학교 6학년보다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

고를 더 많이 하였다. 친구영역과 개인영역은 아동 중기인 초등학교 3학년이 유아와 아동 후기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더 많이 하여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유아나 아동 후기보다 아동 중기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원 종속변수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Scheffe

발달단계 교육기관영역 17.838 2 8.919 20.867*** .110 b,c > a

안전영역 5.147 2 2.573 3.039* .018 -

규칙영역 8.931 2 4.465 6.049** .035 b > c

친구영역 6.855 2 3.427 7.858*** .045 b > a,c

개인영역 9.762 2 4.881 10.971*** .061 b > a,c

표 3. 영역별 자발적 보고 효과 검증(MANOVA)

주. a=유아, b=아동 중기, c=아동 후기

***p < .001.

2) 아동이 보고한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

발적 보고 간의 차이

아동이 보고한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의 정도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일상생

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일상생활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유

아의 경우 규칙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아동 후기의 경우 안전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에서 아동과 어머니 응답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 중기의 경우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 중기의 경우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 정도가 유사하였으

며, 유아와 아동 후기의 경우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보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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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아(n = 100) 아동 중기(n = 120) 아동 후기(n = 120)

M(SD) paired t M(SD) paired t M(SD) paired t

교육기관

영역

아동 2.76(0.66)
-4.08***

3.30(0.66)
-1.59

3.22(0.65)
-3.73***

어머니 3.14(063) 3.39(0.54) 3.42(0.55)

안전영역
아동 2.91(0.97)

3.36**
3.12(0.82)

1.33
2.84(0.98)

0.31
어머니 2.50(0.83) 2.98(1.08) 2.80(1.07)

규칙영역
아동 2.68(0.83)

-1.41
2.95(0.87)

1.41
2.58(0.87)

-2.37*
어머니 2.82(0.76) 2.84(0.87) 2.80(0.92)

친구영역
아동 2.99(0.62)

-3.29**
3.29(0.68)

0.14
2.99(0.62)

-2.39*
어머니 3.24(0.54) 3.28(0.61) 3.16(0.62)

개인영역
아동 2.92(0.66)

-3.09**
3.33(0.62)

-0.55
3.05(0.71)

-3.89***
어머니 3.17(0.57) 3.36(0.55) 3.31(0.51)

표 4.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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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1)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5 참

조), 교육기관영역과 안전영역, 규칙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친구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는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가

가장 많고 ‘개인적인 문제여서’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아동 후기는 ‘개인적인 문제여서’가

가장 많고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가 그 다음으로 많아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개인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서’가 가장 많고, 아

동 후기는 ‘개인적인 문제여서’가 가장 많았다. 즉, 교육기관영역, 안전영역과 규칙영역은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부모에게 말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혼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

고, 친구영역은 발달단계별로 차이를 보여 아동 후기는 친구영역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영역은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사적인 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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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아동의 발달단계
(연구대상 수)

말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내 기분이
안좋거나
난처,창피

부모님이
관심
없을 것

부모님이
이해
못할 것

개인적
문제

남에게
피해
아니라서

응답
문항
수

응답자
수

교육
기관

아동 중기(n=120) 28 10 3 3 18 10 72 (28)

아동 후기(n=120) 57 27 4 4 30 11 133 (58)

안전
아동 중기(n=120) 16 2 3 5 4 8 38 (12)

아동 후기(n=120) 35 3 4 1 9 15 67 (30)

규칙
아동 중기(n=120) 31 2 3 0 4 6 46 (28)

아동 후기(n=120) 84 16 3 1 13 3 120 (52)

친구
아동 중기(n=120) 40 7 9 1 29 22 108 (34)

아동 후기(n=120) 56 26 26 2 78 22 210 (65)

개인
아동 중기(n=120) 16 19 10 5 22 28 100 (33)

아동 후기(n=120) 33 27 33 6 104 26 230 (69)

표 5.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아동 응답)

주. 응답자 수는 해당 영역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아동의 수이며, 응답문항 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들 중에 아동이 응답한 문항의 수를 의미함(교육기관영역과 안전영역은 각 6문항, 규칙영역 4문항, 친구영역과

개인영역은 각 9문항임). 한 아동이 한 영역의 문항들 중 2개 문항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그 2개 문항에 대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2개 문항에 대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응답하게 됨. 따라서 영역마다

연구대상 수와 응답자 수, 응답문항 수는 일치하지 않음.

주. 아동이 응답한 문항의 수(합계)의 100% 누적그래프임.

그림 1.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아동 응답)

2)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교육기관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와 후기 자녀의 어머니 모두 ‘자녀의 기분이 안좋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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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할까봐’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전영역과 규칙영역에 대해서는 아동 중기와 후기 자녀의

어머니 모두 ‘말하면 문제가 생길까봐’를, 친구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와 후기 자녀의 어머니 모

두 ‘개인적인 문제여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개인영역에 대해서는 아동 중기 자녀의 어머니

는 ‘개인적인 문제여서’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어서’를 비슷하게 많이 응답하였고, 아

동 후기 자녀의 어머니는 ‘개인적인 문제여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 중기와

후기 자녀의 어머니 응답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영역
아동의 발달단계
(연구대상 수)

말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의
기분이
안좋거나
난처,창피

부모님이
관심
없을 것

부모님이
이해
못할 것

개인적
문제

남에게
피해
아니라서

응답
문항
수

응답자
수

교육
기관

아동 중기(n=120) 22 25 1 1 5 12 66 (31)

아동 후기(n=120) 28 40 0 2 21 3 94 (34)

안전
아동 중기(n=120) 13 2 1 0 3 6 25 (13)

아동 후기(n=120) 22 13 1 1 7 12 56 (24)

규칙
아동 중기(n=120) 71 10 1 6 1 14 103 (42)

아동 후기(n=120) 77 13 0 10 4 3 107 (39)

친구
아동 중기(n=120) 22 20 1 8 36 15 102 (41)

아동 후기(n=120) 37 28 3 9 51 6 134 (42)

개인
아동 중기(n=120) 12 21 0 1 26 27 87 (33)

아동 후기(n=120) 13 27 4 11 47 19 121 (41)

표 6. 아동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어머니 응답)

주. <표 5>의 주내용과 동일함.

주. 어머니가 응답한 문항의 수(합계)의 100% 누적그래프임.

그림 2. 아동이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어머니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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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아동의 응답 비교해 보면, 아동 중기와 후기의 아동 모두 교육기관영역의 경우

부모에게 말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답하였으나 아동 중기와 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자녀 자신의 기분이 안좋을 것 같아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

아 아동과 어머니 응답 간에 다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의 아동은 말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나 아동 중기 자녀의 어머니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자녀가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규칙영역과 개인

영역은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 (아동 중기) 아동과 어머니가 응답한 문항의 수(합계)의 100% 누적그래프임.

그림 3.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아동 중기(아동 응답 & 어머니 응답)

주. (아동 후기) 아동과 어머니가 응답한 문항의 수(합계)의 100% 누적그래프임.

그림 4.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아동 후기(아동 응답 & 어머니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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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일상생활 경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발적 보고의 정도를

파악하며, 아동의 자발적 보고 양상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의 차이를 아동

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

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의 영역별 경험 정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아보다 아동 중기와 아동 후기가

많았다. 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동기에 진입하면서 교사

나 학원 및 학교 경험, 친구나 개인적인 기분 등의 경험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경험이

적은 이유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유아기의 기억발달의 수준은 아동기에

비해 완전하지 않아 이전에 있었던 일의 일부를 잊어버려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라도 연구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동 중기와 아동 후기는 일상

생활 영역별 경험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전영역에서는 발달

단계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안전영역에 해당하는 경험(문항)들이 다른 영역의

경험보다 현저히 낮아 발달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발달단계별로 자발적 보고 정도 차이를 일상생활 영역에 따라 분석 결과, 교육기관영역

은 아동이 유아보다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였고, 규칙영역은 아동 중기가 아동 후기보다 자발적

보고를 더 많이 하였으며, 친구영역과 개인영역은 아동 중기가 유아와 아동 후기보다 자발적 보

고를 더 많이 하여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아동 중기 자녀가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하는 정도가 유아나 아동 후기에 비하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일상생활 경

험의 자발적 보고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Keijsers & Poulin, 2013; Padilla-Walker et al.,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가 감소하는 연령대가 더 낮음을 밝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교육기관영역은 아동 중기와 후기 간에 자발적 보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영역은 아동 후기가 되면서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만 교육기관의 영역의 경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와 공유하고 싶은 자발적인 동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가 평소

다른 영역보다 교육기관 영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거나 또는 이 영역에 대해서 자녀가 심리적

통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셋째,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 간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 중기 자녀의 경우 아동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아동 중기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이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유아가 응답한 일상생활 경험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 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발달특성과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

발적 보고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기억

발달과 언어발달이 진행 중인 단계로,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아동기만큼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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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실제경험과 응답 간에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자이자

보호자로서 자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에 비하여 부모

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및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측정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유아용 설문지와 초등학생용 설

문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지만, 유아에게 보다 적절한 문항과 측정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아동 후기의 경우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어머니

가 인식한 자녀의 자발적 보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안전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는 모두 어머니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아동 후기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자발적 보고를 하는 것보다 자발적 보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인식한다고 밝힌 Keijsers 등(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며, 청

소년 이전부터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힌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자발

적 보고와 부모가 인식하는 자발적 보고의 차이를 밝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이나 심리

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동시에 청소년기

의 발달적 특징을 상기시키는 결과이기도 하여, 아동 후기는 청소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단계

로 자아 정체성 탐색이 시작되고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하여 심리적인 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하

는 초기 청소년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또한 흥미로웠다. 아동 중

기와 후기 모두 교육기관영역과 안전영역, 규칙영역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친구영역은 아동 후기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개인영역은 아동 중

기와 후기 모두 개인적인 일로 간주하여 청소년 중심으로 조사된 선행연구들(Smetana et al.,

2006; Smetana et al., 2009)과 맥을 같이 하였다. 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내용이거나 규칙을 위반

한 등의 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자발적 보고를

회피하게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영역에 대해서는 아동 중기는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여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아동 후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응답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아동 중기는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를

자신의 보호자와 훈육자로서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존재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

후기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을 시작하여 독립성을 추구하는 청소년

기 특성이 시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경험

하는 내용에 따라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

다. 어머니들은 교육기관영역에 대하여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자신의 기분이 안좋거나 난처하거

나 창피할까봐’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자녀 자신의 기분과 입장을 고려하였지만, 자녀들은 ‘말하

면 문제가 생길까봐’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부모들의 기분과 입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중기와 후기 모두 자녀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부모들의 반응과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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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가 크게 자리잡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학업

과 성취에 집중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친구영역의 경우 아동 중기 자녀

는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으나 아동 중기 자녀의 어머니는 아동 후기 자녀의

어머니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여서’라고 답하여, 어머니들은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 중기 자녀는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아직 부모가 관리 감독하는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자발

적 보고와 함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아동과 부모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영역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발달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과 부모 간의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토대로 부모의

자녀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욱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이 부모에

게 하는 자발적 보고를 측정하였지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는 어머니가 응답하였

다.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가 다르다는 선행연구(Yau et al., 2009)가 있으

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와

아버지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분리하여 각각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아가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와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기 자

녀의 자발적 보고 간에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데 있어

유아가 응답을 하기에 어려워하여 유아는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측정하지 못한 제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파일럿 조사를 통해 응답을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유아로 하여금 선택을 통하여 표

현하게 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자발적 보고의 척도와

관련하여 내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외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 및 추가한 문항들로 구성하여 척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조

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 자발적 보고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거쳐 보다 체계적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의 안정성 측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아동이 유아보다 일상생활 영역별 경험을 많이

하고, 아동 중기 자녀가 유아기나 아동 후기 자녀보다 자발적 보고를 많이 하는 경향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기 자녀 위주로 진행되어 온 자발적 연구의 대상을 아동기로 확대하여 그

발달적 의미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아동 중기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간에

상관이 높아 아동기의 발달단계 중에서도 특히 아동 중기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시사하여, 부모자녀간의 관계 또한 발달단계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됨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상생

활 영역별로 다양하였으며, 아동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역별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서도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욱 요구됨을 나타냈다. 더불어, 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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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점과 유아들이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아들은 아직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기

억하고 말하는 데 있어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자발적 보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어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녀의 자

발적 보고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발적 보고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

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좀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

교육과 상담현장의 전문가들이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들이 부모에게 하는 자발적 보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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