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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alysis of Mother-Chil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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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 of Mother-Child Interaction (MCI). Methods: The concept anal-
ysis method described by Walker & Avant (2005) was used. Results: The attributes of MCI were as follows; 1) MCI involves pos-
itive or negative affective and verbal communication. 2) MCI involves mother, child, and dyadic activity. 3) MCI involves sensi-
tivity, responsiveness, and child developmental stimulation. 4) MCI is reciprocal, goal-oriented partnership process. The ante-
cedents of MCI are need for goal attainment, relationship, and child development (cognitiv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The consequences of MCI are goal attainment, promotion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promotion of child development. 
Conclusion: MCI is a reciprocal, goal-oriented partnership process and is an important concept in child development and heal-
th. Appropriate instruments to operationalize the concept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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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모아상호작용 개념은 아동기 전체에 걸쳐 아동 발달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 요인이지만(Harrist & Waugh, 2002; Healey, Gopin, 

Grossman, Campbel, & Halperin, 2010; Smith, Landry, & Swank, 

2006;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지금까지는 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Kim, 2009; Leckman-Westin, Cohen, & Stueve, 2009; Lee, Hold-

itch-Davis, & Miles, 2007).

그러나 모아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Kelly & Barnard, 2000; Sroufe et al., 2005; Weinfield, Ogawa, & 

Egeland, 2002) 영유아기뿐 아니라 그 이후 아동기의 모아상호작

용을 측정하는 연구도 매우 필요하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발달 등으로 부모

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유아기 아동들

처럼 쉽게 부모의 상호작용 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Beelmann & Schmidt-Denter, 2009; Harrist & Waugh, 2002; Kim 

& Marhoney, 2009; Kochanska & Aksan, 2004; Weinfield et al., 

2002). 

또한 아동의 나이에 따라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패턴도 달라

지는데,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에 대

한 긍정적 참여는 감소하고 발달적 자극이나 부정적 통제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Holditch-Davis, Schwartz, Black, & Scher, 

2007).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언어 능력과 자기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성 발달도 촉진되므로 영유아기 아동 대상 측정 도구로 모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모

아상호작용 도구들은 대부분 영유아 대상이므로(Kim & Marho-

ney, 2009; Smith, 2000) 그 이후 아동을 위한 측정 도구 개발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 개발의 기본 첫 단계로서 모아상호작용 개

념에 대한 철저한 속성 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개념을 명

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 분석 단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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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Walker & Avant, 2005).

간호 연구 분야에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상호작용 개념은 매우 복합적 개

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직 개념적으로 잘 정의되지 못하고 있

다(Pridham, Lutz, Anderson, Riesch, & Becker, 2010).

Walker와 Avant (2005)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한 분석 방법으로 개념 분석(concept analysis)을 제시하였다. 개념 

분석은 연구자가 개념을 구성하는 결정적 속성들을 확인하고 개

념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다(Hanna & Decker, 2010). 

이는 현재 간호학에서 모호한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많은 개념 

분석 논문들을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Hanna & Decker, 2010; Ingram, 2009; Kim, So, & Kim, 2009; Ma-

nias, 2010; White,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하여 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추후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도구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아상호작용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개념 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표된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논문 총 52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검색 사이트인 Medline과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을 

활용하였다. ‘Mother’, ‘Child’, ‘Interaction’ 검색어로 검색하여 총 

76편의 논문을 1차 자료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논문의 전문을 본 

연구자들이 검토하여 모아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

함되지 않은 문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52편의 논

문이 선정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

라 분석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을 선정한다.

둘째,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셋째,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넷째, 개념의 결정적 속성(defining attributes)을 확인한다.

다섯째, 개념의 모델 사례(model case)를 제시한다.

여섯째,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 사례, 반대 사례,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일곱째, 개념의 선행 요인(antecedents)과 결과(consequences)

를 확인한다.

여덟째, 개념의 경험적 준거(empirical referents)를 확인한다.

연구 결과

개념 선정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 분석의 목적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

로 하여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모아상

호작용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개념의 모든 사용 확인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적, 문헌적 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이란 둘 이

상의 물체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행동을 의미한

다. 한쪽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인과 관계와는 달리 양쪽 방

향으로 영향이 나타나야 한다(Merriam-webster dictionary, 2011).

사회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양자적 상호성(dyadic mutuality)은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상호 호혜적(reciprocal)으로 반응하고 잘 

조화된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부모-아동 관계의 

기본 요소이다(Harrist & Waugh, 2002). 이러한 양자적 상호성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부모와 함께 집중하기, 협동하기, 긍정적 정서 

교류하기, 서로에게 잘 반응하기로 나타난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시작행동과 관련되어 즉각적으로 대

응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행동에 바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부모의 

행동을 말하며, 반응성 상호작용이란 조화롭고 상호 호혜적인 상

호작용(reciprocal interaction)에 참여하면서 아동의 상호작용 보

조 속도에 맞추고, 그리고 부모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다. 반응적인 

부모들은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자녀

에게 힘을 주며, 장난감과 도구를 가지고 아동이 하는 방식대로 

놀고, 자녀가 주도하는 것을 따름으로써, 아동이 시도하는 활동을 

촉진해 준다. 또한 아동과 놀이 파트너가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아

동이 유도하는 놀이 상황을 함께 하고 지지하며, 아동의 활동을 

확장해 줌으로써 아동이 탐색, 조작, 그리고 문제해결을 포함한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Kim & Marhoney, 

2009).

모아상호작용 구성 요소

Leckman-Westin 등(2009)은 모아상호작용을 정서적 분위기(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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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ive climate)와 반응성(responsivity)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분위기는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동이랑 말하기, 아동과 자

연스럽게 대화하기, 친절하게 안아주기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문

항으로 아동에게 소리 지르기, 화내기, 때리기, 혼내기로 측정하였

다. 반응성은 놀이에 대해서 아동에게 설명해 주기, 아동의 말에 

반응해주기, 사물의 이름 알려주기, 분명하게 아동에게 말하기, 칭

찬하기, 아동이랑 말할 때 긍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목소리, 타인의 

아동에 대한 칭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로 측정하였다.

Corapci, Radan과 Lozoff (2006)는 모아상호작용에는 반응성

(responsiveness), 언어적 자극(verbal stimulation), 탐구 격려(en-

couragement of exploration)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은 엄마 측면, 아동 측면, 양자적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구체적으로 엄마 측면은 긍정적·부정적 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

(예, 칭찬하기, 설명해 주기), 부정적 통제(예, 비난하기, 아동이 해

야 하는 일을 엄마가 대신 해 버림), 아동을 향한 반응성, 언어 표

현 정도로 측정하였다. 아동 측면은 긍정적·부정적 정서 표현, 활

동 수준, 언어 표현 정도로, 양자적 측면은 모아 서로 간의 긍정적 

정서를 나누는 정도, 눈 맞춤 정도, 대화를 계속 서로 주고받는 정

도로 측정하였다. 

Beelmann과 Schmidt-Denter (2009)는 모아상호작용을 측정하

기 위해, 엄마와 아동에게 10분이 소요되는 과업(tasks) 3가지를 

시행시킨 후 엄마 행동, 아동 행동, 양자적 행동 측면으로 측정하

였다. 엄마 행동은 사회 정서적 주의집중(socioemotional atten-

tion), 아동의 자율성 자극 및 격려(stimulation and encouragement), 

평정 유지와 침착함(self-composure)과 역문항으로 아동의 행동 

통제(guidance and control)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서

적 주의집중은 엄마가 아동의 요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기

술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며, 아동의 자율성 자극 및 

격려는 엄마가 아동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극을 어느 정

도 격려, 제공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다. 평정 유지와 침착함은 엄

마가 이완되고, 안정되고, 참을성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역문

항인 아동의 행동 통제는 엄마가 아동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제한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다.

아동 행동은 사회 감정적 주의집중(socioemotional attentiveness), 

자발성과 추진력(spontaneity and impulsiveness), 기분(mood), 과

업 관련 행동(task-related behavior)과 자율성(autonomy)으로 측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감정적 주의집중은 아동이 얼마나 관

심 있게, 민감하게 엄마의 행동을 따르는지를 사정하는 것이고 자

발성과 추진력은 아동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과업(task)

을 추진하고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분

은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긴장 정도 또는 반대로 긴장되지 않고 

이완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과업(task) 관련 행동은 아동이 

과업에 집중하고 지속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며, 아동이 능동적

으로 자신의 생각을 개발하고 추구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다. 자

율성(autonomy)은 아동이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엄마로부

터 독립하여 행동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양자적 행동은 행동의 분포도(activity distribution), 의사소통, 

상호작용 분위기(interaction climate)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동의 분포도는 엄마 또는 아동 중 누가 관찰 상황에서 우세하게 

행동했는지를 측정(누가 지배적으로 우세했는지를 사정)하는 것

이며, 의사소통은 엄마와 아동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명확하고 일

관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명확하고 분명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호작용 분위기는 상호 작용 시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는지 이

완되어 있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Lee 등(2007)은 상호작용 행동을 엄마의 긍정적 참여(maternal 

positive involvement)와 발달적 자극(maternal developmental sti-

mulation)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긍정적 참여는 엄마가 아동과 함

께 놀아주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애정적 행동

과 가까이 접근하는 정도이다. 발달적 자극은 아동에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나이에 적절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성

장을 촉진시키는 엄마의 능력이다. 

Healey 등(2010)은 검사실에서 상호작용 과업(task) 동안에 양

자적 모아상호작용의 질에 따라서 아동 영역, 엄마 영역, 양자적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아동 영역은 첫째, 열정(enthusiasm); 

아동이 과업(task)에 에너지 넘치게 흥미 있게 접근하는지를 사정, 

둘째, 부정성과 적대감(negativity and hostility); 아동이 엄마의 제

안이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사정, 셋째, 협동과 순응(cooperation and compliance); 아동이 엄

마의 제안이나 요구에 빠르게 기꺼이 순응, 협동하는 것을 사정하

였다. 엄마 영역은 첫째, 정서적, 지지적 참여(emotionally support-

ive presence); 엄마의 아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 칭찬, 온정,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측정, 둘째, 아동의 자율성 존중(respect for child’s 

autonomy); 아동의 개성, 동기, 생각 등을 존중해주는 엄마를 측

정, 셋째,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엄마의 아동에 대한 분노나 

거부의 표현을 측정, 넷째, 도움의 질(quality of assistance); 엄마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양자적 영역은 첫째, 상호 적절한 정서적 반응과 안정감(affec-

tive mutuality and felt security); 엄마와 아동이 서로의 감정에 적

절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 둘째, 상호 만족(mutual enjoyment); 

상호작용에 모아가 한 쌍으로 긍정적으로 그 상황에 참여하는지

를 평가, 셋째,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reciprocal interaction); 행동

적 측면, 언어적 측면 모두에서 행동을 상호 교대로 주고받는지를 

측정하였다.

개념의 결정적 속성(defining attributes) 확인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모아상호작용의 결정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아상호작용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교류와 언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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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포함한다. 

둘째, 모아상호작용은 어머니, 아동, 양자적(dyadic) 행동을 포

함한다. 

셋째, 모아상호작용은 민감성(sensitivity), 반응성(responsive-

ness), 아동발달 자극(child developmental stimulation)의 요소를 

포함한다. 

넷째, 모아상호작용은 상호 호혜적(reciprocal), 목표 지향적 파

트너십 과정(goal-oriented partnership process)이다.

개념의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중요한 모든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예이며

(Walker & Avant, 2005).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모아상호작용의 4가지 주요 속성에 근거하여 모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6살 민준이가 블록을 꺼내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엄마

에게 “엄마! 우리 블록으로 멋진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자, 엄마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민준이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우리 멋진 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

기한다. 민준이 엄마는 아동에게 놀이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

니라 아동의 모든 발달의 기본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민준이

를 키우고 있고, 민준이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민감하게 반

응을 해주려고 노력하며, 가급적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고 민준이의 요구를 수용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민준이의 블록 놀이가 단순히 놀이가 아니

라 ‘아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며, 창의적

으로 블록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대견하여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민준이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엄마와 민

준이는 서로 블록을 맞추어 예쁜 집을 완성해 가기 시작하였

다. 민준이는 블록으로 집을 만들다가 갑자기 엄마를 향해 들

뜬 목소리로 “엄마! 우리 집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도 만들어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엄마는 민준이와 눈을 맞

추면서 “오~~ 우리 민준이가 자동차도 만들고 싶구나. 그래 우

리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자!” 하면서 아동의 의견에 동

조를 해 주었다. 아동의 자발적 요구를 성취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욱 더 힘찬 목소리로 대답을 해 주었다. 먼저 블록

으로 집을 완성한 후, 엄마와 민준이는 곧바로 자동차 만들기

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민준이와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블

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이는 처음에 어

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약간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는 목소

리로 엄마에게 “엄마...저...자동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엄마는 민준이

의 그런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고 사소한 일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이를 향해서 약

간 격앙된 목소리로 “울음 그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우니? 

모르면 엄마에게 부탁을 하면 되잖아!”라고 대답한다. 곧바로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에게 “엄마~~ 자동차 어떻게 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엄마는 엄마 

말을 기특하게 잘 들어준 민준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민준

아~~ 엄마 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 엄마랑 함께 노력

해서 우리 멋진 자동차 만들어 보자!!”라고 대답한다. 그 후 민

준이와 엄마는 열심히 상의와 협동을 해서 드디어 민준이가 원

하는 멋진 모양의 자동차 블록과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민준

이와 엄마는 함께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손뼉을 마주쳤다.

위의 모델 사례에는 아동과 엄마가 블록으로 만든 집과 자동차

를 완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함께 협동하면서 블록 놀이를 하는 상

호 호혜적, 목표 지향적 파트너십 과정과 어머니, 아동, 양자적 행

동 양상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아동의 요구에 엄마가 민감하게 즉

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아동이 요구하는 일을 함께 

하고 아동의 발달을 돕는 엄마의 행동이 엿보인다. 블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이 좌절하면서 울먹이자 엄마도 이에 약간 화를 내

는 부정적 정서 교류와 언어표현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아동이 

엄마의 ‘울지 말고 부탁을 하라’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잘 응해주면

서 둘 사이에 긍정적 정서 교류와 언어표현이 나타나 있다.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 사례, 반대 사례, 관련 사례) 

다음 사례들은 경계 사례, 반대 사례, 연관 사례들로 어떠한 이

유로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모아상호작용의 

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경계 사례(boa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모델 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개념의 속성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으나 개념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는 

사례이며(Walker & Avant, 2005), 이 예를 통해서 왜 모델사례가 

될 수 없는가를 보여주고 실제 개념의 명확하고 중요한 속성을 확

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5살 윤서는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옷을 입다가 갑자기 어제 

산 공주 인형이 생각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 가

기 전에 엄마랑 공주 인형 놀이 잠깐 하고 갈래요”라고 얘기한

다. 엄마는 윤서의 말에 단호하게 “안 돼! 시간 없어! 빨리 옷 

입고 유치원에 가야지”라고 말한다. 윤서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였다. 엄마는 본인이 너무 단호하게 

말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윤서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윤

서야~~ 엄마가 아까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그럼, 지

금은 유치원을 가야하니까. 잠깐만 인형 놀이하고 윤서 유치



124   박성희·방경숙

DOI: 10.4094/jkachn.2011.17.2.120www.childnursing.or.kr

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윤서 원하는 대로 많이 많이 인형 

놀이 해 주면 안 될까?”라고 묻는다. 윤서는 엄마의 말에 울음

을 멈추고 “네! 엄마! 지금은 잠깐만 놀고 유치원 갔다 와서 많

이많이 놀게요~~”라고 대답한 후, 인형을 가지고 온다. 윤서는 

엄마에게 “엄마 이 인형도 지금 유치원 가야 한대요. 엄마가 

인형 옷 입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자, 엄마는 즉시 “그래~~

인형도 윤서처럼 유치원을 가야 하는구나. 엄마가 옷 입는 것 

도와줄게 윤서는 인형 신발 신는 것 도와주겠니? 라고 묻는다. 

윤서는 “네! 엄마!”하면서 인형 신발을 신겨주었고 엄마는 윤

서와 함께 인형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자 윤서가 

“엄마~ 인형도 이제는 유치원 가니까 저도 지금 유치원 버스 

타러 나갈래요~~”라고 한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윤서에

게 “우리 윤서 엄마랑 약속도 너무 잘 지키고 너무 기특하네

~~ 엄마가 꼭 윤서 유치원 다녀오면 인형 놀이 많이 해 줄게!”

라고 윤서에게 손가락 약속을 한다. 

위의 경계 사례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인형 놀이를 하는 

어머니, 아동, 양자적 행동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아동의 요

구에 엄마가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아동이 울게 

되는 부정적 정서 교류와 언어 표현이 나타났으나, 이내 엄마가 아

동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다시 아동과 엄마 사이의 긍정적 정서 교

류와 언어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의견을 주

고받으면서 인형 놀이를 하므로 어머니 아동 사이의 상호 호혜적, 

목표(인형 놀이) 지향적 파트너십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의 요구에 엄마가 반응하고 또 엄마의 요구에 아동이 반응하긴 

하지만, 단순히 아동의 요구와 엄마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도만 표

현되고 민감성이나 아동 발달을 자극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규명된 

속성과 반대되는 사례이다. 이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

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반대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규명하고

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어 사용되어진다(Walker 

& Avant, 2005).

5살 재하는 동생 재유가 태어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

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동생이 생긴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치원 적응 스트레스가 겹쳐져 대소변을 잘 가리

던 재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매일 소변을 속옷에 싸버

리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마다 동생을 가서 발로 차는 등의 문

제 행동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재하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 재하의 마음을 달래주기보다는 재하를 혼내거나 

벌을 세우기만 하였다. “재하 너! 이러면 혼난다고 했지! 당장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서 반성해! 엄마가 그만 일어나라

고 할 때까지 절대 일어나면 안 돼!”라고 화난 목소리로 얘기 

하면서 재하를 무섭게 노려본다. 그러나 재하는 떼를 쓰며 “엄

마 나빠!”하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다. 그러자 엄마는 재하를 

달래려고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게 하던 휴대폰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울음을 그치도록 하였다. 

위의 반대 사례에서는 엄마와 아동 사이에 어떠한 상호 호혜적, 

목표 지향적 파트너십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엄마와 아동 사이에

는 서로 교류되는 정서와 언어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즉 엄마가 화

를 내거나 아동이 우는 등의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나 언어 표현에

도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엄마는 화를 낸 미안한 감

정을 아동과 상호 호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는 휴대폰 게임과 같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은 매개물에 의존하고 있다. 엄마는 아동의 요구

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아동에게 민감하지도 적절하게 반

응하지도 못하며 아동 발달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검토하

면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이다. 즉 주개념과 아

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검토해보면 주개념과는 다른 경우이다(Wal-

ker & Avant, 2005). 개념 간에는 관계가 있어서 비슷한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

는 개념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6살 범수는 부모님 이혼 후,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늘 엄마

의 품을 그리워하는 범수가 너무 가여워서 범수의 유치원 담

임선생님은 반 친구들보다 유독 범수를 예뻐하고 더 챙겨주신

다. 범수도 자신을 예뻐해 주시는 유치원 선생님을 엄마처럼 

잘 따르고 좋아한다. 범수는 유치원 수업 중에서도 유독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담임선생님도 그런 범수

가 기특하여 그림 그리는 범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 범수~ 그림 잘 그리네~”하면서 칭찬도 해 주신다. 그러

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아프셔서 유치원에 나오지 못하

는 날이 있었다. 범수는 유치원에 가서 담임선생님께서 나오시

지 않은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범수는 그날 하루 

종일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의 관련 사례에서는 범수가 유치원 선생님을 엄마처럼 좋아

하고 따르고 유치원 선생님도 범수를 다른 친구들보다 예뻐하긴 

하지만, 둘의 관계는 모아 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사

례에서는 엄마, 아동, 양자적 행동 양상이 관찰되지 못하고 있다. 

범수와 선생님 간의 약간의 긍정적 정서 교류가 나타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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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착각될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의 다른 구성요소인 상호 

호혜적, 목표 지향적 파트너십이나 민감성, 반응성, 아동발달 자극 

요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호작용의 또 다른 구성요

소인 부정적 정서 교류나 언어 표현 등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념의 선행 요인(antecedents)과 결과(consequences) 확인

선행 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원인이며, 결

과는 개념 발생 후 나타나는 사건이나 결과물을 의미한다.

모아상호작용의 선행 요인은 목표 성취 요구, 관계 맺기 요구, 아

동발달 요구(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며,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모아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모아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는 목표 성취, 모아관

계 증진, 아동 발달 증진이다(Figure 1).

개념의 경험적 준거(empirical referents) 확인

경험적 준거는 개념이 발생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범주(cate-

gory)이다(Walker & Avant, 2005). 즉 경험적 준거란 개념의 속성

이 실제 현상에서 존재함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

를 만들기 위해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실에 맞게 연결함으로써 그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개념의 사정(assessment)이나 측정(measurement) 결과

를 제시한다. 

Smith (2000)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놀이 사정 도구(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유놀이 중 나타나는 부모의 반응으로서 아동과의 정서적 

교감 및 표현, 간섭의 정도, 칭찬의 빈도, 아동에 대한 관심표현의 

정도, 발달적 민감성, 아동의 표현에 대한 반응성, 부모-자녀의 공

동 참여 정도 등이 관찰된다. 또한 자녀의 사회적 반응, 놀이 장면

에 대한 관심표현의 정도, 활동성, 공격성 혹은 불순종, 부모의 표

현에 대한 반응성,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이 관찰된다. 또한 구조화

된 놀이도 실시하며, 부모의 반응으로서 명령 빈도, 명령의 명확

성, 결과에 대한 확인, 부모의 칭찬, 처벌, 그리고 자녀의 순응성, 

고집, 공격성 혹은 불순종 등이 관찰된다.

Kim과 Marhoney (2009)는 모아상호작용을 관찰,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엄마 행동 측면(Korean Mater-

nal Behavior Rating Scale, K-MBRS)은 3개 요인, 12개 항목으로, 

아동 행동 측면(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K-CBRS)은 2

개 요인,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엄마 행동의 3개 요인은 반응적 행동 요인, 효율적 행동 요인, 지

시적 행동 요인이고 반응적 행동 요인에는 민감성(sensitivity), 반

응성(responsiveness), 수용성(acceptance), 즐거움(enjoyment), 온

정성(warmth), 언어적 칭찬(verbal prise)이 속하고, 효율적 행동 요

인에는 효율성(effectiveness), 표현성(expressiveness), 독창성(in-

ventiveness), 보조(pace)가 속한다. 지시적 행동 요인에는 성취 지

향성(achievement), 지시성(directiveness)이 속한다.

아동 행동의 2개 요인은 활동적 행동 요인과 사회적 행동 요인

이며, 활동적 행동 요인에는 주의 집중(attention to activity),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흥미(involvement), 협력(cooperation)이 

속하고, 사회적 행동 요인에는 주도성(initiation), 공동 주의(joint 

attention), 애정(affect)이 속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하여 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추후 모아상호작용 개념에 대한 도구 개발

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모아상호작용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과 같다. 

‘모아상호작용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교류 및 언어 표현이 

나타나고 어머니, 아동, 양자적(dyadic) 행동이 나타나며, 민감성

(sensitivity), 반응성(responsiveness), 그리고 아동발달 자극(child 

developmental stimulatoin)의 요소를 포함하는 상호 호혜적(re-

ciprocal), 목표 지향적 파트너십 과정(goal-oriented partnership 

process)이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아동 발달 증

진에 기여할 것이다.

Antecedents Defining attributes of Mother-Child Interaction (MCI) Consequences

Need for goal attainment

Need for relationship

Need for child development
(cognitive, physical, emotional, social)

    1)  MCI involves positive or negative affective and  
verbal communication

    2) MCI involves mother, child, and dyadic activity
    3)  MCI involves sensitivity, responsiveness,  

and child developmental stimulation
    4)  MCI is reciprocal, goal-oriented partnership  

process

Goal attainment

Promotion of mother-child relation

Promotion of child development

Figure 1. Concept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tecedents, defining attributes an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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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과 어머니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대상자 중심 모아

상호작용 측정 도구 개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실시하여 임상에 근무하는 아동 간호사와 아

동간호 연구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과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 및 적용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아상호작용 증진 및 아동 발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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