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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프리더십 및 유치원 적응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Father's Interaction and

Self-leadership, Preschoo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문병환(Mun, Byung-Hwan)*・김세루(Kim, Se-Ru)**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

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G시에 소재한 15개소 유아교육기 에 다니고 있는 

만 4, 5세 유아 253명과 그들의 아버지 253을 상으로 하 다. 연구결과는 아버

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

성, 화합 지향성은 유아의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지향성은 유아의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에서 정 상 이 나타났으며, 반면에 통제 지향성에

서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장에서 아버지와 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하여 유아교육기 의 부모교육  교사교육의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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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유아가 일생동안 살아갈 사회 인 삶의 기 를 형성하는 환경으로서 최

의 상호작용 경험의 심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통 으로 아버지는 가

족을 표하는 가장으로서 외 인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가사

일과 자녀양육 등을 맡는 역할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과 취업증

가, 가족형태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으로 엄격하고 권 이던 아버지의 역할에서 

직 이고 극 인 상호작용의 역할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 

역할은 유아의  역발달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와는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유아와 상호작용에서도 어머니와 상당히 다른 유형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문병환, 2008; Pruett, 2000).
실제로 자녀와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역할에 한 연구(김희태, 이임순, 2008; 

이수재, 이 환, 2010; 임화성, 2006)를 살펴보면 언어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

화 과정의 주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와의 한 언어 상

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신체를 보호하고 의식주의 요구  심리 , 사회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고 자녀에게 알맞은 학습경험 제공과 사회인

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는 가족이

라는 집단 내에서 감정 으로 서로 향을 주고 받으며 부모의 언어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착되기도 하고, 서로 독립 이기도 한다. 
 특히, 유아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에 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친 하고 유

감이 높고 상호작용이 높은 가족환경은 유아가 처한 환경에 해 스스로 사고하

고 처하는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발달에도 향을 다. 한 유아가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

하며, 타인과의 원만한 계유지와 유아 자신의 독립  의견과 의견의 극  발

을 강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발달되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아버

지의 정 인 상호작용은 유아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

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생각과 감정의 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향을 미친

다고 하 다(Milkie, Mattingly, Nomaguchi, Bianchi, Robinson, 2004)
아버지와 정  상호작용이 많은 유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  행동 

등에 효과 인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인지  행동 략을 사용한다. 즉,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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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향력을 행사하기 해 사용되는 인지  행동 략이 바로 셀  리더십으

로(Manz & Sims, 1990)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은 유아의 셀 리더십에 향

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리더십은 지도자에게 국한된 능력을 간주되

기 보다는 보편 인 개인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은 구나 살아가면서 다

양한 여러 상황에서 크건 작건 간에 리더 역할을 한다(이명숙, 2007). 이에 리더십

의 필요성도 성인에서 청소년 아동  유아에게까지 그 상이 차 확 됨에 따라 

리더십 교육이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의 지  수 , 출생순서, 가정환경, 
개별성이 고려된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유연일, 은순, 2004; Boulais, 
2002; Manz & Sims, 1990). 이처럼 최근 들어 리더십 연구는 유아에게 까지 확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유아가 가정이 아닌 기 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유아교육기 에서 유아들이 기 에 잘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지

도하는 것도 요하다. 교사들도 유아 개개인의 리더로서의 잠재성 확인과 유아의 

리더십을 발달시키는 것에 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Bloom(2004)은 리더십이란 이끌도록 고무하

는 사람과 따를지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진하는 상호과정으로서, 셀 리더십은 

타인의 행동을 맹목 으로 따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속에서 시

작하는 것으로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한 역할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표

이라고 하 다. 한 Meyer와 Slechta(2002)는 리더십은 어느 구에게나 있는 

소양이며, 휴면상태에 있는 리더십은 계발될 수 있다고 하 으며, Boulais(2002)는 

리더십은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게 조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한

다고 하 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습 을 통해 개발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

고방식도 반복되는 습 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들은 

성공 인 리더가 되기에 필요한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유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 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한 것처럼(Bisland, 2004), 리

더십 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제 인 어려움과 함께 복잡한 사회  분야의 미래 

측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진정한 리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리

더십에 한 인 심이 늘어나게 되었다(황윤세, 2010; Northouse, 2001). 
이러한 사회에서 유능한 유아는 래와의 계에서 민주 인 양상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인지  심을 가지고 있다(김민선, 2004). 따라서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의 계를 살펴

보는 일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유아의 발달과의 련성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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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기의 유아는 가정환경을 벗어나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처음 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유아가 유아교육기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지고 있어, 유아가 유치원에 응해 간다는 것은 새롭게 속하게 된 환경과 조화

를 이루기 해 집단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기 에 따르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 응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단 국, 2004). 유아교육기 에서의 생활과정에서 

규칙을 수동 으로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 역할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는 유치원 응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유치원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 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과에 능

동 으로 참여하며, 유아와 래  타인과의 사이에서 불균형과 불안정 등의 긴장

감 없이 유치원 내에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김
귀자, 2004; 단 국, 2004; Jewsuwan, Luster, Kostelnik, 1993). 한 유아는 부

모나 교사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역할을 생각하고 표 하

는 방식과 련되어 유치원 응을 돕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 2001; 
박인숙, 2011; 양선희, 2007). 

이 듯 유아가 사회화 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 특히,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문병환, 2008; Parke, 1987),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향은 유아

가 외부사회에 처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요하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의 유치원 응은 래와 교사 등 여러 구성원과 맺게 되는 정 인 인 

계를 맺고 자발  역할수행을 통해 향력을 넓 가게 되리라 생각되며, 아버지의 

역할  언어  상호작용은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과 깊은 계가 있

으며 유아에게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에는 어

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하여 유아교육기 의 부모교육  교사교육 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 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 다. 

2. 연구문제

첫째,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과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과의 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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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변 인 빈도 백분율(%)

유아

성별
남 125 49.4
여 128 50.6

연령
만 4세 117 46.2
만 5세 136 53.8

출생순

첫째 87 34.4
둘째 124 49.0
셋째 36 14.2
넷째 6 2.4

아버지

연령

25~30세 43 17.0
31~35세 97 38.4
36~40세 79 31.2
41세이상 34 13.4

교육정도

고졸이하 59 23.3
문 졸 67 26.5

졸 96 37.9
학원이상 31 12.3

직업

1차단순/생산기능직 75 29.6
서비스/ 매직 51 20.2

사무/행정 리직 102 40.3
문직(교수, 사,변호사,의사등) 25 9.9

자녀의 수

1명 61 24.1
2명 162 64.0
3명 22 8.7

4명이상 8 3.2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G시에 소재한 15개소 유아교육기 에 다니고 있는 

만 4, 5세 유아 253명과 그들의 아버지 253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의 일반  배경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상유아와 아버지의 일반  특성 (N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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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문 항 수 신뢰도 계수

의사소통 지향성 6 .750
화합 지향성 4 .691
통제 지향성 4 .643

    체 14 .725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도구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하여 Austin(1993)의 의사소통 척도와  

서정희(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경애(2000)가 제작한 부모 상호작용 도구를 

사용하 다.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검사도구는 3개의 하  역으로 의사소통 

지향성, 화합지향성, 통제 지향성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매우 그 다’의 5 에서부터 ‘매우 그 지 않다‘의 1 의 수를 부여하는 Likert 
평정척도로 항목별 산출 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

다. 문항들의 내  신뢰도인 Cronbach α 계수는 의사소통 지향성은 .750, 화합 지

향성은 .691, 통제 지향성의 신뢰도가 .643, 체 신뢰도는 .725이며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역  신뢰도 계수

  
2) 유아의 셀 리더십 도구

유아의 셀 리더십을 측정하기 이명숙(2007)이 개발한 유아 셀 리더십 척도

(Scale of Children self-leadership)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유아를 상으로 교

사가 찰한 유아의 행동에 근거하여 평정하는 체크리스트로서 3개의 하  역으

로 자기 리, 자연 보상, 건설 사고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교사가 각 문항에서 서술된 행동이나 태도를 유아가  하지 않으면 0 , 10회  

1-3회 하면 1 , 4-6회 하면 2 , 7회 이상이면 3 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셀

 리더십의 수범 는 0-153 으로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  신뢰도인 Cronbach α 계수는 자기 리 .765, 
자연 보상은 .781, 건설  사고는 .855, 체 신뢰도 .913이며 다음 표 3에 제시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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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문 항 수 신뢰도 계수

자기 리 18 .765
자연  보상 8 .781
건설  사고 25 .855

    체 51 .913

      역 문 항 수 신뢰도 계수

친사회  행동 5 .559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  정서 4 .662

래 유능감 6 .684
자아 강도 6 .705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 7 .711
    체 28 .712

표 3 유아의 셀 리더십 역  신뢰도 계수

  
2) 유아의 유치원 응력 도구 

유아의 유치원 응력을 알아보기 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
이 개발한 유치원 응 평가 도구(PAQ: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김지은(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유아의 유치원 응평가 검사도구는 5개

의 하  역으로 친사회 행동,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  정서, 래 유능감, 자

아 강도,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

는 담임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보여지는 유아의 행동 찰에 기 하여 ‘매우 그 다’
의 5 에서부터 ‘매우 그 지 않다‘의 1 의 수를 부여하는 Likert 평정척도로 항

목별 산출 수가 높을수록 유치원 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  신뢰

도인 Cronbach α 계수는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 .711, 자아 강도 .705, 래 유능

감 .684,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  정서 .662, 친사회 행동의 신뢰도 .559, 체 

신뢰도는 .712이며 다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유아의 유치원 응력 역  신뢰도 계수

3. 연구절차

1) 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유아의 셀 리더십, 유아의 유치

원 응력에 한 질문지의 문항에서 이해도와 용 타당성을 악하기 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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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  아버지 10명과 그 유아 10명에게 비검사를 실시하

다. 특히, 아버지의 질문지 경우 유아를 통해 아버지에게 달하는 방식을 사용

하 으며, 연구의 목   질문지에 해 설명하는 설명문을 동 하여 아버지들이 

질문지에 한 답변  이해를 돕도록 하 다. 편지를 동반하여 평정하도록 하

다.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 유아의 셀 리더십, 유아의 유치원 응 

모든 문항 용에 어려움이 없고, 응답자가 문항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단되어 

연구도구를 그 로 사용하 다.

2) 본 조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G시에 소재

하고 있는 사회인구학  배경이 유사한 15개소 유아교육기 에 본 연구자가 직  

찾아가 각 기 의 기 장에게 조와 허락을 구한 후 연구를 실시하 다.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 질문지는 유아들의 담임교사가 유아들을 통해 각 가정으로 330부를 

달하여 교사를 통해 87.8%인 290부가 회수되었다. 그  문항에 충분한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37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253부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 다. 
유아의 셀 리더십과 유치원 응력 평가는 본 연구자가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

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 평가를 의뢰한 후 회수하 다. 

3. 자료처리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과의 계를 알

아보기 해 SPSS 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했다. 아버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Pearson 상 계수를 이용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 은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

력과의 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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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셀 리더십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자기 리 자연  보상 건설  사고    체

의사소통 지향성   .17*    .17＊ .18*   .32***

화합 지향성  .03   .12   .44***  .28**

통제 지향성  -.22**   -.45***   .44*** -.45***

1.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 셀 리더십과의 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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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r=.32, p<.001), 화합지향성(r=.28, p<.001)과 유아의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하 역과 유아의 셀 리더십은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제지향성

(r=-.45, p<.001)은 유아의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상호작용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은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

인 자기 리(r=.17, p<.05), 자연  보상(r=.17, p<.05), 건설  사고(r=.18, 
p<.05)에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인 자기

리, 자연  보상, 건설  사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아버지의 상호작용 하

역인 화합지향성은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인 건설  사고(r=.44, 
p<.01)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

인 화합 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인 건설  사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제 지향성과 유아의 셀 리더

십의 하 역인 자기 리(r=-.22, p<.01), 자연  보상(r=-.45, p<.001)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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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유치원 

응력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친사회  

행동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  

정서

래

유능감

자아

강도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

체

의사소통 지향성   .20**   .09   .14   .10  .08   .38***

화합 지향성  .16*   .06   .16*   .01  .00 .10
통제 지향성 -.24** -.14  -.21** -.09 -.16*  -33***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

제 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인 자기 리, 자연  보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  사고(r=.44, p<.001)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통제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건설  사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적응력과의 관계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과의 계가 어떠한지를 알아

보기 하여 상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과의 계

*p<.05, **p<.01, ***p<.001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r=.38, p<.001)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은 정  상 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치

원 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

제 지향성(r=-.33, p<.001)에서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

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치원 응력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하 역인 의사소통 지향성은 유아의 유치원 응력

의 하 역인 친사회  행동(r=.20, p<.01)과 정  상 이 나타났으며, 화합 지

향성은 친사회  행동(r=.16, p<.05), 래 유능감(r=.16, p<.05)과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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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화합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친사회  행동과 래유능감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인 통

제 지향성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의 하 역인 친사회  행동(r=-.24, p<.01), 
래 유능감(r=-.21, p<.01),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r=-.16, p<.05)과 부  

상 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통제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친사회  행동, 래 유능감, 유치원 생활에서의 응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

과의 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에 한 유아의 셀 리더십과 유치

원 응력의 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은 유아의 체 셀 리더십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변인과 유아의 셀 리더십과의 계를 밝힌 연구들(김
지연, 2007; 민혜진, 2009; 양재희, 2010)과 맥을 같이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그  아버지의 역할 행동

은 유아의 셀 리더십에 지 한 계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유아가 함께 공존하는 가정 내의 환경이 유아의 성장에 기 가 되며 부모 특히 아

버지의 역량에 따라 유아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갖추리라 생각되어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에 따라 유아의 셀 리더십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 하 역별로 유아의 셀 리더십과의 계를 살펴보면,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 모든 하

역과 정 상 을 보 으며,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이 화합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 하 역인 건설 사고와 정  상 을 보 다. 반면에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이 통제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셀 리더십의 하 역인 자기 리와 자연  

보상과는 부  상 을 보 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 감이 높다고 지각할수

록 사교 인 인 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임화성(2006)과 주소 (199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아버지가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유아들에

게 미치는 향력은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래들과의 계에서 친 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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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해 자기 자신을 상 방에게 자발 으로 알리는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된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 감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반항, 
독단 인 인 계 성향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다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자녀 양육에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참

여도의 요성을 주장한 문병환(2008), Flouri와 Buchanan(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극 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셀 리더십

에 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유치원 응력과의 계를 살펴본 결

과,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체 유치원 응력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치원 응력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친 감과 사회

성 발달에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김희태, 이임순, 
2008; 지효숙, 2007)와 부모-자녀 간에 정 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교 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밝힌 연구결과(고 자, 2001; 양선희, 2007; 차유림, 2000; 
Bisland, 2004)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의 정 인 언어 상호작용은 

유아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고, 사회화 기능을 터득하여 스스

로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하는 유치원 응력이  발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 하 역별로 유아의 유치원 응력과의 계를 살펴보

면, 아버지 언어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친사회  행동과 정

상 을 보 으며, 화합 지향형일수록 친사회  행동  래유능감과 정 상 을 

보 다. 반면에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이 통제 지향성일수록 유아의 친사회  

행동, 래유능감, 유치원생활에서의 응과는 부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개방 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 응을 잘 한다는 연

구결과(백경숙, 권용신, 2004)와 부분 으로 일치하며, 아버지가 자녀와 화를 많

이 할수록 유아의 사교성과 근면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송요 , 온강, 2006)와 맥

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아버지-유아 간에 정 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

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의 하 역  의사소통 지향성과 유아의 유치

원 응력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이 원활할수록 자녀의 응 수 이 높다고 설명한 연구결과(Tesser, Forehand, 
Brody & Long, 1989)와 부모의 개방 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교 응과 정 인 

계를 보 다는 연구결과(이경님, 2006; 이정윤, 이경아, 2004)와 일치하며,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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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언어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고 자, 1999)와 

부분 으로 일치하여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유아의 유치원 응에 향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에 따

라 유아가 유치원에 응하는 능력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 리더십  

유치원 응력은 한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아의 셀 리더십

과 유치원 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변인 즉 아버지의 변인이 요함을 시사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셀 리더십과 유치원 응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이를 부모교육  교사교육에 

극 반 할 수 있는 이론  근거와 장연구에 있어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으로 

근할 수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보면, 첫째, 아버지의 

개인 인 내  변인(연령, 교육정도, 직업 등)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유아 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유아의 변화에 한 질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셋째, 유아의 셀 리더십과 유치원 응력을 증진시키기 해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 인 방안 즉, 유아와 아버지의 극

인 놀이참여 특히, 거친 신체놀이에 한 올바른 이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한 아버지의 언어  상호작용 로그램 개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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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Father's language 

interaction and self-leadership, preschoo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consisted of  253 four- and five-years-old children and their 

father's.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r.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language 

and self-leadership of young childre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language and preschoo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indicate that we need to 

actively develop programs to increase self-leadership and preschoo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through parents education

Key Words：Father's  Language Interaction,

             Self-leadership of Young Children, Pre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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