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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성격심리학적 접근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기질척도

(STQ: 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

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과 몽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 각 210명(남아 106명, 여아 104명), 263명(남아 117명, 여아 146명)으로 이

들의 기질은 각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STQ

의 신뢰도를 살펴보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하였

으며, 국가별 성에 따른 기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국가와 성에 따른 상호작

용을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동의 기질에서는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운동 에너지, 지적 에너

지가 다른 하위요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몽골 아동의 기질은 운동 템포, 운동

에너지, 자신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 국가별로 성에 따른 기질을 살펴본 결과 한

국 아동에서는 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에너지,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신경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반면, 몽골 아동에서는 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

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고,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신경증에서는 여아

가 남아보다 높았다. 국가별 성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에서만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신경증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감 능력과 신경증에서는 여아가 남

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확률적 민감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한국과 몽골 아동의 국가 및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검증(ANOVA) 결과 STQ

하위척도 12가지 요인 중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국가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및 신경증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템포, 사회

적 템포, 공감 능력 및 신경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감각적 추

구, 확률적 민감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및 신경증에서는 국가와 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공감 능력의 경우 한국 아동에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몽골 아동

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지적 에너지의 경우도 한국 아동에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몽골 아동에서는 오히려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경향을 보

이며 국가와 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끝으로 신경증의 경우 한국 아동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신경증 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몽골 아동에서는 성차가 없

었다.



셋째, 각 국가별 기질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두 국가 아동의 기

질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예로 한국 아동의 경우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

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지적 에너지, 유연성, 자신감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몽골 아동의 경우 운동 에너지는 사회적 에너지와 사회적

템포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문화권에서 STQ 기질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소

수의 요인을 제외한 한국과 몽골의 아동에서 STQ로 측정한 기질 하위요인의 신뢰도

는 높은 편이었다. 각 국가별로 기질의 특성과 기질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같은 아시아 문화권의 아동집단 간에서도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국가의 사회화과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주요어 : 한국아동, 몽골아동, 기질, S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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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

여도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개인차는 태내기에서부터 감지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기질에서 찾을 수 있다(최영희, 1990; 천희영, 1993). 특히 영유아

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난실, 이기숙, 2008; 하지영,

서소정, 2010). 기질을 생물학적 특징에 기초한 정서적 반응성 혹은,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따른 개인차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반면, 각

각의 연구의 목적에 의해 기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연구자마다 입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기질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은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근(Behavioral

styles approach),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Criterial approach), Rothbart의 심리

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

(Emotion regulation approach) 그리고 Kagan의 행동억제접근(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으로 크게 구분된다(Zentner & Shiner, 2012). 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기질

의 차원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기질이 선천적인 기반을 가지며 환경과 맥

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근(Behavioral styles approach)에서는 유전

적 요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체의 내적·외적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Thomas & Chess, 1977, 1986).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

(Criterial approach)에서는 기질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격 특성으로 보았

는데 기질에 따라 주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개인차를 가진다고 하였다(Buss & Plomin, 1986). Rothbart의 심리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에서는 기질의 개인차가 행동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

인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며,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Rothbart & Derryberry,

1981). 심리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한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Emotion

regulation approach)에서는 기질을 정서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보았는데 정서의 행

동적 표현에 대한 각성 수준이 일정한 수치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개인차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Goldsmith & Campos, 1982). Kagan의 행동억제접근(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에서는 기질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의 중심을 행동억제에 두었다(Kag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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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nska(1995)는 기질이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의 경

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기질도 다양한 경로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기질의 아동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발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othbart & Bates(2006)도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차로,

비교적 안정된 특성이지만 환경과 발달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으

로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변화가능한 기질 개념의 등장은 주로 영아

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질 연구를 발달의 여러 단계로 확장하게 하여 아동기와 청소

년기에 대한 기질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아동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나,

서로 다른 문화에 거주하는 집단 간 기질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면서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고 있다(박혜원, 2009).

일찍이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사회적 체계의 환경 맥락을 고려한 생태학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아동 자신의 고유한 특성 중 개인차의 본질로서의 기질 개념을 밝히며 체계적인

기질 연구를 시작한 Thomas, Chess와 Birch(1968)도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아동의 기질이 선천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이들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기질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화적합성

(goodness of fit)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의 특성과 환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아

동 자신의 능력, 동기, 특성 그리고 행동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

히면서고 기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보고하였다(원영미, 1989).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기질 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

러시아, 영국 또는 호주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 간 아동의

기질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동양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Ahadi, Rothbart, & Ye, 1993;

Gartstein, Knyazev, & Slobodskaya, 2005; Windle, Iwawaki, & Lerner, 1988).

한국 아동의 기질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 아동의 기질을 비교한 연

구들로는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기질 비교 연구(원영미 외, 2004),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문화적 분석(박혜원, 2009), 한국과 인도네시아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김남숙,

김미경,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국가 간 기질 차이뿐 아니라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지낸 경우에도 기질의 차이가 뚜렷했음

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살펴보면,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기질 비교 연구(원영미 외, 2004),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문화적 분석(박혜원,

2009)은 Rothbart(1981)의 간편형 유아기질검사 도구 CBQ를 사용하였고 한국과 인도

네시아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김남숙, 김미경, 2011)은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학령 전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어머니 질문지인 RITQ(Revised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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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천희영(199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에 대해 성격심리학적 관점에서 Vladimir(1980)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STQ(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한국

과 몽골 아동의 기질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STQ에서의 기질은 생리화학적 성향으

로서 인간의 일생동안 가장 일관된 행동의 양상이며, 하위요인은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고된다. STQ 모델의 배경은 신경

계의 유형 및 특성을 연구하는 동유럽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STQ는 조직, 직업,

임상 및 교육 스크리닝 목적에 맞는 버전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사

용되고 있으나 아직 아시아지역에서는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박현경, 2018). 한국

아동에 대한 연구가 적은 STQ의 기질 척도를 통해 한국 아동의 기질을 알아보고, 아

시아 문화권 내이지만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몽골 아동의 기질과도 비교하여

본 척도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STQ(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의 12가지 하위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한국 아동의 기질과 몽골 아동의

기질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 분석할 것이다. 12가지 하위척도는 기존의 여러 기질검사

에서도 다루어 왔던 기질차원(운동에너지, 충동성 등) 외에도 신경증과 같이 새로운

임상적인 차원도 포함함으로써 흥미로운 기질 특성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못한 한국 아동의 기질 특성을 이해하여 부모들은 보다 적절한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몽골의 경우 어린 아동

의 심리병리적 발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Kohrt, Kohrt, Waldman,

Saltzman, & Carrion, 2004) 어린 아동의 기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본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을 대상으로 아시아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못

한 STQ의 기질 척도를 사용해 기질특성을 알아보고, 같은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기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 간 상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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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아동(Children)

아동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서 12~13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말하

며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만 3-5세로 정

의하였다.

2) 기질(Temperament)

기질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신경계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을 일생동안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이러한 기질은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성격심리학적 접근에서 생화학적 성향을 강조한 기질척

도(STQ: 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운동 에너지, 운동 템

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활률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 신경증의 12가지 하위요인으로 한국과 몽골아동의 기질을 비

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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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질의 이해

1) 기질의 개념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유사한 양육환경 및 조

건에서 성장한다 해도 각자의 개별적인 특질을 드러낸다. 이러한 개인차는 선천적으

로 타고난 기질에 기인하는데(최영희, 1991; 천희영, 1993), 어린 영유아일수록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난실, 이기숙, 2008; 하지영, 서소정, 2010).

많은 연구자들은 기질을 생물학적 특징에 기초한 정서적 반응성·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따른 지속적·안정적인 개인차로 정의한다. 한편, 기질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기질에 대한 접근에는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

근(Behavioral styles approach),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Criterial approach),

Rothbart의 심리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Emotion regulation approach) 그리고 Kagan의 행동억제접근

(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 등이 있다(Zentner & Shiner, 2012).

첫째,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근(Behavioral styles approach)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기질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발달과정에서 주

변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유기체의 내적·외적인 환경 간의 상호작

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적합성의 개념으로 환경과 개인 간의 적절한

조합을 중시하였다. 이에 아동의 개인차가 환경과 잘 조화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적절한 발달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Thomas & Chess, 1977, 1986). Thomas와 Chess의 기질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질 측정의 이론적, 개념적 구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이경옥, 2004). 국내외 연구(여은진, 이경옥,

2011; 위영희, 1994; 이경옥, 2004; Buss & Plomin, 1986; 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rnberg, 1983)들은 Thomas와 Chess의 기질 요인이 서로 중복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Thomas와 Chess의 기질 개념에서 기질을 행동유형으로만 보

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였다(이경옥, 2004).

둘째,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Criterial approach)은 아동기의 각성에서 개인

차가 나타난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며, 기질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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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보았다. 기질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

는 변화일 뿐 다시 본래의 성향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

질에 따라 주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개인차를 가진다고 보았다(Buss & Plomin, 1986).

셋째, Rothbart의 심리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은 기질의 개인차가

행동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질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기질은 개체의 반응성과 자기조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성적인 개

인차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반응성은 운동 활동, 미소/웃음, 고통과 같은 자극의

개인 반응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반응적 상태를 조절하고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행

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구성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이고 생물학적인 특

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 성숙 및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othbart & Derryberry, 1981).

넷째,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Emotion regulation approach)은 심리

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기질을 정서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분노,

두려움, 즐거움, 흥미-접근, 운동적 활동 등의 기질 차원에 관심을 가졌다. Campos 외

(1983)는 기질을 정서의 행동적 표현에 대한 각성 수준에서 일정한 수치에서의 강하

고 순간적인 개인차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 내, 개인 간 과정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Goldsmith & Campos, 1982).

다섯째, Kagan의 행동억제접근(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은 기질에 대한 생

물학적 접근의 중심을 행동억제에 두었다(Kagan, 1989). 행동억제란 아동이 낯선 환

경 및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등 정서적 불균형을 보이는 반응양

식·행동으로 정의된다(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많은 연구들에서 행동억

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에 사회불안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Biederman et al., 2001;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Neal,

Edelmann, & Glachan,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이처럼 여러 접근

법에서 강조하는 기질의 차원은 차이를 보이지만 비교적 선천적인 기반을 가진 기질

은 환경이나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Kochanska(1995)는 기질이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의 경

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기질도 다양한 경로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한 다른 기질의 아동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발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Rothbart와 Bates (2006)도 최근 안정적이고 불변한 특성으로서의 기질에

대한 초기 견해가 환경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 변화된다는 보다 역동적인 관점으로 변

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능하다는 기질 개념의 등장은 주로 영아

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질연구를 발달의 여러 단계로 확장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기질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아동의 환경 변화 또는 서로 다른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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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집단 간의 기질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면서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고 있다(박혜원, 2009).

일찍이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사회적 체계의 환경 맥락을 고려한 생태학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아동 자신의 고유한 특성 중 개인차의 본질로서 기질을 밝히며 체계적인 기질연

구를 시작한 Thomas, Chess와 Birch(1968)도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아동의 기질이 선천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바로 이

집단을 대상으로 기질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의 개

념을 도입하여 환경의 특성과 환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아동 자신의 능력, 동기,

특성 그리고 행동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기질에 미치는 환

경의 영향을 보고하였다(원영미, 1989). 기질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유의 특성

이지만 한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바람직하게 간주 되는 기질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양육 환경 및 조건이 바람직하게 간주 되는 기질의 성향은 조장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질 성향의 경우에는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같은 기질의 성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적응도

가 달라질 것이며 문화에 따라 기질의 특성도 달라질 것이다(박혜원, 2009).

기질에 대한 연구가 1930년대 Gesell의 아동관찰의 분석에서 시작된 이래 기질의 선

천적 기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Thomas와 Chess(1986)는 영아가 태어난 후 기질적 특성이 인지와 정서 및 가정 내․

외의 환경을 포함한 다른 심리적 특성과 지속적인 진화적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들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기질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고 변화 또는

강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질은 특히 환경적 영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

고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질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Lerner &

Galambos, 1985).

2) 기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선행연구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개별적인 특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권연희, 2015), 환

경으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발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허미경, 이소은, 2010). 기질은 주변 환경 자극에 대한 정서·행동·주의

반응의 질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의미하여 사회화 관련 연구의 중요한 변수로 제시

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정서, 언어, 신체, 사회적응 및 문제행동 등과 같

은 발달에서의 기질의 영향력을 밝혔다(박영선, 2015). 유아의 기질 연구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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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유능성(권연희, 2014; 최미숙, 2014),

사회적 능력(허미경, 이소은, 2010; 황소연, 방희정, 2012), 또래 유능성(김언경, 엄정애,

2013; 박석규, 이은희, 2011), 친사회적 행동(이경님, 부예숙, 2013), 이타행동(송수미,

박애경, 2009), 또래 간 갈등해결방식(조영아, 이선숙, 2012), 적응(박인숙, 2013), 문제

행동(우수경, 2007), 외현화 문제행동(권혜진, 전숙영, 2015), 부적응행동(김수정, 곽금

주, 2007)과 같은 변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개별 아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개인차를 강조한 것이다(원영미 외,

2004).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기질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 러

시아, 영국 또는 호주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Ahadi, Rothbart, & Ye, 1993; Gartstein, Knyazev, & Slobodskaya, 2005; Windle,

Iwawaki, & Lerner, 1988)에 한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아동의 기질을 비교연구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Gartstein, Knyazev와 Slobodskaya(2005)에서는 미국과 러

시아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기질의 3요소 구조는 미국과 러시아 아동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Rothbart 등(2001)

이 보고한 요인 구조의 미묘한 차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러시아 영아의 부모는 미국의

부모보다 그들의 자녀들이 부정적 정서(제한, 두려움)와 관련된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Rothbart, Ahadi, Hershey와 Fisher(2001)는 미국과 일본 표본에 대해 수행된 요인

분석에서 규제/주의 요인이 긍정적인 정서 요인에 포함되는 반면, 중국 표본의 경우엔

규제/주의와 긍정적 정서 사이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긍정적인

정서(예: 소개할 때 미소 짓는 것, 인사하는 것 등)가 나타내는 문화적 특성차이가 이

러한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hadi 외(1993)는 중국과 미국의 아동

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여 중국 아동은 미국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낮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의 아동들이 미국의 아동들에 비해 아동기 동안 어머니와 신체

적으로 보다 근접해 있으면서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원영미 외, 2004).

마지막으로 원영미 외(2004)는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더 활가차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며 주의통제 능력도

높게 나타나며, 기절적인 성향이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별 평가의 편향성, 즉 전반적

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별 기질 문항점수 평

균과 개별 기질 문항 점수의 차이를 이용한 수정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추가적인 분석

을 해 본 결과, 양국의 유아들이 모두 주의통제 점수는 평균보다 높으나, 활기와 부정

적 정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국의 기질 특성이 유사한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 간 기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질범주에 따라 기질 차이가 나타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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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동양문화권에 있는 아동의 경우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2. STQ의 이해

1) STQ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성격심리학적 접근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기질척도

(STQ: 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12가지 하위요인(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템포, 사회적 에너지,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확률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 신경증)으로 한국과 몽골아동의 기질을 비교분

석을 해보고자 한다.

기질 척도(STQ)의 구조를 살펴보면, 12가지의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형(성인용)와 관찰자 관리(아동용)형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생애초기부터 일생동안

가장 일관된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초기에 모든 버전의 STQ는 성인용 샘플에

서 검증되고 조직, 교육 및 임상 심리학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현재는 아동의 관찰자

와 보호자가 관리하는 축소형 STQ의 아동용 버전이 꾸준히 개발 중이다. STQ는 신

경계의 유형 및 성질을 연구하는 동유럽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기질 연

구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박현경, 2018).

STQ의 모든 버전은 기질 연구의 활동별 접근방식으로 사회적, 육체적 및 정신적

특성에 대한 행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Rusalov에 의해 STQ버전은 확장형

STQ(STQ-150)과 간편형 STQ(STQ-26) 두 버전으로 개발되었고 모두 세 가지로 그

룹화 된 12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확장형 STQ는 자체보고 측정법을 사용해

12개의 기질과 1개의 유효범위 및 6개의 색인에 할당된 144개의 항목이 결합되어 있

다. 유효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한 경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고 문항에 응답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기질 설문지의 확장 구조에 통합하여 러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우르두, 폴란드 및 중국 샘플에서 접수된 데이터의 요인 분석을 하여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 사이의 분리를 확인하였다. 확장된 STQ의 관

리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기 때문에 Rusalov와 Trofimova는 조직, 교육 및 임상 환

경에서 스크리닝 목적에 더 적합한 짧고 간편한 버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Rusalov(2004)는 STQ의 간편형 버전을 개발했고 Trofimova(2011)는 STQ의 축소형

버전(STQ-77)을 개발하였다. 이 버전은 성인, 청소년, 유치원 및 조기 아동의 평가에

적용되었다(Rusalov, 2004). Trofimova가 개발한 두 번째 축소형 STQ 모델은

Rusalov의 모델과는 달리 활동영역 간에 차별화되지 않고 세 가지 영역인 객체 관련

정서성, 사회적 정서성 및 지적 정서성에서 신경 반응을 묘사하는 세 가지 감정 척도

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기본적으로 하나의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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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준다는 차이점을 가진다(Bishop, Jacks, Tandy, 1993; Bishop & Hertenstein,

2004; Dumenci, 1996; Rusalov, 2004; Stough, Brebner, Cooper, 1991).

STQ-77는 총 77 개의 항목으로 성인용 및 아동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하는

데 약 12-15분이 소요된다. Rusalov(1989)는 러시아판 도구인 STQ-R과 유사하게

STQ 영문 버전(STQ-E)을 개발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EFA)으로 요인 유효성을

평가하여 9개(8개의 기질 + 1개의 거짓말 척도)로 구성되었다. Stough 외(1991)는 호

주 대학생의 STQ-E를 사용하였고, Bishop 외(1993)는 미국 대학생에 STQ-E를 사용

하였는데 원판 STQ-R 요인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Rusalov(1998)는 San

Jose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캐나다의 McMaster 대학교, Brock

대학교 대학생들 1014명에게 테스트를 진행하였다(Rusalov & Trofimova, 2007). 또한

Rusalov와 Trofimova는 캐나다에서 실험표본을 통해 심화된 영어 STQ를 연구하였고

중국어(STQ-C), 파키스탄-우르두어(STQ-U), 그리고 폴란드어(STQ-P) 심화 STQ를

개발하였다. 4개의 STQ 신뢰도 계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모두 러시아

STQ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Trofimova & Sulis, 2011). Trofimova는

2005-2006년 사이에 학생들과 함께 세 가지 심화된 STQ를 개발하였다. 이어서 아동

용 척도로서 러시아 아동용(3-6살 STQ-R-PS), 러시아 초등학생용(7-11살

STQ-R-ES), 러시아 청소년용(11-16살 STQ-R-T)을 개발하였으며, 어른용

(STQ-R26), 청소년용(STQ-RT26)도 개발하였다(Rusalov, 2004). 현재 STQ척도는 성

인용으로 영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네덜란드어, 힌두

어, 우르두어로 번역되어 연구 중이며, 아동용으로는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가 번역되

어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개발되어진 STQ 척도에서 현재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사

용하는 12개의 하위요인과 활동의 물리적 운동, 언어와 사회적 측면을 구별하고, 이러

한 기질의 3가지 특성을 활동의 정신적, 지적 측면과 상관있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구

조화는 구두 기능(왼쪽 일시적 피질을 통한), 정신 기능(전두엽 피질을 통한)과 운동

좌표(좌우 대뇌 피질을 통한)를 제어하는 신경 해부학적 국소화와 일치한다고 본다.

2) STQ의 척도

(1) 운동 에너지(Motor Ergonicity, ERM)

운동 에너지(Motor Ergonicity, ERM)는 신체활동에 대한 활발한 잠재력과 오랜 시

간 동안 신체활동과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2) 운동 템포(Motor Tempo, TMM)

운동 템포(Motor Tempo, TMM)는 물리적 작업속도, 물체의 조작속도 및 감각 운

동의 모든 협응능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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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각적 추구(Sensitivity to Physical Sensations, SS)

감각적 추구(Sensitivity to Physical Sensations, SS)는 기본적인 신체 감각, 즐거움

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강렬한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가

능성을 의미한다.

(4) 사회적 에너지(Social Ergonicity, ERS)

사회적 에너지(Social Ergonicity, ERS)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적 능력을 의미한다.

(5) 사회적 템포(Social Tempo, TMS)

사회적 템포(Social Tempo, TMS)는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언어적

속도를 의미한다.

(6) 공감능력(Empathy, as Sensitivity to others, EMP)

공감능력(Empathy, as Sensitivity to others, EMP)은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타

인의 상황과 기대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을 의미한다.

(7) 지적 에너지(Intellectual Ergonicity, ERI)

지적 에너지(Intellectual Ergonicity, ERI)는 무엇을 배우는 활동과정에서 개인의 잠

재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8) 유연성(Plasticity, PL)

유연성(Plasticity, PL)은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른 활동 간의 전환을 잘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9) 확률적 민감성(Sensitivity to Probabilities, PRO)

확률적 민감성(Sensitivity to Probabilities, PRO)은 가능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이

해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류하는 학습능력을 의미한

다.

(10) 자신감(Self-confidence, SLF)

자신감(Self-confidence, SLF)는 안전감,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며 개인에 대한 통제

력과 타인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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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동성(Impulsivity, IMP)

충동성(Impulsivity, IMP)은 계획 또는 합리적인 추론보다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에

기초한 행동을 하고 정서적 반응의 불안정성을 가지며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

함을 의미한다.

(12) 신경증(Neuroticism, NEU)

신경증(Neuroticism, NEU)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과 새로운

것 또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철회 정도를 의미한다.

STQ 모델의 배경은 신경계의 유형 및 성질을 연구하는 동유럽의 문화에 바탕을 두

고 있다. STQ는 조직, 직업, 임상 및 교육 스크리닝 목적에 맞는 버전으로 개발하였

고,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아시아지역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STQ의 아시아국가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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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아동 기질과 몽골 아동기질의 차이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

며, 한국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아동 총 210명과 몽골 울란바토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총 263명의 주양육자가 아동의 기질을 평정하였다.

조사는 2019년 7월부터-2019년 9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몽골 설문지는 총 300부에

서 불성실한 응답한 37부를 제외하고 263부를 사용하였고, 한국 설문지는 총 300부에

서 불성실한 응답한 90부를 제외하고 210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성 구분 한국(%) 몽골(%)

아동

성별
남아 106(50.5) 117(44.5)

여아 104(49.5) 146(55.5)

나이

만 3세 87(41.4) 83(31.5)

만 4세 53(25.2) 120(45.6)

만 5세 70(33.3) 60(22.9)

어머니

주양육자
어머니 203(96.7) 252(95.8)

아버지 2(0.9) 8(3.04)
조부모 5(2.4) 3(1.16)

연령

20대 2(1.0) 33(12.5)

30대 131(62.4) 165(62.7)

40대 72(34.3) 62(23.6)

50대 이상 5(2.4) 3(1.2)

취업여부

아버지 61(29.0) 56(21.3)

어머니 3(1.4) 7(2.6)

부모 모두 146(69.6) 200(76.1)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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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한국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06명(50.5%), 여아가 104명(49.5%)이었

으며 연령별로는 만 3세는 87명(41.4%), 만 4세는 53명(25.2%), 만 5세는 70명(33.3%)

이었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203명(96.7%), 아버지가 2명(0.9%), 조부모가 5명

(2.4%)이었다. 주양육자의 연령은 20대 2명(1.0%), 30대 131명(62.4%), 40대 72명

(34.3%), 50대 이상 5명(2.4%)이었다. 부모 취업여부는 아버지만 61명(29.0%), 어머니

만 3명(1.4%), 부모 모두의 경우는 146명(69.6%)이었다.

몽골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17명(44.5%), 여아가 146명(55.5%)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3세는 83명(31.5%), 만 4세는 120명(45.6%), 만 5세는 60명(22.9%)이었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252명(95.8%), 아버지가 8명(3.04%), 조부모가 3명(1.16%)이었다.

주양육자의 연령은 20대 33명(12.5%), 30대 165명(62.7%), 40대 62명(23.6%), 50대 이

상 3명(1.2%)이었다. 부모 취업여부는 아버지는 56명(21.3%), 어머니는 7명(2.6%), 부

모 모두는 200명(76.1%)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Rusalov와 Trofimova(2007)가 개발

한 STQ(Structure of Temperament Questionnaire) 모형을 한국어로 수정·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물학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만 3세에서 7세 아동의 행

동을 어머니가 관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정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목적과 부합된 활동,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정신적 활동에 대한 속성

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기질을 검증하게 되어있다.

본 측정도구는 총 77문항으로 하위영역은 12가지로 운동 에너지(Motor Ergonicity,

ERM), 운동 템포(Motor Tempo, TMM), 감각적 추구(Sensitivity to Physical

Sensations, SS), 사회적 에너지(Social Ergonicity, ERS), 사회적 템포(Social Tempo,

TMS), 공감 능력(Empathy Sensitivity to others, EMP), 지적 에너지(Intellectual

Ergonicity, ERI), 유연성(Plasticity, PL), 확률적 민감성(Sensitivity to Probabilities,

PRO), 자신감(Self-confidence, SLF), 충동성(Impulsivity, IMP), 신경증(Neuroticism,

NEU)으로 각 6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항을 포함한 하위요인 및 신뢰도가 낮

은 하위요인을 제외하여 운동 에너지(ERS), 운동 템포(TMM), 감각적 추구(SS), 사회

적 에너지(ERS), 사회적 템포(TMS), 공감 능력(EMP), 지적 에너지(ERI), 유연성

(IMP), 확률적 민감성(PRO), 자신감(SLF), 충동성(IMP), 신경증(NEU)에 대하여 총

12가지 하위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운동 에너지에는 ‘오랫동안 불평 없이 신체활동이나 게임을 할 수 있다’, ‘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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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활동해도 잘 지치지 않는 편이다’ 등이 포함되며 운동 템포에는 ‘다른 아이들보

다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게임에서 더 빠르다’ ‘장난감이나 물건을 다룰 때, 손이 빠

르고 민첩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각적 추구에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좋

아하며 종종 위험한 것을 찾는다’, ‘빠른 놀이기구나 시끄러운 장난감 같은 새로운 감

각을 추구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에너지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말

한다’,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대화에 항상 참여하려고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회적 템포에는 ‘의사소통 시 빠르게 반응한다’, ‘또래 아이들 보다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공감 능력에는 ‘눈에 띄게 괴로워하거나 울고 있는 어른을 보면

아이는 항상 속상해 한다’. ‘사람, 심지어 또래들보다 장난감이나 기계에 더 관심이 있

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 에너지에는 ‘학습할 때, 다른 아이보다 오래 집중할 수

있다’, ‘읽기나 그리기와 같은 일을 오래 할 때, 차분하고 집중한다’ 등이 포함된다. 유

연성에는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쉽게 받

아 들인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활동이나 계획이 변경 될 때, 화

내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확률적 민감성에는 ‘생각하기 보다는 행동하는 편이

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관심이 덜한 것 같아 몇 번씩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자신감에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 할 때에

도 편안해 하고 미소 짓는다’, ‘실수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오랫

동안 걱정하는 편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동성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인내심이 없

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종종 과민반응을 하고 성질을 부린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

경증에는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람을 피한다’,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익숙한 사람에

게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에 4점

으로 평정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기질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한국 아동의 신뢰도는 -.03~.80이었고, 몽골 아동의 신뢰도는 -.02~.72이

었다. 한 부모당 검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 신

뢰도 및 구체적인 문항별 구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운동 에너지(ERM) 1, 14, 27, 40, 53* , 65 6 .60(.40)

운동 템포(TMM) 3, 16, 29, 31, 42, 55 6 .80(.72)

감각적 추구(SS) 9*, 22, 48, 54, 61, 73 6 .68(.48)

<표 2> 기질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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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문항은 역 채점으로 계산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만 3-5세 아동들 대상으로 기질 설문지의 수행 시간

및 문항 내용 이해의 용이성,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만3

세~만5세 아동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9년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서 한국과 몽골에 위치한 보육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

청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가정으로 배부하여

부모가 아동의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들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아동 총 473명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 비교를 살펴보는 것이다. 모든 자

료분석은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에너지(ERS) 4, 17, 30, 43*, 56*, 68* 6 .55(.23)

사회적 템포(TMS) 6, 19, 32, 45*, 66*, 70* 6 .36(-.03)

공감 능력(EMP) 20, 35*, 50, 52*, 63, 76 6 .48(-.23)

지적 에너지(ERI) 12, 25*, 36, 38, 41*, 51 6 .66(.20)

유연성 (PL) 2, 10, 23, 37*, 49, 69 6 .64(.22)

확률적 민감성(PRO) 5*, 15*, 44, 62, 64, 75 6 -.03(.02)

자신감(SLF) 8, 11*, 18, 24, 28, 57 6 .41(.40)

충동성(IMP) 7, 33, 46, 59, 71, 74 6 .80(.61)

신경증(NEU) 21, 34, 47, 60, 67, 72 6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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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성별에 따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가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국가들의 아동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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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

1)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

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에 대한 가능한 최소값, 최대값 및 평

균,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 3>, <표 4>와 같다.

먼저 한국 아동의 기질은 하위요인인 사회적 에너지(M=3.27, SD=.37)과 사회적 템

포(M=3.20, SD=.41)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동 에너지(M=2.95, SD=.44), 지적

에너지(M=2.91, SD=.49)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M=2.69, SD=.39),

운동 템포(M=2.58, SD=.58), 유연성(M=2.45, SD=.43), 확률적 민감성(M=2.39,

SD=.30), 자신감(M=2.27, SD=.39), 신경증(M=2.14, SD=.48)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감각적 추구(M=2.02, SD=.45), 충동성(M=1.76, SD=.50)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척도 N 점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M SD

기질

운동 에너지(ERM) 210 2.17 1.83 4.00 2.95 .44

운동 템포(TMM) 210 3.00 1.00 4.00 2.58 .58

감각적 추구(SS) 210 2.50 1.00 3.50 2.02 .45

사회적 에너지(ERS) 210 2.50 1.50 4.00 3.27 .37

사회적 템포(TMS) 210 2.17 1.83 4.00 3.20 .41

공감 능력(EMP) 210 2.17 1.67 3.83 2.69 .39

지적 에너지(ERI) 210 2.50 1.50 4.00 2.91 .49

유연성 (PL) 210 2.33 1.17 3.50 2.45 .43

확률적 민감성(PRO) 210 1.67 1.67 3.33 2.39 .30

자신감(SLF) 210 2.33 1.17 3.50 2.27 .39

충동성(IMP) 210 2.33 1.00 3.33 1.76 .50

신경증(NEU) 210 2.67 1.00 3.67 2.14 .48

<표 3> 한국 아동의 기질에 대한 기술통계량 (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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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아동의 기질은 하위요인인 운동 템포(M=3.06, SD=.43), 운동 에너지(M=2.90,

SD=.37), 자신감(M=2.85, SD=.37)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연성(M=2.83,

SD=.30), 충동성(M=2.83, SD=.41), 신경증(M=2.81, SD=.43), 사회적 템포(M=2.75,

SD=.35), 지적 에너지(M=2.71, SD=0.32)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에너지

(M=2.69, SD=.35), 확률적 민감성(M=2.69, SD=.28), 감각적 추구(M=2.66, SD=.39), 공

감 능력(M=2.61, SD=.27)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한국과 몽골 아동의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

아동의 국가별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5>

와 같다.

<표 5> 국가별 성별에 따른 기질 M(SD)

하위척도 N 점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M SD

기질

운동 에너지(ERM) 263 2.33 1.67 4.00 2.90 .37

운동 템포(TMM) 263 2.00 2.00 4.00 3.06 .43

감각적 추구(SS) 263 2.50 1.50 4.00 2.66 .39

사회적 에너지(ERS) 263 2.17 1.67 3.83 2.69 .35

사회적 템포(TMS) 263 2.33 1.50 3.83 2.75 .35

공감 능력(EMP) 263 1.50 1.83 3.33 2.61 .27

지적 에너지(ERI) 263 1.83 1.83 3.67 2.71 .32

유연성 (PL) 263 1.67 2.00 3.67 2.83 .30

확률적 민감성(PRO) 263 1.67 1.83 3.50 2.69 .28

자신감(SLF) 263 2.33 1.50 3.83 2.85 .37

충동성(IMP) 263 2.17 1.83 4.00 2.83 .41

신경증(NEU) 263 2.67 1.33 4.00 2.81 .43

<표 4> 몽골 아동의 기질에 대한 기술통계량 (N=263)

국가 한국 몽골

성별
남
(n=106)

여
(n=104)

계
(n=210)

t p
남
(n=117)

여
(n=146)

계
(n=263)

t p

운동
에너지(ERM)

2.96(.40) 2.94(.48) 2.95(.44) .295 .77 2.92(.36) 2.88(.37) 2.90(.37) 1.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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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에너지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96(SD=.40)이고, 여아 평균은 2.94(SD=.48)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92(SD=.36)이고, 여아 평균은 2.88(SD=.37)로 나타났

다. 운동 템포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65(SD=.54)이고, 여아 평균은 2.51(SD=.61)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3.12(SD=.42)이고, 여아 평균은 3.02(SD=.43)로 나타났

다. 감각적 추구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07(SD=.45)이고, 여아 평균은 1.98(SD=.46)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71(SD=.40)이고, 여아 평균은 2.62(SD=.38)로 나타났

다. 사회적 에너지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3.28(SD=.33)이고, 여아 평균은 3.26(SD=.41)

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66(SD=.32)이고, 여아 평균은 2.71(SD=.37)로 나타

났다. 사회적 템포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3.16(SD=.37)이고, 여아 평균은 3.24(SD=.44)

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71(SD=.34)이고, 여아 평균은 2.79(SD=.36)로 나타

났다. 공감 능력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63(SD=.40)이고, 여아 평균은 2.75(SD=.38)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61(SD=.26)이고, 여아 평균은 2.60(SD=.28)로 나타났

다. 지적 에너지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85(SD=.47)이고, 여아 평균은 2.97(SD=.49)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75(SD=.29)이고, 여아 평균은 2.69(SD=.34)로 나타났

다. 유연성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45(SD=.42)이고, 여아 평균은 2.46(SD=.45)로 나타

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85(SD=.30)이고, 여아 평균은 2.82(SD=.30)로 나타났다.

확률적 민감성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44(SD=.30)이고, 여아 평균은 2.35(SD=.28)로

나타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71(SD=.30)이고, 여아 평균은 2.68(SD=.27)로 나타났

운동
템포(TMM)

2.65(.54) 2.51(.61) 2.58(.58) 1.79 .07 3.12(.42) 3.02(.43) 3.06(.43) 1.94 .06

감각적
추구(SS)

2.07(.45) 1.98(.46) 2.02(.45) 1.52 .13 2.71(.40) 2.62(.38) 2.66(.39) 1.69 .09

사회적
에너지(ERS)

3.28(.33) 3.26(.41) 3.27(.37) .32 .74 2.66(.32) 2.71(.37) 2.69(.35) -1.01 .32

사회적
템포(TMS)

3.16(.37) 3.24(.44) 3.20(.41) -1.43 .15 2.71(.34) 2.79(.36) 2.75(.35) -1.61 .11

공감
능력(EMP)

2.63(.40) 2.75(.38) 2.69(.39) -2.26* .02 2.61(.26) 2.60(.28) 2.61(.27) .28 .78

지적
에너지(ERI)

2.85(.47) 2.97(.49) 2.91(.49) -1.79 .08 2.75(.29) 2.69(.34) 2.71(.32) 1.43 .15

유연성 (PL) 2.45(.42) 2.46(.45) 2.45(.43) -.14 .88 2.85(.30) 2.82(.30) 2.83(.30) .68 .50

확률적
민감성(PRO)

2.44(.30) 2.35(.28) 2.39(.30) 2.05* .04 2.71(.30) 2.68(.27) 2.69(.28) .90 .37

자신감(SLF) 2.29(.37) 2.25(.41) 2.27(.39) .63 .52 2.88(.39) 2.83(.36) 2.85(.37) 1.02 .31

충동성(IMP) 1.77(.45) 1.74(.55) 1.76(.50) .38 .70 2.85(.46) 2.82(.37) 2.83(.41) .68 .50

신경증(NEU) 2.05(.45) 2.24(.50) 2.14(.48) -2.92** .01 2.79(.46) 2.82(.41) 2.81(.43) -.5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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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다. 자신감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29(SD=.37)이고, 여아 평균은 2.25(SD=.41)로 나타

났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88(SD=.39)이고, 여아 평균은 2.83(SD=.36)로 나타났다.

충동성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1.77(SD=.45)이고, 여아 평균은 1.74(SD=.55)로 나타났

으며, 몽골 남아 평균은 2.85(SD=.46)이고, 여아 평균은 2.82(SD=.37)로 나타났다. 신

경증에서 한국 남아 평균은 2.05(SD=.45)이고, 여아 평균은 2.24(SD=.50)로 나타났으

며, 몽골 남아 평균은 2.79(SD=.46)이고, 여아 평균은 2.82(SD=.41)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아동에서는 남아가 운동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에너

지,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에서 여아보다 높았으며, 여아는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신경증에서 남아보다 더 높았다. 반면, 몽골 아동중에서는 남아가 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자신감, 충동성에서 여아보

다 더 높았다. 여아의 경우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신경증이 남아 보다 높았다.

한국과 몽골 아동의 성별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의 한국 평균은

2.95(SD=.44)이고, 몽골 평균은 2.90(SD=.37)로 나타났으며, 운동 템포의 한국 평균은

2.58(SD=.58)이고, 몽골 평균은 3.06(SD=.43)로 나타났다. 감각적 추구의 한국 평균은

2.02(SD=.45)이고, 몽골 평균은 2.66(SD=.39)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에너지의 한국 평

균은 3.27(SD=.37)이고, 몽골 평균은 2.69(SD=.35)로 나타났다. 사회적 템포의 한국 평

균은 3.20(SD=.41)이고, 몽골 평균은 2.75(SD=.35)로 나타났으며, 공감 능력의 한국 평

균은 2.69(SD=.39)이고, 몽골 평균은 2.61(SD=.27)로 나타났다. 지적 에너지의 한국 평

균은 2.91(SD=.49)이고, 몽골 평균은 2.71(SD=.32)로 나타났으며, 유연성의 한국 평균

은 2.45(SD=.43)이고, 몽골 평균은 2.83(SD=.30)로 나타났다. 확률적 민감성의 한국 평

균은 2.39(SD=.30)이고, 몽골 평균은 2.69(SD=.28)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의 한국 평균

은 2.27(SSD=.39)이고, 몽골 평균은 2.85(SD=.37)로 나타났다. 충동성의 한국 평균은

1.76(SD=.50)이고, 몽골 평균은 2.83(SD=.41)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의 한국 평균은

2.14(SD=.48)이고, 몽골 평균은 2.81(SD=.43)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몽골 아동의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유연성,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 신경증은 더 높게 나타났

다. 또 한국과 몽골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에 대한 t검정 결과는 몽골 아동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국 아동의 공감 능력(t=-2.26), 확률적 민감성

(t=2.05), 신경증(t=-2.92)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신경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은 남아가, 사회적 템포 및 신경증

은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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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몽골 아동의 국가 및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

국가와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기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한국와 몽골 아동의 국가 및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

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운동 에너지

국가 .31 1 .31 1.92
성별 .12 1 .12 .73

국가*성별 .023 1 .02 .13
오차 77.44 469 .16
합계 4131.44 473

운동 템포

국가 27.53 1 27.53 108.57***
성별 1.78 1 1.78 7.04**

국가*성별 .048 1 .048 .19
오차 118.92 469 .25
합계 4001.69 473

감각적 추구

국가 47.62 1 47.62 264.54***
성별 .93 1 .93 5.18*

국가*성별 .01 1 .01 .02
오차 97.60 469 .20
합계 2817.77 473

사회적 에너지

국가 40.03 1 40.03 298.14***

성별 .022 1 .02 .16
국가*성별 .110 1 .11 .81
오차 84.44 469 .18
합계 4222.19 473

사회적 템포

국가 23.59 1 23.59 160.09***
성별 .68 1 .68 4.63*

국가*성별 .01 1 .01 .02
오차 62.98 469 .13
합계 4229.91 473

공감 능력

국가 .86 1 .86 7.77**
성별 .37 1 .37 3.36*

국가*성별 .50 1 .50 4.58*
오차 69.10 469 .14
합계 3374.66 473

지적 에너지

국가 4.43 1 4.43 26.99***
성별 .11 1 .11 .69

국가*성별 .92 1 .92 5.62*
오차 51.97 469 .11
합계 3808.30 473

유연성
국가 16.94 1 16.94 124.20***
성별 .01 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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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먼저 국가에 따른 기질의 차이는 운동 템포(F=108.57, p<.001), 감각적 추구

(F=264.54, p<.001), 사회적 에너지(F=298.14, p<.001), 사회적 템포(F=160.09, p<.001),

공감 능력(F=7.77, p<.001), 지적 에너지(F=26.99, p<.001), 유연성(F=124.20, p<.001),

확률적 민감성(F=121.18, p<.001), 자신감(F=268.67, p<.001), 충동성(F=635.57,

p<.001), 신경증(F=247.7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운동 템

포(F=7.04, p<.01), 감각적 추구(F=5.18, p<.05), 사회적 템포(F=4.63, p<.05), 공감 능

력((F=3.36, p<.05), 확률적 민감성(F=4.59, p<.05), 신경증(F=7.02, p<.01)에서 나타났

다. 운동에너지, 사회적 에너지, 지적 에너지, 유연성, 자신감, 충동성에서는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국가 및 성별의 상호작용에서는 공감 능력(F=4.58, p<.05), 지적 에너

지(F=5.62, p<.05), 신경증(F=3.67, p<.05)에서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국가간 비교에

서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기질 척도에서 몽골 아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성별에 따라서는 공감 능력 및 지적 에너지, 신경

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국가*성별 .03 1 .03 .24
오차 77.04 469 .16
합계 3449.83 473

확률적 민감성

국가 10.42 1 10.42 121.18***
성별 .39 1 .39 4.59*

국가*성별 .07 1 .07 .92
오차 63.98 469 .13
합계 3160.11 473

자신감

국가 39.80 1 39.80 268.67***
성별 .19 1 .19 1.32

국가*성별 .01 1 .01 .03
오차 40.33 469 .08
합계 3305.25 473

충동성

국가 134.61 1 134.61 635.57***

성별 .11 1 .11 .52

국가*성별 .01 1 .01 .01
오차 69.47 469 .14
합계 2867.38 473

신경증

국가 51.55 1 51.55 247.72***
성별 1.46 1 1.46 7.02**

국가*성별 .76 1 .76 3.67*
오차 99.33 469 .21
합계 3150.77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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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운동 에너지 1

운동 템포 .58** 1

감각적 추구 .25** .44** 1

사회적 에너지 .30** .25** .13 1

사회적 템포 .25** .25* -.05 .54** 1

공감 능력 .08 .13 .00 .27** .24** 1

지적 에너지 .31** .09 -.12 .18** .22** .07 1

유연성 .27** .17* -.03 .27** .28* .28** .32** 1

확률적 민감성 .06 .03 -.03 .08 .09 .16* .11 .21** 1

자신감 .25** .32** .41** .32** .12 .05 -.05 -.12 .06 1

충동성 -.08 .15* .35** -.15* -.14* -.10 -.33** -.45** -.01 .32** 1

신경증 -.08 .04 .03 -.33** -.11 .03 -.02 -.17* .06 -.01 .37**

1) 한국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한국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한국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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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동 에너지, 2. 운동 템포, 3. 감각적 추구, 4. 사회적 에너지, 5. 사회적 템포, 6. 공감능력, 7. 지적 에너지, 8. 유연

성, 9. 확률적 민감성, 10. 자신감, 11. 충동성, 12. 신경증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포(r=.58, p<.01), 감각적 추구(r=.25, p<.01), 사회적 에너지

(r=.30, p<.01), 사회적 템포(r=.25, p<.01), 지적 에너지(r=.31, p<.01), 유연성(r=.27,

p<.01), 자신감(r=.25, p<.01) 둥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운동 템포는 감각적 추구(r=.44,

p<.01), 사회적 에너지(r=.25, p<.01), 사회적 템포(r=.25, p<.05), 유연성(r=.17, p<.05),

자신감(r=.32, p<.01), 충동성(r=.15, p<.05)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감각적 추구는

자신감(r=.41, p<.01), 충동성(r=.35,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에너지는

사회적 템포(r=.54, p<.01), 공감능력(r=.27, p<.01), 지적 에너지(r=.18, p<.01), 유연성

(r=.27, p<.01), 자신감(r=.32, p<.01) 등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r=-.15,

p<.05), 신경증(r=-.33, p<.01) 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템포는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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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p<.01), 지적 에너지(r=.22, p<.01), 유연성(r=.28, p<.05) 등과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충동성(r=-.14,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감 능력은 유연성(r=.28,

p<.01), 확률적 민감성(r=.16, p<.05) 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지적 에너지는 유연성

(r=.32, p<.01)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r=-.33, p<.01)과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유연성은 확률적 민감성(r=.21,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r=-.45,

p<.01), 신경증(r=-.17, p<.05) 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확률적 민감성은 다른 기질차

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감은 충동성(r=.32, p<.01)과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충동성은 신경증(r=.37,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운동 에너지 1

운동 템포 .52** 1

감각적 추구 .36** .35** 1

사회적 에너지 .08 .19** -.18** 1

사회적 템포 -.02 .10 -.20** .50** 1

공감 능력 .37** .26** .30** -.00 -.03 1

지적 에너지 .29** .29** .08 -.00 .05 .16** 1

유연성 .39** .42** .29** .00 -.13* .36** .15** 1

확률적 민감성 .23** .17** .27** -.05 .00 .22** .15** .21** 1

자신감 .48** .49** .38** .09 .12 .37** .20** .42** .38** 1

충동성 .32** .31** .53** -.08 -.30** .24** .05 .41** .19** .34** 1

신경증 .28** .28** .45** -.33** -.37** .25** .18** .38** .24** .25** .25**

2)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몽골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n=263)

*p<.05, **p<.01, ***p<.001
1. 운동 에너지, 2. 운동 템포, 3. 감각적 추구, 4. 사회적 에너지, 5. 사회적 템포, 6. 공감능력, 7. 지적 에너지, 8. 유연

성, 9. 확률적 민감성, 10. 자신감, 11. 충동성, 12. 신경증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포(r=.52, p<.01), 감각적 추구(r=.36, p<.01), 공감 능력(r=.37,

p<.01),지적 에너지(r=.29. p<.01), 유연성(r=.39, p<.01), 확률적 민감성(r=.2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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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r=.48, p<.01), 충동성(r=.32, p<.01), 신경증(r=.28,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운동 템포는 감각적 추구(r=.35, p<.01), 사회적 에너지(r=.19, p<.01), 공감능력

(r=.26, p<.01), 지적에너지(r=.29, p<.01), 유연성(r=.42, p<.01), 확률적 민감성(r=.17,

p<.01),자신감(r=.49, p<.01), 충동성(r=.31, p<.01), 신경증(r=.28, p<.01) 등과 정적상관

을 보였다. 감각적 추구는 공감 능력(r=.30, p<.01), 유연성(r=.29, p<.01), 확률적 민감

성(r=.27, p<.01), 자신감(r=.38, p<.01), 충동성(r=.53, p<.01), 신경증(r=.45, p<.01) 등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에너지(r=-.18, p<.01) 사회적 템포(r=-.20, p<.01)

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에너지는 사회적 템포(r=.50, p<.01)과 중간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r=-.33,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템포는 유연성(r=-.13, p<.05), 충동성(r=-.30, p<.01), 신경증(r=-.37, p<.01) 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감 능력은 지적 에너지(r=.16, p<.01), 유연성(r=.36, p<.01), 확률

적 민감성(r=.22, p<.01), 자신감(r=.37, p<.01), 충동성(r=.24, p<.01), 신경증(r=.25,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적 에너지는 유연성(r=.15, p<.01), 확률민감성

(r=.15, p<.01), 자신감(r=.20, p<.01), 신경증(r=.18,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연성은 확률 민감성(r=.21, p<.01), 자신감(r=.42, p<.01), 충동성(r=.41, p<.01), 신경

증(r=.38,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확률 민감성은 자신감(r=.38, p<.01), 충동

성(r=.19, p<.01), 신경증(r=.24,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신감은 충동성

(r=.34, p<.01), 신경증(r=.25, p<.01) 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충동성은 신경증(r=.25,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포(r=.47, p<.01), 감각적 추구(r=.20, p<.01), 사회적 에너지

(r=.19, p<.01), 사회적 템포(r=.14, p<.01), 공감 능력(r=.20, p<.01), 지적 에너지(r=.31.

p<.01), 유연성(r=.25, p<.01), 확률적 민감성(r=.10, p<.05), 자신감(r=.25,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운동 템포는 감각적 추구(r=.54, p<.01), 공감 능력(r=.11, p<.05),

유연성(r=.41, p<.01), 확률적 민감성(r=.27, p<.01), 자신감(r=.54, p<.01), 충동성(r=.45,

p<.01), 신경증(r=.36,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에너지(r=-.10,

p<.05)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감각적 추구는 유연성(r=.34, p<.01), 확률적 민감성

(r=.35, p<.01), 자신감(r=.61, p<.01), 충동성(r=.68, p<.01), 신경증(r=.50, p<.01) 등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에너지(r=-.38, p<.01), 사회적 템포(r=-.38, p<.01), 지적

에너지(r=-.17, p<.01) 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에너지는 사회적 템포

(r=.66, p<.01), 공감 능력(r=.19, p<.05), 지적 에너지(r=.22, p<.01) 등과 정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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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유연성(r=-.17, p<.01), 확률적 민감성(r=-.27, p<.01), 자신감(r=-.24, p<.01),

충동성(r=-.53, p<.01), 신경증(r=-.57, p<.01) 등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템포

는 공감 능력(r=.17, p<.05), 지적 에너지(r=.24,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

연성(r=-.15, p<.05), 확률적 민감성(r=-.18, p<.01), 자신감(r=-.21, p<.01),충동성

(r=-.50, p<.01), 신경증(r=-.46, p<.01) 등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공감 능력은 지적

에너지(r=.13, p<.01), 유연성(r=.22, p<.01), 확률적 민감성(r=.11, p<.05), 등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지적 에너지는 유연성(r=.11, p<.05)과 중간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자신감(r=-.09, p<.05), 충동성(r=-.29, p<.01) 등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유

연성은 확률 민감성(r=.37, p<.01), 자신감(r=.36, p<.01), 충동성(r=.29, p<.01), 신경증

(r=.31,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확률 민감성은 자신감(r=.44, p<.01), 충동성

(r=.39, p<.01), 신경증(r=.37,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신감은 충동성(r=.63,

p<.01), 신경증(r=.43, p<.01)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충동성은 신경증(r=.68,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47**

감각적 추구 .20** .54**

사회적 에너지 .19** -.10* -.38**

사회적 템포 .14** -.06 -.38** .66**

공감 능력 .20** .11* .02 .19** .17**

지적 에너지 .31** .05 -.17** .22** .24** .13**

유연성 .25** .41** .34** -.17** -.15** .22** .11*

확률적 민감성 .10* .27** .35** -.27** -.18** .11* .00 .37**

자신감 .25** .54** .61** -.24** -.21** .07 -.09* .36** .44**

충동성 .01 .45** .68** -.53** -.50** -.07 -.29** .29** .39** .63**

신경증 .03 .36** .50** -.57** -.46** .03 -.08 .31** .37** .43** .68**

<표 9> 한국과 몽골아동의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n=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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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동 에너지, 2. 운동 템포, 3. 감각적 추구, 4. 사회적 에너지, 5. 사회적 템포, 6. 공감능력, 7. 지적 에너지, 8. 유연

성, 9. 확률적 민감성, 10. 자신감, 11. 충동성, 12. 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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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차로, 비교적 안정된 특성이지만 환경과 발달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Rothbart & Bates, 2006). 기질은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Thompson, Lamb, & Eates, 1982).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은 이들이

속한 문화를 반영하며 부모들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 맞고 문화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양육한다(박혜원, 박민정, 2005; Kohnstanmm, 1989).

따라서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기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동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별로 아동의 기

질 특성 이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기질척도의 개발 연구가 활발하고 국가

간 기질 비교연구(원영미 외, 2004; 박혜원, 2009; 김남숙, 김미경, 2011)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기질 관련 연구는 주

로 미국, 러시아, 영국 또는 호주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 간

아동의 기질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동양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Ahadi, Rothbart, & Ye, 1993;

Gartstein, Knyazev, & Slobodskaya, 2005; Windle, Iwawaki, & Lerner, 1988).

한국 아동의 기질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 아동의 기질을 비교한 연

구들로는 조선족 아동과의 비교연구(원영미 외, 2004), 인도네시아 아동과의 비교연구

(김남숙, 김미경, 2011)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국가 간 기질 차이뿐 아니라 조선

족의 경우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지낸 경우 기질의

차이가 뚜렷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같은 동양권이지만 문화차이가

큰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은 살펴보는 것은 각 국가 아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

고 다른 점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기질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이 높으나(원영미 외,

2004; 이경옥, 2004; 조수철, 김종흔, 최진숙 1992; 최영희, 1988) 보편화된 한국형 기

질척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한국형 기질도구의 개발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STQ 기질척도의 사용하여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국 아동의 기질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STQ 기질척도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만3-5세 아

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의 기질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같은 척도를 몽골어로 번역

하여 같은 연령대의 몽골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고 한국 아동의 기질과 비교하였다. 서

론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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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아동의 기질을 살펴보면, 사회적 에너지(ERS), 사회적 템포(TMS)가 제일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ERM), 지적 에너지(ERI)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한국 아동이 사회 상호작용성과 언어적 능력이 높으며 사회적 의사소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랫동안 신체 활동에도 불평 없이 잘 지치지 않으며, 집중력이

다른 아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공감 능력(TMS), 운동 템포

(TMM), 유연성(PL), 확률적 민감성(PRO) 순으로 나타난 결과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상황변화 적응능력, 가능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기대, 새로운 지식의 효

율적인 처리와 분류 및 학습능력이 보통인 것을 뜻한다. 기질을 측정한 STQ 한국어

버전 국가 간 기질 비교연구로 처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연구결과를 연

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몽골 아동의 기질을 살펴보면, 운동 템포(TMM), 운동에너지(ERM), 자신감

(SLF)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몽골 아동이 신체적 활동이 많으며, 활발하고 운동

성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안전감, 우월감 및 자부심이 높으며 개인에 대한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은 유연성(PL), 충동성

(IMP), 신경증(NEU), 사회적 템포(TMS)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몽골 아

동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받아들이고, 계획이 변경될 때 화를 안 내며,

가끔씩만 과민반응을 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

람을 피하여 익숙한 사람의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국가에서 STQ를 사용하여 기질을 측정한 연구가 적거나 없어 위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선행연구의 하위요인 중 유사한 변인들

과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또래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등 자신감 있게 행동한

다는 이희선(1994), 장경자와 김종태(2013), 정영선(2004), 황영미(2009)의 연구결과는

한국 아동의 기질 평정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한국 아동의 경우 운동에

너지와 사회적 에너지 간의 상관이 유의한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몽골아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한국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후

속연구에서는 다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국가별 기질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은 남아가 운동에

너지(ERM), 운동 템포(TMM), 감각적 추구(SS), 사회적 에너지(ERS), 확률적 민감성

(PRO), 자신감(SLF), 충동성(IMP)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사회적 템포

(TMS), 공감 능력(EMP), 지적 에너지((ERI), 신경증(NEU)이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한국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이 높으며, 흥미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기본

적인 신체 감각, 즐거움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상호작용성과 언어적 능력이 높으며

가능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기대, 새로운 지식의 효율적인 처리와 분류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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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전감, 우월감 및 자부심이 높으며 개인에 대한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계획이나

합리적인 추론보다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에 기초한 행동을 하며, 정서적 반응의 불안

정성, 즉각적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여아는 남아보다 사회적 의사소통 속도가 높고, 공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적 활동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패확률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과 불확실한 것에 대한 철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남아들이 여아보다 더 활기가 있다는 것은 남아가 여아

보다 더 활동적이라는 선행연구(Buss & Plomin, 1975; Marin, Wisenbaker, & Baker,

1997)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충동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

혜원,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몽골 아동은 남아가 운동 에너지,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이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사

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신경증이 남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몽골 여아의 경우 실

패확률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과 불확실한 것에 대한 철회의 정도가 남아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성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에서만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신경증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감 능력과 신경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 확률적 민감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몽골아동의 경우 기

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화에 따라

기질적으로 성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

질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원영미 외, 2004). 특히 몽골에서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의 경우 70여

년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노동의 경우에도 남성

과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사회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렝쳉돌람, 2016). 이러

한 이유가 성별에서의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몽골 아동의 국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국가 간에 STQ

하위척도 12가지 구성 중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운동 템포,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및

신경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시아의 두 국가 모두에서 운

동 템포,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확률적 민감성 및 신경증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운동 템포.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및 신경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

으며 감각적 추구, 확률적 민감성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및 신경증에서 국가와 성별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공감 능력

의 경우 한국 아동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몽골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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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지적 에너지의 경우도 한국 아동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

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몽골 아동의 경우는 오히려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국가와 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신경증의 경우 한국 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

아보다 신경증 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몽골 아동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국가별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아동의 경우 공감능력과 신

경증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확률적 민감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몽골아동

의 경우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화에 따라 기질적으로 성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바람직

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질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원영미 외, 2004). 특히 몽골에서 성

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몽골의 경우 70여 년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노동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사회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렝쳉돌람, 2016). 이러한 이유가 성별에서의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각 국가별 기질 하위요인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먼저 한국 아동의 기질 간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포, 감각적 추구,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지적 에너지, 유

연성, 자신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운동 템포는 감각적 추

구,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유연성, 자신감, 충동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 감각적 추구는 자신감, 충동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사회적 에너지

는 사회적 템포,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 자신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으며 충동성, 신경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의 기질 하위요인 간 상관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아동과 몽골 아동들은 모두 기질 하위요인 중 운동에너지와 운동템포 간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운동성(ERM)을 나타

내는 아동들이 감각적인 운동과 협응(TMM)을 발휘하고, 박지영 외(2010)는 활동 수

준이 높은 유아는 신체적 에너지가 활발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수정과 곽금주(2014)

는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들에 비해 호기심이 많으며, 외부 환경자극이나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또한 한국 아동의 경우 운동에너지(ERM)와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템포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신체활동을(ERM)하는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

와 언어적 사용에 대한 빈도(ERS)도 높다는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적 반응

속도(TMS)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질은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Bloom, 1993), 영아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이 활동적 기질(조유나, 홍

지은, 2010)임을 밝혀 한국 아동의 운동에너지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관을 나타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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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몽골아동의 경우 운동에너지는 사회적 에너지와 사회적

템포 간 유일하게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몽골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서 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는 한국 아동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한국 아동과 몽골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템포는 공감 능력, 지적 에너지, 유연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충동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공감 능력은 유연성, 확률적 민감성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지적 에너지는 유연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

며 반면에 충동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유연성은 확률적 민감성과 유의

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신경증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자신감은 충동성과 유의

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났으며 충동성은 신경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났다.

몽골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 템포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운동 템포는 자신감과 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감각적 추구는 충동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면 사회적 템포과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에너지는 사회적 템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반면 신경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 사회적 템포는 자신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 공감 능력은 자신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다.

지적 에너지는 자신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유연성은 자신감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다. 확률적 민감성은 자신감, 자신감은 충동성, 충동성은 신

경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났다.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상

관이 없거나 약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운동 에너지와 운동 템포의 강한 상관, 그리

고 운동 템포나 감각적 추구는 각각 유연성, 자신감, 충동성, 신경증에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에너지와 사회적 템포의 강한 상관, 그리고 확률적 민감성,

자신감, 충동성, 신경증 간의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수의 요인을 제외한 한국과 몽골의 아동에서 STQ로 측정한 기질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높아 아시아 문화권에의 적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STQ 기

질척도로 측정한 한국과 몽골아동의 STQ 기질 하위요인에서의 차이와 각 국가별로

기질 하위요인간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 문화권의 아동집단 간에서도 유사

성과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국가의 사회화과정 등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연구가 많이 수행

되어 왔는데 몽골에서는 기질에 대해 이런 연구가 많지 않아 앞으로 아동기에만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및 성인기에 어떤 기질특성과 발달단계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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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emperament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Children

Ganzorig Altanzul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emperature Questionnaire (STQ),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and emphasized physiological aspects, was used to

analyze the temperament of Korean and Mongolian children.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0 Korean (106 boys, and 104 girls) and 263 Mongolian children (117 boys

and 146 girls) who we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eir

temperament was rated by parents. Using the SPSS 25.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for each variable, ANOVA for differences in terms of country and

gender and correlations among subscales of temperament in each country were

obtained.

Firstly, the temperament of Korean children was found to be higher in social

energy, social tempo, kinetic energy, and intellectual energy than other subscales,

while that of Mongolian children was found to be higher in exercise tempo, kinetic

energy, and confidence than other subscales. T-tests for gender effect in each

country revealed that Korean boys were rated higher in kinetic energy, exercise

tempo, sensory pursuit, social energy, stochastic sensitivity, confidence and

impulsivity than Korean girls, and Korean girls were rated higher in social tempo,

empathy, intellectual energy, and neuroticism than boys On the other hand,

Mongolian boys were rated higher in kinetic energy, kinetic tempo, sensory

pursuit, empathy, intellectual energy, flexibility, stochastic sensitivity, confidence,

and impulsivity than Mongolian girls. However, Mongolian girls were rate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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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cial energy, social tempo, and neuroticism than Mongolian boys .

Secondly, ANOVA for temperament difference by country and gender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in all but kinetic

energy in 12 subscales of STQ. Also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motor tempo, sensory pursuit, social tempo, empathy, stochastic sensitivity, and

neurosi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untries and

gender in empathy, intellectual energy, and neurosis.

Thirdly, correlation analyses among subscales of temperament in each country

revealed the similar trend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temperament. For

example, Korean childer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or energy and motor tempo, sensory pursuit, social energy, social tempo,

intellectual energy, flexibility, or confidence and in Mongolian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or energy and all other subscales

except social energy or social tempo.

This study revealed that STQ showed satisfactory reliabilities for Korean and

Mongolian children except for a few subscales. Future studies needs to explain the

socio-culutural factors that underlie in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Asian

countries.

Key words: Korean children, Mongolian children, Temperament, S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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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의 기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에 따라 해외에

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가 한국의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본 질문지의 내용과 결과는 학문적인 연구

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소 유아가 보이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 또는 ○를 해주시

면 됩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

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지도교수 : 박 혜 원

                                                 연 구 자 : 알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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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한 일반적 사항에 위한 질문입니다. 유아의 개인정보는 유  

   출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연구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의 성별: ◯1  남   ◯2  여

2. 유아의 생년월일: (          )년 (      ) 월 (      ) 일

3. 부모의 연령: 

   ◯1  20대~30대   ◯2  30~40대   ◯3  40~50대   ◯4  50대 이상

4. 부모의 최종학력

   ◯1  2,3년제 대학교 졸업   ◯2  4년제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졸업 

5 부모의 경제력

   ◯1  150만원   ◯2  150~250만원   ◯3  250~400만원   ◯4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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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녀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생활 중에 보이는 행동, 기질적 특성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

오르는 응답을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질(STQ) 문항 예시

하위척도 문항예시

운동 에너지

(ERM)

‘오랫동안 불평 없이 신체활동이나 게임을 할 수 있다.’,

‘긴 시간동안 활동해도 잘 지치지 않는 편이다.’
운동 템포

(TMM)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게임에서 더 빠르다.’

‘장난감이나 물건을 다룰 때, 손이 빠르고 민첩하다.’
감각적 추구

(SS)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좋아하며 종종 위험한 것을 찾는다.’,

‘빠른 놀이기구나 시끄러운 장난감 같은 새로운 감각을 추구한다.’
사회적

에너지

(ERS)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말한다.’

‘다른 아이나 어른에게 다가가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적 템포

(TMS)

‘의사소통 시 빠르게 반응한다.’, ‘1세 이전에 말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었다.’

공감 능력

(EMP)

‘화내거나 우는 어른을 볼 때, 항상 더 심각해지고 종종 눈물을 보

인다. ’

‘슬퍼하는 어른을 볼 때, 오랫동안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
지적 에너지

(ERI)

‘학습할 때, 다른 아이보다 오래 집중할 수 있다’

‘읽기나 그리기와 같은 일을 오래 할 때, 차분하고 집중한다.’

유연성

(PL)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쉽게 받아들인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활동이나 계획이 변경 될

때, 화내지 않는다.’
확률적

민감성

(PRO)

'사물의 구조와 그것의 작동법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 한다.'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예상하는 것을 좋아한

다.'

자신감

(SLF)

'대화할 때,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할 때도 편안해하고 미소 짓는

다.'

'종종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
충동성

(IMP)

‘다른 아이들보다 인내심이 없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종종 과민반응을 하고 성질을 부린다.’
신경증

(NEU)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람을 피한다.’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익숙한 사람에게 위안을 얻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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