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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

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의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 232명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유아의 기

질 척도가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문제에 

따라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

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

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

머니의 애정 및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

주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기질, 영아기와 걸음마기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동아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nlee@dau.ac.kr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권 4호, 2011

- 254 -

Ⅰ. 서 론

어머니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아동을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동

의 발달과 행동 특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랫동안의 연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어(Baumrind, 1993; Belsky, 1984)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박성연, Rubin, 2008; 최형성, 2006).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을 자녀를 둔 어머니에 초점에 맞추어 어머니

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영

아기와 걸음마기는 급성장을 보이며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Bornstein, 2002)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자녀

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아동 변인과 어머니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떠한 태도와 행

동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아동의 기질적 특징은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Putnam, Sanson, & Rothbart, 2002).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

타나는 정서적 반응성과 자기조절에서의 안정적인 개인차를 의미한다(Kail. 2007).

기질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은 성격의 기초부분으로 유아가 보이는 기질적 특성의 

차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Shiner & Caspi, 2003,

곽금주외 역, 2009, 재인용). 따라서 유아의 기질의 개인차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

아의 낮은 사회성과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성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

적인 경로가 발견되었으며(박영태, 이경님, 2011)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부모는 

더 과잉 반응성이 높고 언어적 표현이 장황한 훈육태도를 보이며(문혁준, 2000) 유

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양미,

1994; Crokenberg & Acredolo, 1983). 또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반응적,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났으며(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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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지희, 문혁준, 2010). 이와 같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다르

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 변인 중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문혁준, 2005; 이주연, 2009; 최형성, 2006; 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론에 배경을 두고 있으

며, 양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Teti

& Gelfand, 1991) 또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판단(Dorsey et al., 1999)으로 정의 된다. 어머니가 지각

하는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양육행동의 개인 차이를 야기한다(Coleman & Karraker,

2003, 최형성, 2005a, 재인용).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났으며(이주연, 2009)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남아와 여아의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아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형성, 2005b).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온정적이

고 반응적인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Sanders & Wooley, 2005) 수

용적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한 직접적

인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절

하는 매개효과의 역할도 한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a; Leerkes & Crockenberg,

2002). 이와 관련된 연구들 중 학령기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온정․수용과 거

부․제재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최형성, 2005a). 또한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온정수용, 거부제재 및 허

용방임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

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있다(최형성, 2006).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

가 나타났다(이주연, 2009).

이와 더불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즉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아동의 정서성 기질이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으며(문혁준, 2005),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며(이윤진, 2007; 정점옥,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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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최형성, 2005a). 이로써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의 관계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

이 가정 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

를 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

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

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

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가설적 경로모형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애정, 통제, 허용․방임)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257 -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와 대구시 및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의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232명이다. 이들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 중 남아는 115명(49.6％), 여아는 

117명(50.4％)이고, 12개월에서 2세 미만 146명(62.9％), 2세∼3세 미만 86명(37.1％)

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어머

니의 연령은 26∼30세가 108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5세가 66명

(41.4％)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192명(83.6％)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38명(16.4％)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119명(51.3％), 대졸 

이상이 113명(48.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정소득을 살펴보면 201∼300만원이 

9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301∼400만원이 69명(29.7％)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일반적 특성

 (N=232)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아

여아

115(49.6%)

117(50.4%)

연령
2세미만

2세~3세

145(62.5%)

87(37.5%)

어머니의 연령

25세미만

26~30세

31~35세

36세

19(8.2%)

108(46.6%)

66(41.4%)

9(3.9%)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119(51.3%)

113(48.7%)

가정소득

200만원이하

201~300만 원

301~400만 원

401만원이상

19(8.3%)

98(42.2%)

69(29.7%)

46(19.8%)

어머니의 직업
있음

없음

38(16.4%)

1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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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요인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그리고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 

허용·방임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 하였다. 먼저 박성연과 이숙

(1990)의 애정요인 9문항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9문항 중 걸음마기 유아에게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2문항을 제외한 7문항 및 박영애(1995)의 허용·방임요인 12문항

을 선정하여 모두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28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3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 안

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6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7.07％를 설

명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2.08％를 설명하였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모두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8%를 설명하였으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세 요인의 설명 변량은 총 47.93％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이를 껴안아 주고 다독거려 준다.’ 권위주의

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허

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릴 때가 많다.‘

등이다. 본 척도는 ‘아주 비슷하다’ 1점에서 ‘아주 다르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적이며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ɑ는 애정적 양육행동 .90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82 허용·방임 양육행동 .84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75)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전수연(2002)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사회성 4문항, 정서성 4문항, 활동성 5문항이며 이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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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사회성의 경우 ‘혼자 

놀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 정서성의 경우 ‘자주 칭얼대거나 

운다.’ 활동성의 경우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그런 편이다’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으며 활동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성

이 높아, 전체적으로 순한 기질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ɑ는 사회성 .71, 정서성 .76, 활동성 .66으로 나타났다.

3)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원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안지영(2001)이 유아용으로 수

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 하

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 ɑ는 .7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10년 2월 1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 1개를 선정하여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10년 3월 2일에서 23일까지 부산시와 대구시 및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의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의 경우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어머니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각 문화센터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이들

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들에게 배부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여 우편으로 전달

되도록 하였다. 회수된 자료 320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 된 자료를 제

외한 23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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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유아의 기질

1.사회성 1

2.활동성 .479*** 1

3.정서성 .317*** .383*** 1

4.양육효능감 .213** .129 .261*** 1

양육행동

5.애정 .361*** .363*** .378*** .516*** 1

6.권위주의적

  통제
-.091 -.049 -.302*** -.360*** -.419*** 1

7.허용·방임 -.311*** -.255*** -.236*** -.262*** -337*** -195** 1

평균 3.90 3.88 3.20 2.90 3.16 2.30 2.10

(표준편차) .81 .78 .83 .46 .51 .59 .48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과 Amos 19.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자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ɑ 계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

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기질의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하여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경로모

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 카이자승치, GFI,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

보하기 위한 수정은 이론적 정당성과 수정지수에 근거 하였다(김계수, 2007).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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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기질(r=.361,

p<.001), 활동성 기질(r=.363, p<.001), 정서성 기질(r=.378, p<.001),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r=.516,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성과 활

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

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성 기

질(r=-.302, p<.001)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360,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기질

(r=-.311, p<.001), 활동성 기질(r=-.255, p<.001), 정서성 기질(r=-.236, p<.001)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r=-.262,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

아의 사회성,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과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허용·방임의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

간접적 영향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최적의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

다. 그 결과 애정과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의 경우 초기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는 비교적 잘 부합하였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2/df=171.063(df=10, p<.001) GFI=.965 AGFI=.868 NFI=.874 TLI=.727

RMSE=.138로 대부분의 적합도가 수용기준 이하로 나타나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

용하여 오차항간의 공변량을 자유화 시켜 최초의 연구모형에서 더 적절한 연구모형

으로 수정 하였다(김계수, 2007).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초기모델과 권

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수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적합도 지수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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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양육    지수  

행동      

절대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df p(유의확률) GFI AGFI RMSEA TLI NFI

애정 9.26/4=2.26 .060 .985 .944 .074 .945 .962

권위주의적 

통제
3.18/2=1.59 .204 .995 .959 .051 .963 .981

허용·방임 2.26 .060 .985 945 .074 .918 .945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표 3>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2/df=2.26 (df=4, p>.05) GFI=.985

AGFI=.944 NFI=.962 TLI=.945 RMSEA=.074, 권위주의적 통제양육행동의 경우 

2/df=1.59 (df=2, p>.05) GFI=.995 AGFI=.959 NFI=.981 TLI=.963 RMSEA=.051,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2/df=.2.26 (df=4, p>.05) GFI=.985 AGFI=.945

NFI=.945 TLI=.918 RMSEA=.074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중 검정 통계량(C.R)이 α=.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계수만 선정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2], 권위주의

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3],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4]에 제시 하

였다.

[그림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그림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β

=.46,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β=.29, p<.001)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양

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β=.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높

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의 순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애정

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보이는 한편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게 하는 간접적인 정적인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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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3] 어머니의 권의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β=-.36, p<.001)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β=.23, p<.01)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

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68 ***

.53 ***

.68 ***

기질
-.38 ***

[그림4]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그림 4]에 의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

(β=-.38, p<.001)을 미치며 양육효능감(β=.29, p<.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

인 영향(β=-.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

동에 유아의 순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허용·방임 양육행동

을 적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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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직접적인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의 모든 차원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경로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애정의 경우 45.5%, 권위주의적 통제의 경우 13.0% 허용·방임의 

경우 19.8%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효

과와 총 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인과효과

변인

양육행동

애정 권의주의적 통제 허용·방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기질 .46 .11 .57 .01 .08 .01 -.38 -.05 -.43

양육

효능감
.29 - .29 -.36 - -.36 .30 - .30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 양육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권위

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 

유아의 기질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

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

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순한 기질은 어머니

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허용․ 방임 양육

행동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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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순

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임양미, 1994;

Crockenberg & Acredolo, 1983)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아동의 기질의 직

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연구(김은진외, 2009) 및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아

동의 기질의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a)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

임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 많은 연구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a, 2006)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

로써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순한 기질의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

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한편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직접적

으로 감소하게 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높게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

게 함과 동시에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의 높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야

기하는 선행요인이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예방 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b)와 일치하였다. 즉 사회성,

활동성,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권위

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에서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헹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과 정서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영태, 이경님, 2011), 까다로운 기질의 아

동의 부모가 더 언어적 표현이 장황한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문혁준, 2000)

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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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이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으나 온정․수용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발견되

지 않은 연구(최형성, 2005a)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

과 아동의 기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 이유로는 연구대상 아

동의 성 등 다른 변인이 혼재 될 가능성 일 수도 있다(박성연, Rubin, 2008). 이를 

고려하면 유아나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으나(Coplan et al,

2003) 유아나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양육행동의 차

원별로, 또한 연령별, 성별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유추된다. 그런데 영아와 걸

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관계를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

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a),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이주연, 2009)와 일치하

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훈육행동과 스타일을 결정하게 한다는 연구

(Leekers & Crockenberg, 2002)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양육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양육스타일을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있어 자신감과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고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

용․방임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어머

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양육효능

감을 증진하기위한 내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기질의 인과관

계의 모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최형성, 2005a)와 일치하였고 양

육행동과 선행변인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많은 연구들(이주

연, 2009; Teti & Gelfand, 1991)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는 유아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효능감의 역할에 따라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기질이 어떠하든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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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양육효능감을 증진을 위한 내용이나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가장 중

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이

고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Coleman & Karracker, 1997)와 일치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감안 하면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이나 자

신감을 가지지 못할 경우 자녀에 행동에 대하여 권위적이며 부모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

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

감과 바람직한 아동발달에 관련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한 내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

의 기질은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어머니의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의 모든 차원의 양육행동

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 역할도 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

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유아 변인으로 기질을 선정하여 이들의 

경로모형을 살펴보는데 국한되었다. 그 외 인지적 요인으로 양육지식, 정의적 요인

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취업 여부 및 가족 환경 변인 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이 

선정되어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양육행동과 관련 변인 간

의 경로가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성별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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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Two hundred 

and thirty-two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correlations 

and pathway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ffected affectionate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Seco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directly affected 

affectionat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and 

mediate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dditionally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affectionate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was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wa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temperament, parenting self-efficacy, 

              infant and tod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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