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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기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가족관련 변인이 영유아발달에 가지는 관

계성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3차년도

및 4차년도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주당 30시간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집단

과 어린이집이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 단독양육 집단을 추출하여, 일련의 가족관련

변인과 영유아의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성의 양상과 그 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의 상관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만

2세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이 영아의 의사소통을 정적으로 예측하는데 있어 종일제 어

린이집을 사용하는 가족에서 그 크기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때에는 가정환경검

사 중 다수의 하위변인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강한 상관관계로 표현어휘 및 수용어휘 발달을 예측하였다. 즉, 어린이집에

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가정환경 외에 다른 요인이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변인 외에 분석에 사용된 다양한 변인과 영유아 발달 간의 상관관계에 집단차는 발견되지

않아 발달에 기여하는 가족과정이 종일제 어린이집과 어머니 단독양육 집단 간에 유사 또는 차

별적이라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없고, 발달연령, 가족과정 내의 예측요인, 그리고 발달적 결과에

따라 다소 복잡한 유형으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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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영유아무상보육의 확대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2013년 보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전국의 만 3세 이하 영유아 중 약

113만 여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4), 이는 2013년 전체 만 3세 이하 인

구의 61.5 %를 차지한다. 또한 만 4-5세 중 346,39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비단 최근 국내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의 확대 때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을 대신하는 보육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비교적 깊은 편이다. 따라서 만 3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온 보육, 특히 생애 초기 종일제 어린이집 경험과 영

유아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비모성보육이 영유아, 또는 그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장ㆍ단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정상적인 어머니-자녀관계의

발달(애착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Belsky, 1988; Clarke-Stewart, 1989). 즉, 어머니가

아닌 보육시설에 받는 양육은 어머니 및 가족이 자녀발달에 기여하는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족의 영향력 일부를 대신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보육의 영향에 대한 오랜

논란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생후 초기 보육으로 인해 어머니-자녀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면, 그 관계는 보육교사-유아의 관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족과정(family

process), 즉 가족의 다양한 요인이 영아의 발달과 연관되는 과정이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는

약화 또는 결여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유아가 일과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와 어린이집이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관련 변인이 영유아

발달에 가지는 관계성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한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

을 수 밖에 없는 종일제 보육이용 영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및 가족변인이 자녀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역시 감소되며, 그 영향력의 공백을 보육이 담당할 것이라는 견해(Dunham &

Dunham, 1992; Howes 1990)가 존재하는가 하면, 비록 어머니가 낮시간 동안의 주양육자가 아

니라고 해도 영유아발달을 예측하는 가족과정의 일부는 크게 다르지 않거나 가족변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ICHD ECCRN, 1998).

예를 들어, Howes(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가족구조변인과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개입과 같은 가족사회화변인의 영향력을 영유아기 비

모성보육집단과 미이용집단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보육경험이 있는 유

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만 받은 유아에 비교하여 13개의 발달관련 변인 중에서 12개 변인에 대

해 가족변인과 발달 간 상관관계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양육의 한

형태인 어린이집 이용은 가족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일부를 대신하면서 가족과정의 예측력을

경감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과는 영유아발달에 기여하는 보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육과

가족의 영향력은 영유아발달에 대체적(replacing) 또는 부가적인(additive)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후 대규모 종단 자료인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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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1998)의 분석 결과는 Howes(1990)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

머니의 우울 및 성격과 같은 심리적 변인 그리고 민감성 및 가정환경 등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

과 만 24개월 및 만 36개월 자녀의 발달적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변인과 영유아발

달 간의 전반적인 관계는 종일제 보육 경험 아동과 어머니 단독보육 아동의 경우에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집단과 어머니양육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어

머니의 민감성이나 가정환경 변인은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그리고 학교준비도와 비슷한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몇몇 탐색적인 분석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요인

의 예측력은 어머니 양육집단에서만 유의하거나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가족이

존재할 때, 오히려 어린이집의 돌봄을 받는 것이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보육의 완충적 기능을 반증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가지는 자녀발달

의 예측력은 비모성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고 의미있음을 반증하는 동시

에, 부정적인 요인에서는 보육과 가족의 영향력은 부가적이라기 보다는 완충적(buffering)이며

보호적(protective)인 관계임을 시사한다.

영유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가족변인은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사

회인구학적 변인이 있다. 낮은 가계소득 또는 그와 관련된 부모의 저학력과 같은 변인들은 영유

아기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Duncan & Brooks-Gunn, 1997; Perkins, Finegood, & Swain,

2013; Ryan, Fauth, & Brooks-Gunn, 2006). 영유아 발달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변인들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어머니가 우울을 경험할 경우 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

육행동을 보이며 이는 언어발달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왔

다 (김현옥, 2013; 박성연ㆍ도현심ㆍ정승원, 1996; 이정윤ㆍ장미경, 2009; Breznitz & Sherman,

1987; Lyons-Ruth, Zoll, Connell, & Grunebaum, 1986; Murray, 1992; Murray, Fiori-Cowley,

Hooper & Cooper, 1996). 그 외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할 때 어머니는 보다

온정적이며 바람직한 양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보고되어(도현심, 1997; 신숙재, 정문자,

1998;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n, 1983)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 발달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결혼만족도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나 부부 간의 갈등(민하영, 2010;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Kitzmann, 2000) 역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투사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Magill-Evans와 Harrison (2001)에 따르면, 어머니

가 지각한 부부관계의 질이 만 4세 자녀의 수용언어능력을 예측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그리고 가정의 양육환경은 어린 자녀에게 더 근접한 과정(proximal context)으로 작용

하게 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을 예측하

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유아의 행동문제(Abidin, Jenkins,& McGaughey, 1992; Crnic, Gaze, &

Hoffman, 2005), 영아의 인지능력 및 정서조절 능력 (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이

나 유아의 표현언휘 (백미정, 2006; 임순화ㆍ박선희, 2010; Magill-Evans & Harrison, 2001)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돌봄은 영유아자녀

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Jennings & Connors, 1989).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형민, 박성

연과 서소정(2008)은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영아기의 전반적인 발달 및 언어적 기술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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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ornstein(1985)은 어머니 양육의 민감성은 영아기 뿐 아니라

이후 유아기 언어발달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았다. 가정환경요인은 그간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강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곽아정, 1994; 이

근영, 2000; Christian, Morrison & Bryant, 1998; Voss, 1993).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정에

서 학습적 자극을 많이 제공하고 자녀에게 반응적일 때, 만 3-4세 유아의 전반적 발달과 어휘력

발달이 촉진되고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adley, Corwyn, Burchinal, McAdoo,

& Garcia Coll, 2001).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과 가정환경요인은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

내는 유아의 경우, 이런 영향력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가족변인의 발달적 예측력을 집중적인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비

교해본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 참여가족 중 종일제 어린

이집이용 유아와 대리양육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단독양육 집단의 하위샘플을 구성하여 영유

아의 발달적 결과의 차이와 가족관련요인이 영유아의 발달과 가지는 상관관계의 유의성 및 강

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만 2세와 만 3세 시기의 발달적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보육관련 연구가 생애 초기 보육경험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만 3세 이전

보육경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온 것(Burchinal, 2000;

NICHD ECCRN, 2000; 2001)에 기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만 4세 이후

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치원, 학원 등 비모성보육의 이용이 확대되는 시기로서 어머니 단

독보육과의 비교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거나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의 시기를 연구대상의 연령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종일제 어린이집 영유아와 어머니 단독양육 영유아의 발달적 결과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발달적 결과와 가족관련변인 간의 관련성은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집단

과 어머니 단독양육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3차년도 및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하위

집단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크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주당 30시간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집단과 어린이집과 같은 어린이집이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낮시

간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3차년도(평균월령 31.34개월)에는 종일제

어린이집(N=693), 어머니 단독양육 (N=839) 집단이 추출되었다. 4차년도(평균월령 38.27개월)에

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1,248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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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기에는 누적된 기관보육 이용여부를 집단구성의 지표로 사용한 사례(NICHD ECCRN,

1998)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3차년도와 4차년도에 모두 주당 30시간 이상의 종일제 어

린이집을 이용한 유아집단 (N=371),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가정에서 어머니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양육한 집단 (N=112)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가족과정의 주요 변인을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

적 안녕 변인, 양육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영유아 발달은 만 2세와 만 3세에 측정하였다. 본 연

구는 가족변인을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안녕변인, 양육변인으로 구별하였다. 만 2세

가족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어머니 최종학력과 월평균가족소득, 심리적 안녕/태도변인은

우울, 결혼만족,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 양육변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스타일이 사용되었다.

만 3세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변인은 이전과 동일하고 양육변인으로는 양육스트

레스, 사회적 양육스타일, 통제하는 양육스타일, 그리고 가정환경평가의 하위 요인인 학습, 언어

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이 포함되었다. 만 2세 발달은 어

머니가 응답한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발달, 만 3세는 직접 평가를 통해 표현언

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으로 측정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어머니 양육 두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석변인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t 검증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에 응답한 어머니 최종학력

을 기준으로 교육연한을 산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은 ‘교육연한=6년’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은 ‘교육연한=16’으로 변환하였다. 3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N=2062) 평균은 14.28년이고 표준편차는 1.97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월평균가구소득은

각각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월평균가구소득은 ( )만원’으로 응답자가 기재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2) 심리적 안녕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 변인은 우울, 결혼만족,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인 K6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

& Zaslavsky, 2002)를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

여 Kessler 등(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

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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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족도는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를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적용한 Chung(2004)의 RKMSS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차년도와 4차년도의 결혼만족도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모

두 Cronbach's α=.92였다.

부부갈등은 Chung(2004)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수정·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ung(2004)의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5점 리커트척도로 변환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3차년도 .91, 4차년도 .92로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원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

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외에 친척, 친

구, 이웃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어머니의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Cronbach's α=.93이었다.

3) 양육 변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발한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총 32문항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된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점에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의 높은 점수는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3차년도, 4차년도 모두 .8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3차년도와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Bornstein 등(1996)의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차년도의 경우, PSQ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5점 리커트척도로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반응적으로 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다. 4차년도에는 PSQ의 기존 하위

영역인 사회적 양육유형 9문항과, 통제적인 양육유형 8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83). 통제적인 양육유형은 자녀를 가르치거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통제적 양육유형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예절이나 규칙을 가르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제한하는 양육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 = .78).

가정환경은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Caldwell과 Bradley(2003)이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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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C-HOME)를 사용하였으며, 면접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와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표시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EC-HOME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4-11개 문항, 총 55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EC-HOME의 하위척도별 재검사 신뢰도는 .76~.97로서 (김정미, 곽금주, 2007)

국내외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된 척도이다.

4) 영유아 발달

만 2세 영아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도구는 Korean Age and Stage Questionnaire

(K-ASQ; 허계형, Squires, 이소영, 이준식, 2006)로서 이는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표준화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발달선별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개인-사회성 영역의 3개 영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K-ASQ는 각 영역별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예(영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

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는 구조이

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영역별 점수 범위는 0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각 영역의 발달적 행동을 성취했음을 의미한다.

만 3세 유아의 발달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어휘발달은

김영태 등(2009)이 개발한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통해 검사하였다. 검사는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 각 185문항, 총 3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자가 검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행검사이다. 수용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

사 98개, 동시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

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생활연령을 계산하

고 피검자의 생활연령에 따라 검사의 시작문항을 달리하는데,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연구에서는

대상 유아 모두 1번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개를 맞추지 못할 때까지 검사를

지속하였다. 수용어휘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점수만큼의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고, 표현어휘의 정답수는 유아가 말할 수 있는 어휘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각 문

항은 1점씩 배점되며 기초선이 확립되어 기초선보다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고 최고한계선이 확

정되면 그 보다 높은 문항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원점수는 최고한

계선 문항번호에서 틀린 문항수를 빼서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와 함께 백분위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SPSS　20.0을 사용하여 t-test와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상관관계의

관계성의 강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Fisher's Z-score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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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만 2세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집단과 어머니양육집단 간 분석변인의 차이

종일제 어린이집
(N=693)

어머니양육 (N=839) t

M(SD)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학력 (년) 14.25(2.07) 14.37 (1.94) -1.17

월평균소득(만원) 303.07(171.54) 345.68(182.78) -.47

심리적 안녕/태도

어머니 우울 11.94 (4.35) 11.79 (4.14) .69

어머니 결혼만족 15.32 (3.19) 15.40 (2.96) -.50

부부갈등 16.90 (6.31) 16.28 (6.05) 1.93

사회적 지원 45.59(7.89) 46.50 (7.46) -2.28
*

양육

양육스트레스 30.59(7.08) 30.87(6.85) -.79

사회적 양육유형 34.05(4.63) 34.21(4.58) -.67

영아발달

의사소통 53.99(9.85) 52.10(11.48) 3.40
***

문제해결 54.27(7.92) 54.03(7.77) .58

개인/사회성 55.34(8.38) 54.60(9.19) 1.62
* p<.05, *** p<.001

<표 2> 만 3세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집단과 어머니양육집단 간 분석변인의 차이

종일제 어린이집
(N=371)

어머니양육 (N=112) t

M(SD)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학력 (년) 14.19(2.07) 14.28(1.88) -.37

월평균소득(만원) 290.27(168.09) 367.17(186.41) -.36

심리적 안녕/태도

어머니 우울 11.84(4.73) 11.61(4.14) .45

어머니 결혼만족 15.04(2.98) 14.87(2.81) .53

부부갈등 16.84(6.24) 16.41(5.66) .64

사회적 지원 45.32(8.08) 46.97(7.03) -.1.93

양육

양육스트레스 30.66(7.35) 30.22(6.38) .56

사회적 양육유형 33.99(4.71) 34.19(3.97) -.41

통제적 양육유형 28.35(3.79) 28.04(3.93) .76

HOME-학습 8.95(1.37) 8.98(1.48) -.20

HOME-언어자극 6.43(.91) 6.31(.92) 1.20

HOME-물리적 환경 6.66(.84) 6.73(.78) -.67

HOME-반응성 6.59(.98) 6.56(.93) -.84

HOME-학습자극 4.62(.79) 4.57(.71) .22

HOME-모방학습 4.48(.79) 4.48(.78) .01

HOME-다양성 7.61(1.27) 7.23(1.31) 2.72

HOME-수용성 3.30(.76) 3.33(.78) -.36

유아발달

표현어휘 원점수 29.09(13.24) 28.99(15.71) .06

표현어휘 백분위 4.65(3.20) 4.70(3.38) -.15

수용어휘 원점수 32.79(16.31) 31.25(17.02) .87

수용어휘 백분위 6.35(3.64) 5.89(3.7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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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먼저 영유아시기에 종일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과 어머니가 가정에서 주로 양

육한 집단에 있어 발달적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1>(만 2세)과 <표 2>(만

3세)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2세 시기에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와 어

머니 단독양육 유아의 경우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

용한 영아들(M=53.99, SD=9,85)이 가정에서 어머니 양육을 받은 경우(M=52.10, SD=11.48)에 비

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보여주었다(t=3.40, p<.001). 어머니의 경우, 가정양

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주변 친척, 친구,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

었다. 이 두 변인을 제외하고는 종일제 어린이집이용 집단과 어머니 양육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만 3세 시기 분석결과(<표 2>참조)에 따르면, 두 집단의 사회인

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 변인, 양육관련 변인, 그리고 유아의 발달에 있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가족관련변인과 발달적 결과 간의 연관성을 종일제 어린이집 아동과 어머니 단독양

육 아동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관련변인과

만 2세 영아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두 집단 간에 비교해보면,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족의 경

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

(r=.08, p<.05)를, 월평균 가족소득이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r=.10, p<.10)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 양육집단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영아발달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어머니 양육집단

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어머니에게 종일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영아의 경우, 어머니

의 우울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r=-.11, p<.01). 이러한 경향성

은 어머니의 결혼만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어머니 양육집단에 경우에만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개인 및 사회성 발달이 더욱 바

람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만족도와 영아발달 간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종일제 어

린이집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일제 어린이집 집단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영아의 의사소통발달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09, p<.05), 사회적 지지감을 더 많이 느낄

수록 두 집단 모두 자녀가 만 2세때 보이는 의사소통 발달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양육관련 변인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양육집단에서 더욱 일관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낮시간에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는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자녀의 의사소통발달 (r=-.16, p<.001), 문제해결 (r=-.07, p<.05), 그리고 개인/사회성 발달

(r=-.08, p<.05)이 더디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사회적 양육유

형변인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각각 두 개의 발달 영역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은 종일제 어린이집 집단에서 의사소통(r=.26, p<.001)과 문제해결발달

(r=.10, p<.05)을, 어머니 양육집단에서는 의사소통(r=.11, p<.01) 및 개인/사회성발달(r=.09,

p<.05)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isher's r-to-z 변환을 통해 산출한 z 점수로 두 집단 간 상관

계수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과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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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z=3.03, p<.001). 전체

적인 결과를 요약해보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주로 어머니 양

육집단에서 영아의 발달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양육행동특성의 예측력은 두 집

단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통계적 검증의 결과에서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기관형 어

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의 경우, 낮시간에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영아에 비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과 의사소통 발달 간의 관련성이 더 강함이 밝혀졌다.

<표 3> 가족관련변인과 만 2세 영아의 발달 간 이변량 상관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종일제
어린이집
(N=693)

어머니
양육
(N=839)

종일제
어린이집
(N=693)

어머니
양육
(N=839)

종일제
어린이집
(N=693)

어머니
양육
(N=839)

사회인구학적

어머니의 최종학력 -.08
*

-.03 -.01 .03 -.06 .01

월평균 가구소득 .03 .03 .10* .01 -.01 .02

심리적 안녕

어머니 우울 -.07 -.11** .03 -.05 .00 -.06

어머니 결혼만족 .07 .07
*

-.03 .09
*

.07 .10
**

부부갈등 -.09* -.04 .04 -.04 -.02 -.04

사회적 지원 .10** .09* .04 .06 .05 .04

양육

양육스트레스 -.11** -.16*** -.03 -.07* -.04 -.08*

사회적 양육유형 .26*** .11** .10* .06 .06 .09*

* p<.05, ** p<.01, *** p<.001 굵은 숫자는 두 집단 상관관계 사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

만 3세 시기에 해당되는 두 집단의 유아발달과 가족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 2세 및 3세 시기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 양육을

받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수용어휘 원점수 및 백분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상관의 강도는 종일 보육을 받은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원점수 z=-2.7, p<.01, 백분위 z=-2.97, p<.0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은 만 3세에 측정한

표현어휘력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상관의 강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표현어휘 발

달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가정환경구성과 유아의 언어발달 사이에 발견되었다.

가정환경검사의 8개 하위영역 중 5개의 변인에서 어머니 단독양육 집단만이 만 3세 유아의 표

현어휘능력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일제 어린이집 집단에서는 가정환경구성검사

하위요인 중 어떠한 변인도 유아의 표현어휘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

정환경 중 학습(원점수 z=-2.06, p<.05; 백분위 z=-1.84, p<.05), 언어자극(원점수 z=-2.7, p<.01;

백분위 z=-2.18, p<.05), 모방학습(원점수 z=-3.2, p<.001; 백분위 z=-2.88, p<.01), 다양성(원점수

z=-1.84, p<.05; 백분위 z=-1.66, p<.05)의 요소들은 상관관계 강도가 어머니 양육집단에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습자극 변인은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에서 z=-1.31,

p<.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구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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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예측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양육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가족관련변인과 유아의 수용어휘능력 간 상관관계분석 및 비교에서도 표현어휘의 결

과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 양육 집단에서만 가정환경 중 학습, 언어자극, 그리고

모방학습 등의 환경이 제공될수록 유아의 수용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과 수용어휘

력 원점수 (z=-1.67, p<.05), 언어자극과 수용어휘력 (원점수 z=-1.4, p<.10; 백분위 z=-1.68,

p<.05)간의 상관관계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했고, 모방학습 변인 역시 어머니양육집단에서

만 수용어휘력 백분위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관계 크기 비교에서는 z=-1.31,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4> 가족관련변인과 만 3세 유아의 발달 간 이변량 상관관계 

표현 어휘력
원점수

표현 어휘력
백분위점수

수용 어휘력
원점수

수용 어휘력
백분위점수

종일제
어린이

집
(N=371)

어머니
양육
(N=112
)

종일제
어린이

집
(N=371
)

어머니
양육
(N=112
)

종일제
어린이

집
(N=371
)

어머니
양육
(N=112
)

종일제
어린이

집
(N=371)

어머니
양육
(N=112)

사회인구학적

어머니의 최종학력 .02 -.04 .02 -.04 -.08 .21* -.11* .21*

월평균 가구소득 .01 .03 .01 .03 -.06 .00 -.04 .05

심리적 안녕

어머니 우울 -.05 .11 -.05 .11 -.01 .17 -.03 .15

어머니 결혼만족 -.02 .03 -.03 .05 -.02 -.14 .01 -.13

부부갈등 .03 -.03 .02 .03 .03 .06 .01 .03

사회적 지원 .06 .14 .01 .13 .09 .00 .07 -.02

양육

양육스트레스 -.02 -.03 -.01 .02 .00 -.09 .00 -.13

사회적 양육유형 .15
***

.27
*

.15
***

.23
*

.06 .11 .04 .19

통제적 양육유형 .09 .08 .08 .13 .02 -.05 .00 -.11

HOME-학습 .02 .24* .03 .23* .03 .21* .06 .19*

HOME-언어자극 .06 .34*** .07 .30*** .08 .23* .06 .24*

HOME-물리적 환경 .07 .08 .06 .07 .02 .06 .01 .02

HOME-반응성 .02 .12 .04 .13 .07 .17 .07 .15

HOME-학습자극 .06 .19
*

.08 .22
*

.00 .16 .00 .12

HOME-모방학습 .04 .37
***

.05 .35
***

.07 .16 .06 .20
*

HOME-다양성 .02 .22* .01 .19* -.05 .06 .00 .09

HOME-수용성 -.05 .15 -.04 .12 .08 .12 .06 .04

*p<.05, ** p<.01, *** p<.001 굵은 숫자는 두 집단 상관관계 사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가족 및 어머니 관련 요인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정도가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가족 중 종일제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이용하는 가족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주양육자로 자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4호

- 170 -

를 돌보는 가족을 추출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영유아 발달상의 두 시점 (만 2세와 만 3세)

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족과정의 예측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2세 의사소통 능력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의 경우, 가정양

육 영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발달적 결과에서는 만 2세 및 3

세 시기에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보육

의 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발달의 초기 단계에 비모성보육을 받는 것으로 인해 영유아의 인지

및 언어 발달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Erel, Oberman, Yirmiya, 2000; NICHD

ECCRN, 2000)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종일제 어린이집 집

단의 영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기관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을 돕는다는

연구결과(Andersson, 1989; Clarke-Stewart, Gruber, & Fitzgerald, 1994)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다.

가족관련변인과 영유아발달 간의 관계가 집약적인 타인보육 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 2세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이 영아의

의사소통을 정적으로 예측하는데 있어 종일제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가족에서 그 크기가 유의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영아발달

에 더 강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한 보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이 자녀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하며(NICHD ECCRN, 2001), 영아기에 어머니-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족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어머니양육집단에서 더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성은 NICHD

ECCRN(1998)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자녀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족요인들

의 영향력이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다소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 3세에 이르러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 변인과 유아기 언어발달

간의 상관관계는 두 집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변인 중 가정환경검사 중 다

수의 하위변인에서 어린이집이나 타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에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강한 상관관계로 표현어휘 및 수용어휘 발달을 예측하였다.

이는 가정환경변인과 36개월 유아의 어휘발달 간의 상관계수가 비모성보육집단과 어머니양육집

단에서 동일하게 나온 기존 연구결과(NICHD ECCRN, 1998)와는 차이를 보이며, 가족변인이 자

녀발달에 대해 가지는 예측력이 풀타임 보육시설 이용 가족에서는 약하게 나타난다는

Howes(199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만 3세에 가정환경에 따른 유아언어발달이 낮시간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강한 관계성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포

함한 가정환경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한 선행연구 (Bradley, et al., 2000; 이강이, 성미영,

장영은,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낮시간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유아의 경우,

가족과정을 대신하는 아마도 보육환경의 영향력이 유아의 발달을 예측할 수도 있음을 반증한다.

이강이 등(2008)에 따르면 가정환경요인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가족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있은데, 이는 취약한 가족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환경에서 보강해야할 발달적 영

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어머니 양육집단에서만 유의하고 강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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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장시간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유아의 경우, 감소된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대신할 보육환경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음(Burchinal, et al, 2000;

Lamb, 1999; McCartney, 1984)을 반증하는 결과이므로, 이후 연구에서 이 부분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

우에 영유아 발달을 예측하는 가족과정은 복잡한 비교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가

족과정이 영아보육으로 인해 약화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보

다는 변인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일제보육으로 인

해 다양한 영역의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Howes(1990)와 Dunham과

Dunham(1992) 의 연구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두 집단에서 가족과정의 예측력에 유의한 차이

는 없지만, 보육경험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가족과정의 특정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NICHD

ECCRN(1998)의 연구결과를 더 지지하는 결과를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구성이 그

러한 영역으로 밝혀졌다.

발달이란 아동, 가족, 그리고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의 상호적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어린이집 대 어머니 양육이라는 이분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재단하여 예측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이 가족의 양육적

기능을 대신하는 동시에 때로는 가족과 함께, 때로는 가족과는 독립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파트너와 같은 사회적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육의 어떤

영역이 유아의 발달과 관계되는지, 그 영역의 영향력은 가족관련변인의 특성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는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보육환경을 결정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어떠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

존에 존재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변인 중에서 가족관련변인과 영

유아 발달변인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보육과 밀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 알려져 온 어머니-자녀 애착안정성이나 어머니가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등

의 변인이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만 3세 유아의 발달적 결과에서도 역시 만 2세

와 유사한 사회성 등의 변인들이 패널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언어적 발달에 분석이 한정되

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우리나라와 국외의 상이한 보육지원정책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를 국외연구 결과와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 보육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 왔으나, 미국의 경우, 중산층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계기 자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변인과 자녀 발달변인 중 대부분이 어머니 응답으로 측정되

었고, 관찰 및 제 3자의 평가에 의한 변인이 부족하여 변인 간 자체상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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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uggestions by studies that family predictors are related to

developmental outcomes more strongly for children reared principally by their parents compared to

those with extensive child care experience. Zero-order correlations between family predi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were conducted 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wo child care groups were examined.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re exist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predictive power of family factors except a few

exceptions. At 2 years, social parenting style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extensive child care group. At 3 years, some HOME subscales were related to a child's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skills in significantly greater magnitudes in the mother care

group. The findings also implied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child care environment on

developmental outcomes for those who spend extensive hours in nonmaternal care.

▶Key Words : extensive child care, mother care, infant development, toddler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