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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14차 육아정책연구소 창립기념식과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
제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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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거듭해 왔으며, 우리 사회가 육아친화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 육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린
이들에 대해 출생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전 생애의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
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 양육환경,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종단 자료를 전국
단위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아동패널 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 발달과 성장에 국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정책연
구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017년에 수집한 10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학계 전문가의 연구 논문 발표
와 토론회로 진행하며, 특별히 독일 및 노르웨이 연구진들의 아동발달에 대한 종단연
구에 대해 공유합니다.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대학(University of Stravanger)의 토마
스 모서(Thomas Moser) 교수는 노르웨이의 유아교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를
소개합니다. 독일 라이프니츠교육종단연구소 및 밤베르크 대학(L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 Bamberg University)의 코리나 크라이너트(Corinna
Kleinert) 교수는 전 생애발달과정을 추적하는 독일교육종단패널(NEPS) 체계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양육, 학교 적
응, 아동의 웰빙 등 여러 분야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 종단 연구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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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1)

홍예지
요 약

이 연구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
고, 변화 유형화의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 9, 10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
한 결과 3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하였으며, ‘급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개인요인 중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가정요인 중 부부갈등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의 변화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권위있
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 모두 하위유지집단과 완만한 증가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취업모, 일-가정 갈등, 성장혼합모형, 종단연구

Ⅰ. 서론
2019년 상반기 전국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통계청, 2019). 이에 더하
여 2019년 8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
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라고 보
고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 시장의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
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김준기, 양지숙, 2012; Hong & Lee, 2019), 관
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 44.6%를 차지했다(통계청, 2018).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가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에서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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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할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37.5%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으며(통계청, 2018), 주 원인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 돌봄, 육아 및 자녀
교육을 꼽는 것은 일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다중 역할의 기대와 요구에
따른 부담이 취업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 시장의 참여, 동기 부여 및 역량 발휘에 장애요
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이에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
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정책 프로그램이 조직과 국가 차원에
서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함을 의미하는 일-가정 양립
(work-family balance)과 관련된 연구는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간 책임으로 발생
하는 긴장을 의미하는 일-가정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rone, Rusell,
& Cooper, 1992). 일과 가정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며, 관련하여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
은 개인 및 소속 조직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rzywacz & Marks, 2000).
따라서 주변의 맥락적 요인과의 관련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가
정 갈등과 가정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상호 유기적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 이해의 중요성을 강
조해 왔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장윤
옥, 정서린, 2014; Hong & Lee, 2019). 이에 우리 사회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직장에서의 책임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어려움과 갈등이 이들의 개인특성 및 다양한 환
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변인 간 단편적 영향뿐만 아니라 원인
과 결과가 되는 요인 간 통합적 영향력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취업모
의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학령 전기 육아지원센터에 머물렀던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돌봄 시간
의 공백이 발생하고(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어머니의 역할은 교육봉사 및 학부
모 모임과 같은 행사 참여 및 교육 기여 등으로 점차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연구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살펴보고 있
어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의 수집과 참여 기대 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이전과 다른 역할을 경험하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
정 갈등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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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bioecological systems theory)(Bronfenbrenner
& Morris, 2006)을 근거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 특성을 넘어 이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
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단일 집단이 아닌 다
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하나의 모집단 내의 이질적 성장 특성을 나타내
는 하위 집단을 추적하고, 특정 변인과 개별 성장 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다(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
들의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분류하고, 변화 유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일과 가정환경의 접점에서
양 영역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이
갖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정 내 수행하는 양육행동으로 확장하여 취업모의 심리적 안정
의 도모가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
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
며, 각 잠재집단의 변화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개인, 부모 및 사회적 요인 중 일-가족 갈등의 집재집단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
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간 책임으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
(Frone, Rusell, & Cooper, 1992). 다시 말해 일-가정 갈등은 두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서로 양립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역할 갈등(inter-role conflict)의 한 형태로
(Greenhaus & Beutell, 1985), 이는 개인이 가진 가용 자원의 한계 이상의 역할을 감
당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과부하와 긴장을 유발한다는 희소 가설(scarcity hypothesis)
(Goode, 1960)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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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갈등은 크게 시간, 긴장 및 행동의 세 가지 갈등의 유형
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간 기반 갈등(time-based conflict)은 일과 가정 내 투자되는 업
무 시간과 가정에서의 시간 활용의 부족에 기인한 역할 부담에 따른 갈등을 의미하며, 긴
장 기반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피로와
긴장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근
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영역에서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다른 영
역에서 이와 반대로 인식될 때 지각하는 어려움을 말한다(연은모, 최효식, 2018;
Greenhaus & Beutell, 1985).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이 다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에서 경
험하는 어려움과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장윤옥, 정서린, 2014)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일과 가정 영역 간 상호 관련에 근거하여 한 영역의 활동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 영
향을 주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전이적 관점의 전이 가설(spillover theory)(Bakker &
Demerouti, 2013)을 중심으로 일-가정 갈등과 다양한 주변의 맥락적 요인과의 관련을
심층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 즉, 심리적 특성
및 충분한 사회‧정서적지지 및 양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자원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일-가정 갈등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이를 경험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중요한 사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정 갈등을
확인한 연구는 대부분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횡단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일-가정 갈등의 장기적 경향성을 파악한 소효종(2019)은 미취학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 후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취업모에게 부
가된 주 양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일-가정 갈등을 높
일 것이라 예상하며, 이는 이 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관련
하여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과 생물생태학적 체계 변인과의 관계
가. 개인요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정서
적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이 일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 등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
은 일-가정 갈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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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일-가정 갈등과 관련이 있으며(최유정, 최미라, 최샛별, 2018;
Greenhaus, Collins, Shaw, 2003; Lee & Lee, 2010), 양육 관련 요인 중 양육의 질
과 양육효능감이 일-가정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Cooklin et al., 201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다양한 심리‧정서
적 요인 중 우울,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
트레스는 부모 역할 수행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적응에 부적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ng & Lee, 2019; Kanner et al., 1981). 관련하여 양육 스트
레스와 일-가정 갈등이 관련이 있음(박주희, 2015; Goodman et al., 2011)을 확인할
수 있지만 횡단적 검증 방법을 사용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우울과 일-가정 갈등의 관련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김성국, 박수
연, 이현실, 2017;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Rijswijk et al., 2004; Rodriguez,
2009)는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인이 지
각하는 심리‧정서적 위험요소인 우울이 삶에 부여하는 긍정적 의미를 저해할 수 있으며
(Abela & Sarin, 2002), 이에 변인 간 영향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하였다. 관
련하여 선행연구(김경애, 황혜원, 2010; 김보은 외, 2016; 김재엽 외, 2009; 조규영, 김
신경, 전효정, 2018)는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우울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지각하는 역
할 갈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심리‧정서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높은 자
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가능하며,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 1965). 특히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문제적 행동 및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홍예지, 이순형, 2016)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일과 가
정의 양립으로 개인에 요구되는 다중 역할의 어려움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
다는 데 논의의 중요성이 있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취업모가 지각하는 심리‧정서적 요인과 일-가정 갈등의 밀접한
관련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 양육 스트레
스 및 자아존중감이 일-가정 갈등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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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요인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anner et al., 1981). 부부 간의 긍정적 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기여하는 매우 중
요한 요소임(Ponnet et al., 2013)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어머니가 지각하
는 부부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일-가정 갈등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일-가정 갈등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윤,
2003; Mauno & Kinnunen, 1999)와 남편의 만족스러운 가사 도움이 취업 여성이 지각
하는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는 연구(장영은 외, 2011)가 있다. 또한 일-가정 갈등이 맞벌
이 가정의 부부가 상호 간 느끼는 갈등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정
선이 외, 2019)를 통해 비슷한 맥락에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가정 내에서 지각하
는 부부 갈등이 일-가정 갈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 사회요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가
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소영, 2017). 선행 연구
(김소영, 2017, 김준기, 양지숙, 2012; 소효종, 2019;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는
직장과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 교육서비스 등과 제도적 지원이 취업 기혼여
성의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를 직장과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취학 자녀가 아닌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내 자녀의 연령과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의 범위에
따라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Hong & Lee, 2019). 구체적으로 Hong과 Lee(2019)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거시적 관
점의 지역 사회 내 지지 즉,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육환경 적합성이 취업모
의 긍정적 가족 기능에 유의하지 않지만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미시적 관점으로 한정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취업 여성이 취학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주변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도움 즉,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를 중
심으로 일-가정 갈등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학령초기 자녀
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역기능을 보호
하는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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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과 양육행동과의 관련
부모의 양육행동은 3가지 유형(권위있는, 권위주의적, 허용적)(Baumrind, 1966) 혹은
4가지 유형(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너그러운, 무관심한)(Maccoby, & Martin, 1983)으
로 구분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
로(Russell, Pettit & Mize, 1998), 수직적 혹은 수평적 부모 자녀 관계로 나타난다. 부
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온화한 관계에
서 상호작용 할 필요가 있으며(장유진, 홍예지, 2019), 이는 가장 이상적이라 일컫는 권
위있는 양육행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Lindsey, Cremeens, Caldera, 2010).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
다(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특히 개인, 가족 및 직
장 영역에서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자 하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자원
을 가진다. 이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자각함에서 오는 일-가정 갈등은
삶의 주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Cooklin et al., 2016),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끌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박봉선, 엄명용, 2016;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Buehler, et
al., 2014; Cooklin et al., 2016)는 일-가정 갈등이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Cooklin과 동료들(201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정 갈
등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고, 처벌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박봉선과 엄명용(2016)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수준
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에는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운경, 김민주와 윤기봉(2018)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높은 일-가정 갈등이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작용하
여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관련하
여 대부분의 연구가 미취학 자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취
업모의 일-가정 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취업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보다 긍
정적인 양육행동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차년도(2015년), 9차년도(2016년) 및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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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도부터 아동 및 가족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연구 모형에 적합한 해당 연도의 자료를 선택하
여 분석하였다. 8차 년도부터 취업 중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시 이
점과 갈등을 일-가족 이점, 일-양육 이점, 일-가족 갈등 및 일-양육 갈등의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8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취업모
를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에 해당하는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을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어머니를 제외하
고, 3차 년도 데이터 모두에서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 459명을 선택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92개월에
해당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18(SD = 3.54)세이었으며, 아동
의 평균 월령은 만 87.93(SD = 1.53)개월이었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초혼 및 재혼이
97.4%에 해당하고,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및 별거는 2.6%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연구대
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59, 단위: 명(%)
변인
아동성별

구분
남아

228(49.7%)

여아

231(50.3%)

30세 이하
어머니 연령

어머니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빈도(백분율)

3( 0.7%)

31 ∼ 35세

94(20.4%)

36 ∼ 40세

256(56.0%)

41 ∼ 45세

93(20.1%)

고졸 이하

100(21.8%)

2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119(25.9%)

4년제 대학교 졸업

195(42.5%)

대학원 졸업

45(9.8%)

300만원 미만

45(9.8%)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24(48.9%)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132(28.9%)

7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51(11.1%)

1000만원 초과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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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
이 연구에서는 8차(초1)에서 10차(초3)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
등 변화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가정요인(부부갈등), 사회요인(사회적 지원)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의 결과변인으로 상정하였
다. 예측변인은 모두 8차 년도, 결과변인은 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일-가정 갈등
어머니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은 Marshal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을 사용하였다. 일가족 갈등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며, 일-양육 갈등
은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등의 6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
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일과 가정생활 및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면
서 느끼는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8차, 9차 및 10차 년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모두 .93이다.
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양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다.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간편형으로 제작된 K6(Kessler et al., 2002)척도를 사용하였다. ‘너
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
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
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안 느낌 1점에서 항상 느낌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
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
뢰도(Cronbach's α)는 .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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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부갈등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
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
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
는 부부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다.
마.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지지, 도구
적지지, 사교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
인 별 문항의 예시는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
할 때 빌려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자녀양육과 교
육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와 같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4다.
바.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Robinson 외(1995)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
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세 차원, 총 11개의
하위요인, 총 52문항으로 구성된다.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애정 및 관여 11문항, 이성/유
도 7문항, 민주적 관계 5문항 및 친절/편안함 4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
인 별 문항의 예시는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아이에게 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가족규칙을 정할 때 아이가 의견을 낼 수 있
도록 한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와 같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 4문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6문항 및 지시 4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
위요인 별 문항의 예시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곤 한다,’ ‘아이를 훈육하는 한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한다,’ ‘아이의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와 같다. 허용적 양육행동은 일관성의 부족 6문항, 방
관 4문항 및 확신 부족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시는
‘아이에게 벌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벌을 주지 않는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이 없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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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세 차원의 양육행동 해당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허용적 양육행동
중 3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
육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 .88,
.61이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즉,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분류하고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관심 변인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둘째,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
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
다. 정보준거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sBIC(Scolve, 1987)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
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
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
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차이검증 즉, LMR(Lo, Mendell, & Rubin, 2001)과

BLRT(McLachlan & Peel, 2000)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
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의 유
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
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
인 및 결과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Lanza, Tan과 Bray(2013)는 잠재집단 분석 시
지표변인 이외에 보조변인이 분석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집단 분류의 변화
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에 미치는 오분류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발생하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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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였다.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적정한 값을 보여
(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은 <표 3>과 같다.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은 8차에서 10차에 이르
기까지 상호 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45~51, p < .001), 일-가정 갈등 10차
와 사회적 지원 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상관계수는 모두
.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인 기술통계치
변인
일-가정 갈등 8차
일-가정 갈등 9차
일-가정 갈등 10차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권위있는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

N
459
459
459
459
459
459
456
459
442
442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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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00-4.93
1.00-4.67
1.00-4.80
1.00-4.82
1.00-4.50
1.60-5.00
1.00-5.00
2.00-5.00
2.37-4.96
1.15-3.70
1.53-3.33

평균
2.74
2.66
2.54
2.38
1.81
3.88
2.12
3.94
3.87
2.36
2.37

표준편차
.68
.67
.70
.69
.72
.59
.88
.56
.38
.46
.32

왜도
.02
.16
.19
.37
.76
-.44
.79
-.14
-.14
.07
-.02

첨도
-.04
-.29
-.50
.21
.23
-.05
.19
.29
.59
-.12
-.09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1

1

2

.51***

1

3

.45***

.47

4

***

5
6

-.26***

7

***

***

8

-.12

***

-.22

11

***

-.22

***

.24

***

-.16

-.19

10

.26

***

***

9

***

.28

.27

**

***

**

.13

***

.19

*

-.12

6

7

8

9

10

11

1

.36

.33

.26***

5

1

***

.29***

4

.21

-.08
***

-.18

*

***

.12

.18

***

***

.21

.25

***

.59

***

-.56

***

.49

*

-.10

***

-.37

***

.44

***

.38

1
***

1

-.52

***

.57

***

-.45

*

***

-.12

.15

***

***

-.26

***

.28

***

.22

.37

***

-.29

***

-.36

1
**

1

-.15

***

-.24

***

.26

***

.24

***

1

.18

*

-.12

*

-.12

***

-.48

***

-.45

1
***

.51

1

주. 1 = 일-가정 갈등 8차, 2 = 일-가정 갈등 9차, 3 = 일-가정 갈등 10차, 4 = 양육스트레스, 5 = 우울,
6 = 자아존중감, 7 = 부부갈등, 8 = 사회적 지원, 9 = 권위있는 양육행동, 10 =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11 = 허용적 양육행동
* p < .05, ** p < .01, *** p < .001

2.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성장모형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단일 계층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변화 형태를 추정하였다. 일-가정
갈등 8차에서 10차까지 3개 시점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값

차이 검증 대신 대안으로 제시되는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두 개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최적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
CFI와 TLI는 .90이상인 경우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표 4〉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모형



df

CFI

TLI

RMSEA (90% C.I.)

SRMR

무변화 모형

34.412

4

.901

.926

.129 (.091-.017)

.066

.552

1

1.000

1.004

.000 (.000-.111)

.008

선형변화 모형

3.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색하였으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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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먼저 각 잠재집단에 대한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였을
때, 3개 이상의 잠재집단에서 추정에 실패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집단별 초기치
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자유롭게 추정하는 경우 추정실패의 문제가 흔히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잠재집단의 성장요인의 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분산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Entropy, LMR 및 BLRT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질적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형태를 보이는 잠재집단 분석 결과, 잠재집단
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값이 감소하였으나 3개
에서 4개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Entropy값은 모든 잠재집
단의 수에서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4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제시된 통계적 기준만으로 잠재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정보
지수 기준과 함께 해석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 갈
등의 변화는 AIC, BIC, sBIC가 감소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집단 분류율 기준(Jung &
Wickarma, 2008)에 따르고, 집단별 이질성을 그래프로 확인하여 해석적으로 적합한 모
형을 선택한다는 Nylund-Gibson 외(2014)의 근거를 참고하여 3개의 집단이 명확히 구
분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는 분산 동일
화 제약을 가한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인 모형이 통계적 검증과 해석의 측면에서 가장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 잠재집단 분류 기준
(N=459)
잠재집단 수

분류기준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

분류율(%)

2

3

4

AIC

2553.437

2543.955

2544.224

BIC

2590.598

2590.504

2606.160

sBIC

2562.035

2555.419

2558.554

LMR

p < .05

p < .05

p < .05

BLRT

p < .01

p < .001

p < .05

Entropy

.842

.801

.851

1

8.36

16.08

40.17

2

91.64

43.53

0.73

40.39

18.6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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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분류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이 후 급격히 감소하는 집단
으로 ‘급감소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
단은 일-가정 갈등의 초기치가 가장 낮고 이 후 2년의 시간동안 큰 변화 없이 하위 수준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하위유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
의 43.5%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이 중상위 수준의 초기치에서 이 후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으로 ‘완만한 증가집단’이라 명
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0.4%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별 변화 유형화

4.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요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미치는 개인, 가
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잠재집단 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잠재집단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은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가 지각하
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집단 및 하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
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집단보다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요인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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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갈등의 하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요인으로 상정한 사회적 지지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
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
(N=459)
급감소집단
vs. 하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하위유지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양육스트레스

-.41( .66)

1.25( .63)*

변인

개인
요인

1.66( .39)***

우울

1.61( .66)*

1.33( .64)*

.12( .38)

자아존중감

.91( .58)

1.10( .60)

.18( .46)

가정
요인

부부갈등

-.60( .38)

-.15( .37)

.75(.25)*

사회
요인

사회적 지원

1.14( .72)

.55( .57)

-.5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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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요인 검증
학령초기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7>과 같
으며, 이질적인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에 따른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각각 살펴본 결과, 세 개의 양육행동 모두에서
하위유지집단과 완만한 증가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권위있는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유지집단(M = 3.976)과 완만한 증가집단(M = 3.753) 간,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유지집단(M = 2.493)과 완만한 증가집단(M = 2.236)
간, 허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유지집단(M = 2.273)과 완만한 증가집단(M = 2.47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의 기술통계치
(N=459)
변인

권위있는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급감소집단

3.859

.075

2.383

.090

2.377

.068

하위유지집단

3.976

.031

2.493

.043

2.273

.025

완만한 증가집단

3.753

.036

2.236

.040

2.471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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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양육행동 차이 검증
(N=459)
권위있는 양육행동

변인

***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



p



p



p

급감소집단 vs.
하위유지집단

1.769

.184

1.894

.169

1.745

.187

급감소집단 vs.
완만한 증가집단

1.315

.251

.980

.322

1.306

.253

하위유지집단vs.
완만한 증가집단

19.193***

.000

16.681***

.000

22.171***

.000

p < .001.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
재집단을 추정하고,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
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
화 양상은 급격한 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완만한 증가집단의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일-가정 갈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집단은 전체의 16.1%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의 대다수의 취업모가 안정적이거나 완만히 증가하는 일-가정 갈등
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취업모에게 요구되는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의 상응하는 역할에 따른 어려움과 갈등이 높다는 선행연구(장윤옥, 정서린,
2014; Hong & Lee, 2019)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초등학
교 입학이 가족의 생활패턴 및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미치는 주요 가족생활 사건으로(신
수희, 2019),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 갈등과 맞물려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일-가정 갈등의 수준을 높인다는 데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지각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소효종(2019)의 연구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종단적 결과가
계속 축적되어 변화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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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
의 자아존중감은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다양한 문제적 행동 및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연구(홍예지, 이순형, 201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수준에서 마주하는 문제적 행동이나 상황보다 타인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
즉, 가정환경 내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가용 자원의 활용 등에 따라 복잡한 양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감소
집단 및 하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저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일-가
정 갈등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하위 수준에서 유지하기보다는 완만히 증가함을 의미하며
일-가정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한 관련을 설명한 선행연구(박주희, 2015;
Goodman et al., 201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우울과 일-가정 갈
등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급
감소집단보다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우울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지각하는 역할 갈등에 미치
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김경애, 황혜원, 2010; 김보은 외, 2016; 김
재엽 외, 2009; 조규영, 김신경, 전효정, 2018)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를 자녀 양육 상황
에서의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정적 인지-정서 처리과정(Ponnet et al., 2013)에 근거하여
추론해 볼 때, 양육 환경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 상태가 결국 전반적인 가족 기능의 긍
정적 역할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일-가정 갈등의 수준을 조금씩 높이는 데 기여했기 때
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낮추기 위해 가족이 기능적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가정요인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부부갈등은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의 수준
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하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집단보다 완만히 증가하
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
하게 돕는다는 연구(홍예지, 이순형, 2017)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
회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취업모의 높아진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의 상응하는
역할 요구와 책임에 미치는 부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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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가족 구성원의 상보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연대감과 동료의식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가족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부 갈등의 인지 수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 남녀가 상이한 모
습을 보이며 대체로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현경자, 2005)를 토대로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배우자와의 순기능적 상
호작용을 높이는 가족 상담, 양육 멘토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
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세 개의 양육행동 모두
에서 하위유지집단과 완만한 증가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이
기혼 취업 여성의 삶의 주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박봉선, 엄명용, 2016;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Buehler, et
al., 2014; Cooklin et al., 201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에 따른 양육행동의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가정 갈등
의 완만한 증가집단에서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가장 높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가장 낮
아 긍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았지만 허용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아 부정적 양육행동의
수준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잠재집단 중 가장 취약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완만한 증가 집단에서 양육행동의 혼
재된 패턴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이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가정의 두 영역
에서 지각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이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서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세 개의 모든 일-가정의 잠재집단에서 5점 만점의 3
점 후반대로 높고, 권위주의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2점 초반대로 낮아 자녀를 둔 취
업모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의 양육행동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부정적 양육행
동을 보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하여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추가적인 점검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
서는 3차 년도 데이터 모두에서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만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아 취업을 중단한 어머니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일-가정 갈등의 어려움에도 현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
고 있는 취업 여성들과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일을 중단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가정

[주제발표] 1주제: 부-모양육 • 59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검증하는 것은 더욱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은 모두 어머니의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보
고식 자료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면
밀히 분석한다면 보다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령초기 자
녀의 가장 중요한 주 양육자이자 교육자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내 역기능인 일-가정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여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과 같은
아버지 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부부 단위를 함께 고려한다면 맞벌이 부부 가정의 일-가정
갈등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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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he Latent Classes of the Chang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Having An
Early School-Aged Child and Testing the Effect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Yea-Ji Ho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the
chang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having an early
school-aged child and to test the effect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n
them.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conducted,
using 8th to 10th wave of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of the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were identified as three latent classes: a rapid
decreasing group, a low-level stable group, and a steady increasing group.
Second, among antecedents, mother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ird, for working
mothers’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changes of work-family conflict, the group differences in all
of the parenting behaviors were suggested, such as a low-level stable group
versus a steady increasing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GMM,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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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두고,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시기를 지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적응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설레는 시기이자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 연구는 이
시기를 전후한 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됩니
다. 특히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학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일-가정 갈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의 변화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의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일-가정 갈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지점인 것으로 이해가
되나, 왜 ‘변화’가 중요하며, 이 일-가정 갈등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
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강하면 보다 풍요로운 내용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측요인을 자녀가 초1 때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는데, 자녀 영
유아 시기에 어머니가 경험했던 관련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보면 어
떨지 제안합니다. 그런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timing과 일-가정 갈등의
변화를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결과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가정 갈등의 영향요인들이 일-가정 갈등을 거
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해석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
석방법이나 결과제시에 있어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는 특히 양육행동을 설명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일-가정 갈등의 변화와 더불어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살필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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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령초기 자녀를 첫째아로 한정하였는지, 영유아기 손아랫 형제자매 및
전체 자녀수를 고려했는지, 8차년도에 모든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한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대상이 어머니이긴 하지만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자녀 평균 월령
등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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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APIMeM)
홍석영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
자기-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고,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 연도(2014)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부모의 양육분담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는 자기효과만 부적으로 존재했으나 어머니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분담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는 자
기효과만 정적으로, 어머니는 상대방효과만 부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분담
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아버지의 자
기효과와 어머니의 상대방효과가 확인됐다. 본 연구는 부부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APIMeM 모델로 적용해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양육분담,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Ⅰ. 서론
오늘날 가정에서는 여성이 아닌 부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가사 중에서도 특히 자
녀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부부 간의 양육분담은 정확하게 양분되기 어렵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이 양
육을 얼마나 분담한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다르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의 긍정적·부정적 감정들은 부부 사이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중앙통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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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자녀 양육의 동반자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02년에 비해 30배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20배, 남성의 육아휴직이 150배 늘어나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가 대폭 증가한 점이 눈
에 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여성이 3,763명, 남성이 78명이었고,
2017년에는 여성이 78,080명, 남성이 12,043명이었다는 점에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여
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출산율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송민영, 2018; 최혜순, 이미현, 2015).
양육이 어느 한 부모가 아닌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양육분담
의 역할과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이한나, 한정원, 2017). 보조 양육자에 머물렀던 아버
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김근혜, 김혜순,
2013)와 우울(정은혜, 최은실, 2018)은 줄었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고경미,
이성경, 2019)이 늘어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황선실, 황
희숙, 2014)과 결혼만족도(노성향, 201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부부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개인적 정서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양육분담으로 생기는 부부 간의 정서적 교류는 유아기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
해진다. 인간발달에서 환경을 매우 중요시한 Bronfenbrenner(1979)는 양육자와 아동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제3자의 간접적인 영향
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부부 간의 원만한 관계여부가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 영향
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병국, 2008).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가 양육을 공유한다고 느낄
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박잎새, 남은영, 2015)과 사회적 유능감(최은정, 곽은순,
2018)이 향상됐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아의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격행동이
증가했다(금주희, 양연숙, 2017). 이는 부부 간 양육분담으로 형성되는 긍정적 혹은 부
정적 기류가 가정 분위기를 주도하여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
분담은 남성과 여성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써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중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다(Jeon, Peterson & DeCoster, 2013).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상호 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
적인 조절의 과정을 말한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그래서 부모와 유아
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을 지지하여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
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영은 성미영, 201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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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향상된
반면에 문제행동은 감소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이선남, 이경옥, 2015; 황성온,
2014).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박성덕, 장연주, 2016; 임현주, 최
항준, 2017)을 촉진하고, 지능(서수민, 박혜원, 2018)과 학습준비도(민미희, 201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인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감정인 양육효능감을 꼽을 수 있
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심리
적 안녕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기제이다(Belsky, 1987).
즉, 부모가 따뜻하고 온정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스스로가 심
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노보람, 은선민,
이강이, 김은영, 2016). 그러므로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양가감정인 양육스트
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역할과 과업, 환경
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최윤희, 문혁준, 2016). 그중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
정적 사건을 반복 경험할 때 부모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유발한다
(Abidin, 1992; 지성애, 2016에서 재인용).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일상적이며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곽금주, 김수정, 2004).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약화시켜 역기능적 양육행동으로
까지 이어진다(민현숙, 문영경, 2013;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조유진, 2018).
양육스트레스는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방식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부모의 자녀가 발달수준이 높았다(김종훈, 이지영,
성지현, 2013; 이경하, 서소정, 2009). 그리고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유아의 인지발달과 동작발달도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빨랐고(정미라, 강수경, 이방
실, 김민정, 2014), 유아의 문제행동 및 내재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이영진, 노
승희, 2017).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
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유아와의 상호작용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조건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이다(김선희, 2005).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
인 지식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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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1997),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양육행동
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기대감을 말한다(성지현, 백
지희, 2011).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양육효능감에 따라 양육
참여도에 개인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2003). 이는 부
부의 양육분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양육효능감에 따라 부부의 양
육분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
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대할 뿐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Mondell & Tyler, 1981). 이를 반영
하듯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는 정서조절능력(유지현, 이경님, 2017), 정
서지능(조부월, 2012), 자기조절능력(백지희, 2017), 사회적 능력(김낙흥, 백인경,
2015), 행복감(강영욱, 조남숙, 2012)이 높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했고(장석경, 이지현, 2008), 또래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높았다(강민성, 김경은, 2017).
지금까지 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서가 아니
라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손상
희, 유연옥, 2014; 임현주, 2018; 정지혜, 박혜준, 2013). 하지만 가정 내에 부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여
이들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가정 내에서 부부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인 만큼
APIM모델로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PIM 모형을 사용하여 부부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
(APIMeM)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각 변인 간 관계에서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서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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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중 2014년도 자료인 7차연도 자료를 이용했다. 아동패널 7차연도의
연구대상인 아동은 2008년생으로 연령은 6세, 월령으로는 72개월에서 79개월 사이의 유
아이다. 본 연구자는 자료분석시에 한 문항이라도 미응답이 있거나 이상치가 포함된 자
료, 부모가 장애여부에 유를 표기한 자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7차연도의
2150개의 응답 중에서 919개를 제외하고, 1231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
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231명)
아동의 일반적 특성
내용
아동성별

아동출생

구분

n

%

구분

n

%

남아

647

52.56

72개월

26

2.11

여아

584

47.44

73개월

127

10.32

첫째

569

46.22

74개월

271

22.01

둘째

514

41.75

75개월

351

28.51

76개월

253

20.55

내용

아동월령
(만 원령)

셋째

135

10.97

77개월

129

10.48

넷째

11

.89

78개월

62

5.04

다섯째

2

.16

79개월

1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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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내용
부결혼상태

부연령범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초혼

1215

98.70

내용
모결혼상태

구분

n

%

초혼

1215

98.70

재혼

16

1.30

재혼

16

1.30

25~30세 미만

5

.41

25~30세 미만

26

2.11

30~35세 미만

146

11.86

30~35세 미만

324

26.32

35~40세 미만

516

41.92

35~40세 미만

615

49.96

40~45세 미만

455

36.96

40~45세 미만

234

19.01

모연령범주

45~50세 미만

91

7.39

45~50세 미만

27

2.19

50세 이상

18

1.46

50세 이상

5

.41

중학교 졸업

6

.49

무학

1

.08

초등학교 졸업

1

.08

고등학교 졸업

376

30.54

부최종학력

모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288

23.40

대학교 졸업

561

45.57

1,231

100.00

총계

중학교 졸업

3

.24

고등학교 졸업

403

32.74

전문대 졸업

368

29.89

대학교 졸업

454

36.88

대학원 졸업

1

.08

1,231

100.00

총계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양육분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NICHD 홈페이지에 공개된 SECCY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
역하고, 번역된 내용을 영어 전문원이 역 번역하여 NICHD 연구진의 확인 후 최종 확정
된 16 문항의 양육분담(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 척도로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분담에 0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척도
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4번과 5번 문항을 제거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됐다. 본 연구에서
양육분담 척도를 측정하는 14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 .891, 어머니 .89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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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2007년 예비조사
를 통해 문항을 확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총 1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8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가 .868, 어머니가 .88로 확인됐다.
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숙재(1997)가 번안한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을 오미연(2005)이 사용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부모유능감(9문항), 부모불안감(4문항), 기
타(3문항)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기타’요인을 삭제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가 .857, 어머니가 .878
로 나타났다.
라.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사
용허가를 취득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뒤, 제 3자에 의해 역 번역한 내용을
ECLS로부터 확인받은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
도로 응답한다. 이때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7차연도 자료에서는 부모-자료 상호작용을 어머니가 응답했다. 척
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1번 문항을 삭제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했다. 부모-자녀 상호작
용의 신뢰도는 .81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
APIM)을 확장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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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s: APIMeM)을 적용하여 자료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1과 MEDYAD beta v1.1 그리고 AMOS 21과 MPLUS 7.4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정규분포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확인했다. 또한 척도의 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1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확인
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척도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PIMeM 분석을 위해서는 MEDYAD의 APIM분석을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자기상
관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과 VIF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준화된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MPLUS 7.4에서 APIMeM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STDXY와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사 사용한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상호작용 척도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했다.
가. 타당도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
작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정화작업 및 적합도
1)

제외
변인 대상
(β)

4번문항
(β=.343)

부
양육
분담

5번문항
(β=.409)
4번문항
(β=.403)

모
5번문항
(β=.360)

2)

제외안함
(β)

3)

수정지수(MI)

적합도
2

χ (p)

2

χ /df SRMR TLI

CFI

RMSEA
[LL UL]

2↔3(MI=141.063)
2↔13(MI=56.375)
523.395
.065
6↔7(MI=51.212)
7.269 .046 .905 .925
(.000)
[.060, .071]
8↔14(MI=319.965)
15↔16(MI=429.202)
2↔3(MI=119.565)
2↔13(MI=69.494)
3↔13(MI=38.603)
.055
382.101
5.382 .042 .925 .941
6↔7(MI=51.202)
(.000)
[.049, .060]
8↔14(MI=202.069)
15↔16(MI=39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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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8번문항 6번문항
(β=.399) (β=.491)

모

8번문항 6번문항
(β=.348) (β=.490)

양육
스트레스

부

기타
하위
변인
제외

4번문항
(β=.491)

모

기타
하위
변인
제외

4번문항
(β=.451)

양육
효능감

1↔2(MI=360.934)
3↔9(MI=97.777)
4↔7(MI=223.897)
7↔11(MI=124.111)
1↔2(MI=340.239)
4↔7(MI=194.254)
9↔10(MI=148.088)
1↔2(MI=74.636)
5↔6(MI=160.175)
5↔12(MI=91.427)4)
6↔12(MI=107.885)4)
6↔13(MI=67.911)4)
10↔11(MI=102.856)4)
1↔3(MI=66.267)
5↔6(MI=101.805)
7↔8(MI=64.454)
10↔11(MI=108.846)

1번문항
부모자녀
모
상호작용
(β=.466)

Note. 1)
2)
3)
4)

370.580
.086
11.954 .046 .927 .949
(.000)
[.078, .094]

345.243
.082
10.789 .041 .937 .955
(.000)
[.074, .089)

501.022
.072
8.638 .052 .913 .935
(.000)
[.066, .078]

.078
601.037
10.017 .055 .901 .924
(.000)
[.073, .084)
133.015
.062
6.651 .032 .951 .965
(.000)
[.052, .072]

표준화된 계수(β)가 .5이하인 문항 삭제.
표준화된 계수(β)가 .5이하이지만 .5에 근접하여 삭제하지 않은 문항.
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같은 요인 내에서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오차 간 상관 연결.
양육 유능감 9, 10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양육 효능감 내에 부적 요인인 불안감과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함.

첫째, 양육분담 척도에서는 4번(아버지: β=.343, 어머니: β=.403)과 5번(아버지: β
=.409, 어머니: β=.360)문항의 표준화된 계수가 .5를 넘지 못해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두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양육분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간 높은 상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2↔3(MI=141.063), 2↔13(MI=56.375), 6↔
7(MI=51.212), 8↔14(MI=319.965), 15↔16(MI=429.202), 어머니는 2↔3(MI=119.565),
2↔13(MI=69.494), 3↔13(MI=38.603), 6↔7(MI=51.202), 8↔14(MI=202.069), 15↔
16(MI=399.029)의 MI 수치가 30 이상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양육분담 척도는 타당도를
확보했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는 8번(아버지: β=.399, 어머니: β=.348)문항의 표준화
된 계수가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제하였다. 하지만 6번(아버지: β=.491, 어머
니: β=.490)문항의 경우, 표준화된 계수가 .5를 넘지 못했으나 .5에 근접하여 본 연구자
는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역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 간 높은 상관이 존재했다. 이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지수(MI)를 확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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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1↔2(MI=360.934), 3↔9(MI=97.777), 4↔7(MI=223.897), 7↔11(MI=124.111),
어머니는 1↔2(MI=340.239), 4↔7(MI=194.254), 9↔10(MI=148.088)의 MI 수치가 95
이상이었다. 그래서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반영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타당도를
확보했고,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셋째, 양육효능감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양육 유능감, 양육불안감, 기타)으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요인은 요인부하량이 낮아
삭제했다. 이는 본 연구도구의 출처인 오미연(2005)이 기타요인을 유능감과 불안감에 속
하지 못한 문항이라고 밝힌 것과 선행연구들(기쁘다, 2018; 김지현, 이지민, 2011; 이선
미, 장정미, 2009)에서 기타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한 것과 일치한다. 4번(아버
지: β=.491, 어머니: β=.451)문항의 경우, 표준화된 계수가 .5를 넘지 못하였으나 수치가
근접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양육효능감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간
상관이 높았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MI)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1↔2(MI=74.636), 5↔
6(MI=160.175), 5↔12(MI=91.427), 6↔12(MI=107.885), 6↔13(MI=67.911), 10↔
11(MI=102.856), 어머니는 1↔3(MI=66.267), 5↔6(MI=101.805), 7↔8(MI=64.454),
10↔11(MI=108.846)의 MI 수치가 60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반영하
였다. 보편적으로 MI는 다른 요인과의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육유능
감 9, 10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양육효능감 내에 부적 요인인 불안감과 상관이 있을 수 있
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이들 간의 상관을 허용하였다. 문항 정화작업 이후,
양육효능감척도의 타당도는 확보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는 1번(β=.466)문항이 표준화된 계수가 .5를 넘지
못하여 삭제하였다. 문항 삭제 이후,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는 타당도를 확보했고, 확인
적 요인분석 적합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 신뢰도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
작용 척도의 문항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 신뢰도와 문항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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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항목과 요인 총계 상관과 신뢰도 확인
요인
양육 분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 유능감

1)

양육 불안감
양육 효능감2)
부모자녀상호작용

대상

문항 수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모

14
14
10
10
9
9
4
4
13
13
8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453∼.658
.450∼.685
.437∼.722
.460∼.742
.484∼.631
.465∼.650
.409∼.577
.486∼.616
.374∼.676
.417∼.700
.415∼.612

신뢰도(Cronbach’s α)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879∼.889
.891
.887∼.896
.897
.845∼.868
.868
.863∼.884
.884
.820∼.837
.843
.839∼.855
.860
.581∼.688
.703
.661∼.733
.755
.836∼.857
.857
.861∼.878
.878
.782∼.809
.814

Note. 1) 양육 유능감 9, 10번 문항은 역 문항 처리하여 분석
2) 양육 효능감을 구성하기 위한 하위요인 중 양육 불안감을 역 문항 처리하여 분석

첫째, 척도의 문항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을 살펴봤는데, 모든 문항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양육분담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은 아버지가 .453~.658, 어머니가
.450~.685,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은 아버지가 .437~.722, 어머니가
.460~.742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은 아버지가 .484~.631, 어머
니가 .465~.650, 부모자녀상호작용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은 .415~.612였다. 또한 척도
의 문항 총점과 각 문항 간에 부적 상관이 없어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신뢰도가 문항 제거
시 신뢰도보다 높으면, 문항을 제거했을 때에 척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없다는 의
미이기 때문에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육분담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가 .891, 어머니가 .897로 높은 수준이었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아버지가 .879~.889, 어머니가 .887~.896으로 전체 신뢰도보다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가 .868, 어머니가 .884였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아
버지가 .845~.868, 어머니가 .863~.884로 제거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이 없었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가 .857, 어머니가 .87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
고, 문항 제거시 신뢰도에서는 아버지가 .836~.857, 어머니가 .861~.878로 전체 신뢰도
보다 모두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는
.814였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782~.809로 부모자녀상호작용 전체 신뢰도인 .814보
다 낮으므로 문항을 제거했을 때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모든 척도가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78 •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 학술대회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정규분포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확인했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변인
양육
분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분담

대상

부

부

1

모
부
모
부
모

양육 스트레스
모

부

양육 효능감

모

부

모

부모자녀
상호작용
모

-.588***
1
[-.631, -.540]
-.085**
.083**
1
[-.142, -.027] [.031, .140]
-.053
.086**
.342***
1
[-.104, .003] [.033, .140] [.286, .394]
.269***
-.209***
-.541***
-.273***
1
[.213, .322] [-.266, -.157] [-.584, -.494] [-.330, -.219]
.033
-.002
-.249***
-.601***
.281***
1
[-.025, .094] [-.069, .059] [-.301, -.195] [-.643, -.555] [.226, .337]
.029
-.095***
-.154***
-.225***
.187***
.363***
[-.024, .085] [-.156, -.037] [-.208, -.106] [-.276, -.172] [.134, .241] [.312, .409]
2.19
4.03
2.31
2.48
3.38
3.41
.52
.53
.59
.64
.48
.49
.270
-.396
.037
.174
.138
-.078
.884
.246
-.277
.100
-.271
.070

부모자녀
모
1
상호작용
M
2.21
SD
.49
Skew
.618
Kurt
.998
Note. [95% CI]=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함.
** p<.01, *** p<.001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은 2.19~4.0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48~.64로 이상
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왜도의 절댓값이 .618 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998
이하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기준(kline, 2011)을 충족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이 부적
(r=-.085∼-.601) 혹은 정적(r=.083∼.368)인 상관이 존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
능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053), 어머니의 양육분담(r=.033), 부모-자녀 상호작
용(r=.029)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002)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X1→Y 에 속하는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baron & kenny
(1986)의 기본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이 X1→Y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Cerin & MacKi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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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Hayes, 2009; MacKinnon, 2008; Rucker et al., 2011; Zhao et al.,2010; 이
형권,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후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3.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APIMeM)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outts와 Hayes 그리고 Jiang
(2019)가 개발한 MEDYAD를 사용하였다.
가. APIMeM Step 1
APIMeM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우선, Durbin-Watson값이 1.980으로 2에 근접
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했고, VIF 값을 확인한 결과 1.529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아버지
2

의 양육스트레스를 3.7% 설명하였고(R =0.3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662,

p<.001). 첫 번째 과정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APIMeM Step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step1

Estimate[95% CI]

constant

2.151

Stand
SE
estimate
.218

t

VIF

F

9.881

아버지의 양육분담 -.131[-.208, -.055]

-.117

.039 -3.369*** 1.529

어머니의 양육분담

.099

.039 2.869** 1.529

.111[.035, .186]

Durbin
R2
Watson
1.980

***

.037 23.662

Note. 종속변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 p<.01, *** p<.001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131(β
=-.117)의 부적 영향을 미치며(t=-3.369, p<.001)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111(β=.099)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867, p<.01).
나. APIMeM Step 2
APIMeM 분석을 위한 두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840으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VIF 값이 1.52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리고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1.0% 설명하였
고(R2=.01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387, p<.01). 두 번째 과정의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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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다.
〈표 6〉 APIMeM Step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step2

Estimate[95% CI]

constant

1.991

아버지의 양육분담

.000[-.084, .084]

어머니의 양육분담

.122[.039, .205]

Stand
estimate

Durbin
Watson

SE

t

VIF

.238

8.359

.000

.043

-.004 1.529

.101

.042 2.888** 1.529

1.840

R2

F
**

.010 6.387

Note.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p<.01

위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122(β=.101)의 정적 영향을
미쳤다(t=2.888, p<.01).
다. APIMeM Step 3
APIMeM 분석을 위한 세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981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
보했고, VIF 값이 1.52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양
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5.5% 설명하였고(R2=.05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35.785, p<.001). 세 번째 과정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APIMeM Step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step3

Estimate[95% CI]

constant

3.293

아버지의 양육분담

.166[.104, .228]

어머니의 양육분담 -.070[-.131, -.009]

Stand
SE
estimate

t

VIF

Durbin
Watson

1.529

1.981

.175

18.780

.181

.031

5.282

-.077

.031

-2.238 1.529

***

R2

F
***

.055 35.785

*

Note. 종속변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 p<.05, *** p<.001

위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166(β=.181)의 정적 영향을
미치고(t=5.282, p<.001),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070(β=-.077)의 부적 영향을 미쳤다
(t=-2.238, p<.05).
라. APIMeM Step 4
APIMeM 분석을 위한 네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749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

[주제발표] 1주제: 부-모양육 • 81

보했고, VIF 값이 1.52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
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2% 설명하였고(R2=.055),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F=1.382, p=.252). 네 번째 과정의 분석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APIMeM Step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Stand
estimate

SE

t

VIF

Durbin
Watson

R2

F

1.529

1.749

.002

1.382

step4

Estimate[95% CI]

constant

3.405

아버지의 양육분담

.033[-.033, .098]

.034

.033

.977

어머니의 양육분담 -.017[-.081, .048]

-.018

.033

-.513 1.529

.185 18.362

Note.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 APIMeM Step 4
APIMeM 분석을 위한 다섯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986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VIF 값이 1.556~2.837
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
육효능감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13.3% 설명하였고(R2=.13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31.204, p<.001). 다섯 번째 과정의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APIMeM Step 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과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효능감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Stand
SE
estimate

t

VIF

step5

Estimate[95% CI]

constant

1.354

아버지의 양육분담

-.063[-.125, -.002]

-.067

.031 -2.024* 1.556

어머니의 양육분담

-.100[-.161, -.040]

-.108

.031 -3.249** 1.56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011[-.055, .077]

.013

.03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003[-.071, .065]

-.004

.035 -.090 2.837

.326

2.287 1.986

.094[.013, .175]

.092

.041 2.270* 2.30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311[.224, .398]

.312

.044 6.996***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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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4.260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Note. 종속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Durbin
2
R
Watson

***

.133 31.204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063(β
=-.067)의 부적영향을 미치며(t=-2.024, p<.05), 어머니의 양육분담도 -.100(β=.108)의
부적 영향을 미쳤다(t=-3.249, p<.01).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이 .094(β=.092)의 정적영향을 미치고(t=2.270, p<.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311(β
=.312)의 정적 영향을 미쳤다(t=6.996, p<.001).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 APIMeM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MEDYAD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Ledermann과 Macho 그리고 Kenny(2011)가
제시한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에서 Dyadic data의 매개효과 제시
방법 중 표 4와 5를 참고하여 작성한 아버지 양육분담과 어머니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에
미치는 각각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APIMeM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
변인

Estimate
[95% CI]

효과

자기
아버지
매개1
양육
상대방
분담
매개2
자기
매개1
상대방
매개2

어머니
양육
분담

상대방
매개1
자기
매개1
상대방
매개2
자기
매개2

Total Effect
aA1b1+ap1b2+aA2b3+aP2b4+c´1
Direct Effect
c´1
Ind1 아버지
아버지
→
→
aA1b1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Ind2 아버지
→
→
ap1b2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야버지
Ind3 아버지
→
→
aA2b3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어머니
Ind4 아버지
→
→
aP2b4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Total Effect
aP3b1+aA3b2+aP4b3+aA4b4+c´2
Direct Effect
c´2
Ind1 어머니
아버지
→
→
aP3b1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Ind2 어머니
→
→
aA3b2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야버지
Ind3 어머니
→
→
aP4b3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어머니
Ind4 어머니
→
→
aA4b4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039
[-.104, .026]
-.063*
[-.125, -.002]
-.001
[-.011, .008]
.000
[-.003, .003]
.016
*
[.003, .032]
.010
[-.010, .031]
-.111***
[-.175, -.047]
-.100**
[-.161, -.040]
.001
[-.006, .010]
.000
[-.010, .009]
*
-.007
[-.018, -.002]
-.005
[-.027, .016]

Stand
SE
estimate (BootSE)
-.042

.033

-.067

.031

-.002

.005

.000

.001

.017

.007

.011

.010

-.120

.033

-.108

.031

.001

.004

.000

.005

-.007

.004

-.006

.011

Note. 종속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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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063(β=-.067)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95% CI=[-.125, -.002]). 그
리고 간접효과는 총 4가지 세부 간접효과가 있으나 아버지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효능감이 .016(β=-.017)의 정적 간접효과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95% CI=[.003, .03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하면 아버지 양육효
능감이 부모자녀상호작용의 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효과 -.063과 간접효
과 .016이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져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어머니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00(β=-.108)로
부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95% CI=[-.161, -.040]). 그리고 간접효과
는 총 4가지 세부 간접효과가 있으나 어머니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에서 아버지 양육효능감만 -.007(β=-.007)의 부적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95% CI=[-.018, -.002]). 직접효과(-.100[β=-.108])와 간접효과(-.007[β=-.007])를
더한 총 효과는 -.111(β=-.120)로 부적 총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95% CI=[-.175, -.047]).

[그림 2] APIMeM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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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PIMeM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PIMeM 모형을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을 분석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각 변인 간 관계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봤다. 또한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서 자기상대방효과를 탐색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분담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
머니가 자신이 배우자보다 양육을 더 많이 분담한다고 여길수록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아졌다. 이때에 주목할 만한 점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양육분담을 많이 한다고
여길수록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모일수록 양육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낮은 심
리적 안녕감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났다는 양은호와 최혜순(2013)의 연구,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유아에게 통제적이거나 거부적 양육행동보다 반응적인 양육행
동은 더 많이 보였다는 김은진, 박성연 그리고 임희수(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또한 가족 내 부조화적인 부부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모-자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와 행동으로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결과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전은희(2008)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
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부모가 수행하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주제발표] 1주제: 부-모양육 • 85

신념, 정서,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진성, 2017). 그러
므로 부모-자녀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부모가 양육분담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부부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각 변인 간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했다. 우선,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기효과만 부적으로 존재했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정적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을 많이 분담한다고 자각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었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고, 어머니가 스스로 양육분담을 많이 한다고 여길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모두 증가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자기효과에 대해
서는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오민아, 변길진
그리고 권정윤(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아버지가 직장과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김희
영과 유효인(2019)의 연구가 맥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
고 인식할수록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나(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
세희, 2016; 안재진, 2011; 옥경희, 천희영, 2012; 홍예지, 이순형, 2017), 본 연구에서
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
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강학중과 유계숙(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요리, 빨래,
청소 등 가사 및 자녀양육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아버지 스스로는 배우자에 비해 양육분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게 여길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인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밝힌 고은경(2017)의 연구, 어머니의 양육
분담이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진희와 김영철(2016)
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때에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
분담의 영향을 모두 받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양육분담의 영향만을 받는다
는 점이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이 양육을 많이 분담한다고 여기면 줄어드는 반
면 어머니 스스로가 양육을 많이 한다고 느끼면 증가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
니 자신이 양육분담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 때에만 증가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양육분담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기효과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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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머니의 경우에는 상대방효과만 부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
지가 스스로 양육분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증가했고, 어머
니 자신이 아버지에 비해 양육을 많이 분담한다고 여길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감소
했다. 부모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적인 자기효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활동과 일
상적 돌봄을 많이 할수록 역할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권혜진(2010)
의 연구, 아버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보
람과 기쁨을 느끼며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Barunch와
Barnett(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노성향(2014)의 연구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분담
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인 상대방효과는 자녀양육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남편의 양육행동을 제어하고 감독하며, 간섭하는 일련의 신
념 및 행동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Allen & Hawkins, 1999).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적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는 반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고, 양육참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9;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 2017; 한유진, 김선애, 2007).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의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신뿐
만 아니라 배우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양육효능감을 느끼는 반면에 어머니는 자신과 배
우자로 인해 양육효능감을 느끼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부가 자녀 양육의 동업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주 양육자, 아버지가 보조 양육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양육효능감을 획득함으로써 주체적인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이는 아버지
스스로 유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고, 양육도 적극적인 형
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정미라, 강수경 그리고 김민정(2015)의 연구와 아버지의 심
리적 특성이 건강할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김미정
과 김영희(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의사소
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이 모-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송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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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연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유아의 즉각적, 비즉각적, 확
장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 박경서와 이시자(2015)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양가감정이라
는 점에서 양육효능감만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 정도
를 말하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모의 노
력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
능감의 매개효과에서 자기-상대방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아버지의 자기효과와 어머니의 상대방효과만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분담
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정적 매개를,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부적 매개 역
할을 했다. 즉,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분담을 많이 한다고 여길수록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많아졌고, 어머니 자신이 양육을 많이 분담한다고 느낄수
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감소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
위로 보며 가족체계 기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
적 양육행동, 양육분담을 배우자가 더 많이 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옥경희(2017)
의 연구와 부모-자녀 체계의 긴장감과 부담은 가족 내 하위 체계로 전이되고, 가족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서우경과 김도연(2013)의 연구에서 가족은 부부
간, 부모 자녀 간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단위라는 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유능감과 자신감, 사회적 지지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이라고 밝힌 Lamb 등(1987)의 연구와 아버지가 양육에 대해서 가지는 효능감은
어머니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관련 태도나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 가정
의 긍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한 송민영(2019)
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양육을 분
담하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주고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부부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
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APIMeM 모델로 확장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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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인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에는 신뢰도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으로 연구해보길 권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7차년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아버지-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
다. 아동패널 8차년도부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패널 7차
년도를 이용해 횡단연구를 진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정 내 부부와 자녀의 종단적
상호작용을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APIMeM 모델을 종단연구(6차,7차,8
차)로 확장하여 보다 다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거나 자기-상대방 조절효과
(APIMoM)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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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al Child Care Activities on the
Parent-Child Interaction
: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okyoung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ctor-Partner effects of child care
activiti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to ensure that child care activities is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mong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Data from the 7th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for analyzing. First, child care activitie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child interaction. Second, in the effect of child care activities on
parenting stress, the father had only negative actor effect, but the mother had
both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And the impact of child care activities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father only showed a positive actor effect,
and the mother only showed a negative partner effect. Third, looking at the
direct impact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n
parent-child interaction,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f father and
mother had a positive effect on parent-child interaction, but the parenting
stress of father and mother had no effect. Finally, we identified the
actor-partner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mong the effects of child care activities on parent-child interaction, when the
mediator was fa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father had only
positive actor effect, and the mother had only negative partner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couples were analyzing the process of organically
interacting and raising their children by applying the APIMeM model.
• Key words: Child Care Activities,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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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부모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APIMeM)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매개모델을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속에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라 여겨집니다.
2004년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저출산 관련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정책의 흐름
역시 육아를 하는 실제 주체인 부모의 행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
다. 현 시점에 본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던 적이 있던 연구자로서 방대한 데
이터를 핸들링하고 매우 고난도의 분석 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
하며 본 연구가 향후 학술적으로 논문으로 발전하는데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변인간에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상대방 상
호의존매개모델(APIMeM)을 활용해야하는 이유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본 모형이 기
존의 활용되는 모형과의 차이점 또는 우수성으로 인해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활용이
필요한 근거가 함께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동패널 데이
터는 현재 2017년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차년도의 데이터 중 연구자는 7차
년도 데이터를 선택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는지 연구에 기술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양육분담은 영아기에 더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연구문제로 잡고 있는 부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야기 데이터는 부적절 할 것
이나 초등 저학년 데이터까지 공개된 현 시점에 2014년 데이터를 통해 밝혀낼 수 있
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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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그림2와 그림3에 분석 변인 사이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그림1의 연
구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면 분석모형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해주신 확장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주시기 부탁드
리며 수고해주신 연구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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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근혜3)
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16년도에 수집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
널 9차년도에 참여한 아버지 1495명이다. 연구를 위해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어 자료가 수집되었고, 자료는 Pearson 적률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양육효
능감의 유능감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불안감과는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을 높게 예측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과 행복감은 양육효능감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부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이고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
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아버지,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

Ⅰ. 서론
자녀양육은 어머니만의 온전한 몫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의 과정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용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46.7% 증가하였고, 전체 남녀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17.8%라고
한다(고용노동부, 2019.1.24.).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3개월 급여를 100% 올려 지급하는 제도인 ‘아빠육아휴
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49.8% 증가하여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
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
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양육에 아버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편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은 자녀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인
3) 한국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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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Wilson &
Prior,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이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양적인 증가보다 어떻게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양질의 양
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다(Lamb & Tamis-LeMonda, 2004).
양육효능감이란 가정 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다시 말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역할에 대
해 어렵지 않게 여기고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도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신념이다(Leerkes & Burney, 200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수
용적이고(Coleman & Karraker, 2003),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Hsu & Sung,
2008),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하며(한태숙, 황혜정, 2010), 자녀를 능력이
풍부한 존재로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준다(Mondell &
Tyler, 1981).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인지, 행동 발달 뿐 아니라 정서발달 영역
인 행복감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최선미, 최미숙, 2016). 특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Oelofsen & Richardson, 2006), 양
육효능감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인지적 능력, 또래수용 능력,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석경, 이지현, 2008). 자녀를 출생하고 부모로서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Roskam, Meunier & Stievenart, 2016).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만한 자녀양육이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양육에 대해서 가지는 효능감은 어머니와 자
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
다(송민영, 2018). 아버지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형성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그러
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으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것을 지지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
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한 연구의 진행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
는 아버지의 양육관련 요인 중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며, 양육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이다(Rosenber, 1989). 자아존중
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
며,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삶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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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den, 199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적이고, 애정이 있고, 에너지가 많으
며, 순발력이 있고, 행복하다(노인환, 2017).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는 대인관계 만족
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며(이금희, 2007),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능동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arke, 1981).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친사회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연은모, 최효식, 2014).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고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 그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생
성된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 받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게 된다(이민경, 2017). 또한 자기 자신이 남들만큼 능력이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긍정성은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경하, 2014).
부모의 건강하고 행복한 심리상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Frosch & Mangelsddorf,
2001).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이며,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중 행복감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감이 높은 부모는 유아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들보다 사회성이 더 발달하였으며, 또래
수용도가 높고, 친사회성이 높다(김도란, 2008). 반대로 아버지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아에게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적응력이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O'Rourke & Cooper, 2010). 따라서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남호진(2015)의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아
버지의 행복감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상진, 2014; 이영진, 장
은미, 2018; 이예숙, 김영희, 2016), 아버지의 역할지능과 행복에 관한 연구(김정원,
김정실, 2014) 등으로 아버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과 같은 아버지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중 관련성이 높은 자아존중감, 행복, 양육
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상관관계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아버지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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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 근접하여 파악하여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9차년도 아동패널연구는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아동
2,150명 중 탈락자 380명을 제외하고 총 1,7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양육효능감 관련된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아버지 1,371
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N(%)
3(0.2)
487(32.6)
962(64.3)

50세 이상

43(2.9)

중등 졸업
고등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졸

7(0.5)
384(25.7)
311(20.8)
627(42.0)

대학원 졸업

166(11.0)

취업중
학업중
취/학업 병행

1,378(92.2)
2(0.1)
21(1.4)

미취/학업

94(6.3)

계

1495(100.0)

2. 연구도구
가.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 의 문항을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형태로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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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리커트 척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Lyubomirsky &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감 척도의 문항을 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교사 실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총 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
도는 .88로 나타났다.
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척도는 신숙재(1999)가 번안한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을 오미연(2005)이 사용한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기타의 3개 하위영역으로 총 16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영역 중 신뢰도 .70하의 기타의 하위영역을 제외한 유능감과 불안감에 대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전체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표 2〉변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나 자신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남들이 하는 만큼
은 일을 할 수 있다 등

10

.88

행복감

전반적으로 나는 .... /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등

4

.88

유능감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나
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
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

9

불안감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 좋은 부모가 될 수 없
을 것 같아 걱정이다 /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
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
다 등

양육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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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

4

.75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9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 설문지의 문항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행복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

행복감

.70**

1

.60**

.51**

유능감
양육
효능감
*

**

행복감

**

양육효능감
유능감

불안

전체

1

불안감

-.44

-.37

-.51**

1

전체

.24**

.21

.61**

.38**

1

**

p<.05, p < .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r=.70, p<.001), 양육효능
감의 유능감(r=.60, p<.01), 양육효능감의 불안감(r=-.44, p<.01), 양육효능감 전체
(r=24, p<.01)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자아존중
감은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의 유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불안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
록 행복감과 양육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이 높아지고, 양육효능감의 불안감은 낮
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행복감은 양육효능감의 유능감(r=.51, p<.01)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양육효능감의 불안감(r=-.50, p<.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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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이 높아지고, 양육효능
감의 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00
∼1.96, 공차 한계는 .51∼1.00, 잔차의 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2.03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2

독립변인
상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B
1.29
.56
.44
.09

SE
.08
.02
.03
.02

β

t

R²

.60
.48
.18

28.02***
16.16***
***
5.85

△R²

784.89***

.37
.38

F

.01

***

419.13

***

p < .001

표 4와 같이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β=.60, p< .001)이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F=784.89, p<.001). 여기에 행복감이 더해짐으로써 1%의 영향
력이 추가되어 38%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F=419.13,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이 높아진다는 것과,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00∼1.96, 공차 한계는 .51∼1.00, 잔차의 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1.92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2

독립변인
상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B
4.80
-.61
-.47
-.11

***

p < .001

104 •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 학술대회

SE
.11
.03
.04
.02

β

t

-.50
-.39
-.17

-21.49***
***
-11.94
***
-5.07

R²

△R²

461.79***

.25
.27

F

.02

247.93***

표 5와 같이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β=-.50, p< .001)이 양육효능감의
불안감을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F=461.79, p<.001). 여기에 행복감(β=-.50, p< .001)이 더해짐으로써 2%의
영향력이 추가되어 27%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F=247.93, p<.001). 이러한 결과는 아
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과, 아버
지의 행복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의 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의 관계와 아버지의 자아존중
감과 행복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
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9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
1495명의 설문지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양육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아존중
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민경(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내리고,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다(김경하, 2014).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며(허영
선, 이선정, 신효식, 2009), Rosenberg 등(199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행복과
매우 강한 상관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복감을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과 양육효능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과 양육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들(강경애, 2018, 문향화,
2013)과 같은 맥락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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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한다(김연 외, 2006). 또한 부모 자신이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낮은 스트레스는 부모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인다. 결국 자아존
중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른 양육을 위해 더 노력함
(고예진, 2011)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또 다른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감은 인간이 행하는 낙관적인 활
동 등에 의해 수반되는 극도로 고양되는 느낌이나 깊이 있는 감각이다(Seligman,
2002).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양육에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Thompson,
1998)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예진, 2011; 한명숙, 2012).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또 다른 양육자이자 자녀에게 양육행동을 하는 주체자로서
의 아버지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그와 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의 종류와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버지를 연구의 주체자로 그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아버지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더욱 의미있
다 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유능감과 불안감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행복
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유
능감과 불안감을 높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유능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앞서 아버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시점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양육효능감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을수록 자녀들은 또래와 긍정적 관
계를 형성한다(강민성, 김경은, 2017). 아버지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Roskam et al., 2016), 이는 결국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고, 양질의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버지
가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아진다(강민성, 김경은,
2017). 아버지가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결국 자녀
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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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대해 보
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관관
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
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모두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
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
감을 높이고 양육효능감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아버지의 양
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양육효능감 만의 유형을 탐
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 동안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아버지를 주체로 하
여 진행하기 위함이었지만 수개 년도의 흐름을 종합하여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면밀
히 검토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유능감과 불안감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유형분류에 따라 자녀
일상 관련, 자녀건강 관련,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련, 자녀학습 관련, 자녀훈육 관련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
리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제적 결과 및
영향을 추적하면 효과적인 아버지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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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Parenting Efficacy
Geunhy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parenting efficac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fathers who originated from 9th year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Father's self-esteem, happiness and parenting efficacy were
used in collection of data. Correlation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Prior to analysis, each independent variables was
checked for multicollinearity. The results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parenting efficacy. Second, fa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showed to be a positive predictor variable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competence of parenting efficacy and father's anxiety of
parenting efficacy showed to be a negative predictor variable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father's education to get their higher self-esteem and happiness reducing
their anxiety of parenting efficacy.

• Key words : father, self-esteem,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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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숙(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 양육을 주제로 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토대로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가치와 더불어 현 시대의 남성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기적절한 연구주제로 판단된다. 연구와 관련하여 토론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 서론의 첫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제
시하며 이제는 양적인 증가보다는 어떻게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지 주목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본 논문의 전개방식과 연구결과가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차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적으로 수량화한 수치만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서론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녀 발달과 관련성을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정서적발달 측면에 국한되고 설명
하고 있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측면의 발달영역에 대한 추가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버지의 단편적인 자아존중감, 행복감, 양육효
능감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자녀와 짝이 되는 케이스를 선택하여 자녀의 발달에 미
치는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연구 설계가 되었으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의미
가 커지지 않았을까 싶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서론 마지막 단락 참조) 아버지의 특성을 보다 세
분화하고 실제에 근접하여 파악하여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고자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연구 틀과 결과를 가지고 아버
지의 특성을 얼마만큼 세분화할 수 있을지, 실제에 근접하한 어떠한 데이터를 파악하
여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까 의문이 든다. 현재 결과로는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유능감)이 높아지고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양육
효능감(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설명력만 단순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분화하고 실제에 근접한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면 다른 변인들이 추가 되어야 했었으
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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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방법의 연구도구에서 양육효능감의 원 패널테이타에서는 하위영역이 유능
감, 불안감, 기타로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가 .70이하인 기타 영
역을 제외하고 유능감과 불안감만을 하위영역으로 선택하였다. 물론 .70이면 더욱 신
뢰도가 높지만 .60이상이 되어도 신뢰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 도구는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하위요인이 3개였음을 고려할 때 기타 영역을 제외할 경우 양육효능감을 설
명하는 개념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 연구자가 기타 영역을 임의로 제외한 것(예.
어떠한 세부내용이 제외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본문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논의 및 결론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본 연구를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론
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불일치하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 데이터로는 프로
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양육효능감의 유능감
과 불안감에 대한 결과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수치 값의 관계만 제시하고 있는 상
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제언에 연구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패널테이타의
장점은 다년도의 자료를 추적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아버지의 9차년도 단년도 자료만으로 양육효능감. 행복감.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만을 살펴보면서 연구설계가 단순화 되었다는 점, 패널테이타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
지 못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연구가 어머니 관련 연구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점에서
아버지 양육을 주제로 하여 시도한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과 관련하여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거나 만약 단년도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 설계를 다층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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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노출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주영선4)

정익중5)

요 약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신체건강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
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세먼
지에의 노출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0차년도(2017년) 자료와 한국환경공
단에서 구축한 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에어코리아 자료(2017년)를 결합하여 지역 수준
과 개인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
하여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처벌과 방관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 우울의 완전 매개를 통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어머니의 우
울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
울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미세먼지, 우울, 양육행동, 처벌, 방관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국
제암연구소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으며, 대기오
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각 나라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
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Plus 박사후 연구원
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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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보고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질환이나 심장순환기질환 뿐 아니라 뇌
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끼쳐 폐 기능 악화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onaldson & MacNee, 2001; Hetland et al., 2004; Kumar &
Jugdutt, 2003). 미세먼지 농도가 2 μg/m3 증가할수록 성인과 노인층 모두에게서 사망
률이 약 3% 증가하였다(Wang et al., 2016). 그뿐 아니라,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은
우울증 및 자살위험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kian et al., 2015; Kim
et al., 2016; Lim et al., 2012). Kim et al. (2016)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울증
진단 이력이 없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장기적인 초미세먼지(   ) 노출이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될수록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우울증 위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호흡기와 순환기계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주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우울증과 자살위험도
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노출은 신경계에 문제에 일으켜 생물학적인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신체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울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
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적정 수준보다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
다. 미세먼지와 신체활동의 관련성을 밝힌 An & Xiang (2015)에서는 미국 자료를 바탕
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μg/m3 증가할 때마다 신체 비활동성(physical inactivity)이
0.4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의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
가 없었지만,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중국 연구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1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증가할 때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대
학생들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시간이 주별로 최대 약 33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Yu et al., 2017). 신체활동 감소는 우울과 불안 등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었기 때문에(송영은·김창환, 2014; Trost et al., 1996). 미세먼지로 인한 외부 레저
활동 등의 신체활동 감소가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 연구로 최초로 우석진·강현아·노충래 외(2019)의 연구에서 가정외보호아동
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지
만 어떠한 경로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미세
먼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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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 증가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키지는 않는지 미세먼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우울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우울을 매개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responsive)인 태도를 가지는 등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문제 해결력과 같은 인지적 발
달을 하게 되며,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발달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이 크다(Alloy et al., 2001; Landry, 2008). 반면,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
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우울, 공격성,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 발달을 하게 되고, 문제 행
동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기도 한다(박나래·정익중, 2012; 유정아·
정익중, 2014; Nadeau et al., 2013).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해 영유아기와 아동기 초
기에 형성된 성격과 자질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Thompson,
2000) 어떠한 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우울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어머니와 같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질 위험이 증가하
고 사회적, 학업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어
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였다(이정윤·장미경, 2009; Lovejoy et
al., 2000). 우울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자녀에게 덜 친밀하고, 덜 반응
적이며,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비판적, 적대적
이었고, 강압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장미경,
2009; Downey & Coyne, 1990; Lovejoy et al., 2000). 우울한 어머니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이유로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어머니 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
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등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다(Gerdes et al.,
2007). 또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간에 높
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이정윤·장미경, 2009).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진 바, 미세먼지 노출은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킴으로써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우울감을 증가시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이차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정
부에서도 아동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이미 선
행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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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미세먼지 노출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에어코리아 자료와 한국아동패널 자
료를 결합하여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자료에 적
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 MLSEM)을 통
해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준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은 지역사회 수
준에서 측정한 변수와 개인 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교적 새로운 분석방법이다.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분석할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Raudenbush & Bryk, 2002) 지역과 개인 수준의 분
산을 고려한 분석은 강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가 개인 수
준으로 측정된 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노출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의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세먼지 노출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방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어머니로, 연구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초등학
령기 10차년도(2017년) 자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한 대기 오염정보관리시스템 에어
코리아 자료(2017년)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국내 유일의 신생아 패널
로, 2008년부터 매년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한 조사이다.
2006년도 기준으로 연간 분만 건수가 6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패널 참여 의사가 있는 총
2,16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 어머니, 아버지, 아동, 교사별로 아동의 특성,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특성, 육아 지원 서비스와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1차(2008년)부터 10차(2017년) 자료까지 조사되었다. 에어코리아 자
료는 전국 112개 시, 군에 설치된 398개의 측정망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환
경 기준물질을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최종확정자
료를 공개하고 있어, 미세먼지 및 대기 환경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
동패널의 거주 지역 시군구 코드를 에어코리아 자료의 시군구와 머지(merge)하여 결합
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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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양육행동
양육행동(parenting practice)은 Robinson et al. (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의 총 11개의 양육행
동 하위 영역 중,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처벌(6문항)과 방관(4문항)의 2개 영역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
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양육행동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
육행동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먼저, 처벌은 “아이에게 설명하기 보다는 벌을 준다”, “아이
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기도 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꽉 잡기도 한
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한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밀치기도 한다”에 대한 6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방관은 “아이가 나의 기대와 상반되게 행동하였을 때에도 꾸짖거나 비판하는 것을 일
단 보류한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을 못 본 척 한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해도 그냥 내버려둔다”에 대한 4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는 지름 2.5 µm 이하 입자들인   로 측정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박순애‧신현재, 2017), 본 연구
에서는   농도가 일 년 중 최악일 경우를 측정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노출의 영향력
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점수(Z-score)를 산출하여 측
정하였다.
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
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
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의 6개 문항의 5점 Likert 척
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이용하여 합산한 점수로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9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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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제변수
미세먼지가 실제 우울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교란시키는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최대한 많이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아동의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자는 0 여자
는 1로 측정하였고, 아동의 건강상태는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의 건강상태로 1점(매우 건
강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건강함)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구의 특성은 유배우자 가정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구 소득도 통제하였다. 가구 소득은 분석 시
로그값을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4년제 대학교 졸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취직 유무(취직한 경우 1, 미취업인 경우 0) 및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도 통제하였다. 아버지의 취직 유무(취직한 경우 1, 미취업인 경우 0)와 주관적
건강상태(5점 척도)도 분석시 고려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분석방법
모든 자료 분석은 Stata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
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을 산
출하였고, 둘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하였다. 셋째,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집단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측정하여 다수준 분석이 적합한지 판
단하였다. ICC는 종속변수의 총 분산 가운데에 집단(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 분
산량을 말하는데, ICC 점수는 0에서 1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종속변수
의 집단(지역) 간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Snijder & Bosker, 2012). 일반적으로
ICC 점수가 0.05 이상일 경우, 종속변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여 다수준 분석이 적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eck & Thomas, 2009). 넷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AIC, BIC, log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측정 모형의 적
합도를

나타내는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Stata의 GSEM을 활용하는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AIC,
BIC, log likelihood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및 어머니의 우울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L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은 지역사회 수준과 개인 수준
의 위계적 구조 자료에 적합한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측정한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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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 방법이다(Heck & Thomas, 2009).
위계적인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단층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표준오차가 과
소 추정될 수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Raudenbush &
Bryk, 2002) 지역사회와 개인 수준의 분산을 고려해 적절한 분석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Zhang et al. (2009)이 개발한 “2-1-1” 다수준 매개효과(Multilevel
mediation)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위해 Stata의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GSEM)의 multilevel 기능을 이용하여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산
출하였으며, nlcom(nonlinear combination of estimators)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간
접,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그림 1] Zhang et al. (2009)에 기반한 “2-1-1” 다수준 매개효과 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 대상자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변수를 구분하여 평균(표준편차) 또는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미세먼지 농도는 16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균 132㎍/㎥(SD = 26)이었
으며, 분석 시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점수(Z-scor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양육행동 중 처벌은 평균 12.66(SD = 3.89), 방관은 평균 7.88(SD = 1.62)
이었다.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은 평균 11.72(SD = 4.59)이다. 조사 대상자
중 약 49%가 여자 아동이었으며, 아동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평균 4.25(SD = 0.75)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배우자 가정은 전체 대상자 중 96%였으며, 평균 연소득은 541.81만
원(SD = 483.15만원)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약 39.81세(SD = 3.66)였으며, 약
44%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53%의 어머니가 취직 중이
었으며, 아버지의 93%가 취직 중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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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42(SD = 0.74), 3.39(SD = 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M/%

SD

Min

Max

N

지역 수준
독립 변수
미세먼지 노출 (㎍/㎥)

132

26

68

218

162

0

1

-2.42

3.30

162

처벌

12.66

3.89

6

28

1,394

방관

7.88

1.62

4

15

1,394

11.72

4.59

6

30

1,391

미세먼지 노출 표준화 점수
개인 수준
종속 변수: 양육행동

매개 변수
어머니의 우울 수준
통제 변수
여자

49%

아동의 건강상태

4.25

양부모 가정 (0=결손가정)

96%

가구 소득 (10,000원)
가구 소득 로그값
어머니의 연령

1,484
0.75

1

5

1,484
1,477

541.81

483.15

90

8500

1,335

6.16

0.47

4.50

9.05

1,335

39.81

3.66

28

55

1,471

어머니 4년제 대학교 졸업

44%

1,467

어머니 취업 여부

53%

1,442

아버지 취업 여부

93%

어머니의 건강상태

3.42

0.74

1

5

1,391

아버지의 건강상태

3.39

0.74

1

5

1,298

1,299

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표 2>는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r = 0.09, p < .01),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처벌(r=0.20, p < .001), 방관(r = 0.08, p < .01)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변수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06, p<.05). 하지만 이원 분석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변수
(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나타낼 수 있어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해야 미세먼지가 우울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울과 양육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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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에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n=1,296-1,394)
1

2

3

1 미세먼지 노출

1.00

2 어머니 우울

0.09**

3 처벌

0.04

0.20***

1.00

4 방관

0.02

0.08**

0.06*

4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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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수준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먼저,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다수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ICC 분석 결과,
전체 분산 중 지역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0(방관), 0.008(처벌)로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지역 수준이 최대 0.8%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CC가 0.05보다 작을 경우 다수준 분석을 하지 않지만, 집
단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을 경우에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Heck & Thomas, 2009).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을 나타낸 자료에 의하면 지역 간 미
세먼지 농도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역 간 농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순애‧신현재, 2017). 또한 부모 양육태도
와 아동의 공격성 등 아동의 발달적 특성도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기 때문에(권유경‧정소희, 2010), 이러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다수준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도
ICC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김광기‧제갈정‧권용미‧박민수, 2012; 정민수‧조병희,
2011; 정자유, 2012), 추후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이용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어떻게
적합하게 분석할지에 대한 연구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완
전 매개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처벌(b =
0.046, p < .05)과 방관(b = 0.012, p < .1)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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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세먼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의 매개효과
처벌
b

방관
(SE)

직접 효과

0.056

(0.13)

간접 효과

0.046*

(0.02)

전체 효과

0.102

(0.13)

b
-0.056
0.012+
-0.044

ICC

0.008

0.000

Log likelihood

-5834.26

-4932.64

AIC

11724.51

9919.28

BIC

11863.29

10053.10

n

1,050

1,050

(SE)
(0.05)
(0.01)
(0.05)

주: ICC = Intraclass Coefficient.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p < .1 *p < .05.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켰으며(b = 0.30, p < .01), 어머니의 우울 수준의 증가는 아동에 대한 처
벌(b = 0.16, p < .001)과 방관(b = 0.04, p < .01)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직접효과
(direct effect)와 전체효과(total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간접효과
(indirect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Hay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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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양육행동에 대한 다수준 매개효과 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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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이 보고됨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이 정신건강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순환기계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주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우울증이 높아질 수 있다(Lim et al., 2012).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가(An & Xiang, 2015; Yu et al., 2017) 우울 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만,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령기 아동과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켜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Alloy et al., 2001; Landry, 2008),
양육행동으로 인해 형성된 초기의 성격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Thompson, 2000)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우울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적절
한 양육행동이 증가하지 않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에어코리아 자료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자료 분석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분
석은 비교적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들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강점이 있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과 우울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
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증가
시켜 처벌과 방관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
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유의
미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세먼지 노출은 양육행
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동과 집 안에만 있게 되어 사람들과의 접
촉이 줄어들고 답답함을 느끼는 등 우울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부적절한 양육행
동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신체활동 감소의 상관관
계가 보고되었기 때문에(An & Xiang, 2015; Yu et al., 2017)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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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감소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여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미세
먼지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여 어떠한 경로로 미세먼지가 우울을
증가시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미세먼지 농도와 어머니 우울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
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울증 진단 이력을 이용하였으나(Kim et
al., 2016; Szyszkowicz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결과도 미세먼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세먼지에의 노출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
울 수준과 객관적인 우울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우울을 매개로 미세먼지가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
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어머니
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겠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 위해성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에의 위험성은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주의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는 모
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통제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날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만이 미세먼지의 해결방안
이 될 수 없다.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체활동을 장려시키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적으로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매개요인에 대한 지원 방
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매개요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
형 상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부모가 미세먼지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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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에 대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가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포함시켜, 부모에게
미세먼지의 영향력에 대해 인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
지센터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자녀가 있는 우울한 어머니에 대한 가정방문이
나 전화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전담 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 등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이 미세먼지에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 미세먼지가 아동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관해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신체건
강에도 해가 되지만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양육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통제불가능한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어떻게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이 미세먼지 문제
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
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우울, 양육행동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제한적
일 수 있다. 미세먼지에의 노출은 누적이 되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조사된 시점이 미세
먼지 문제가 가장 부각되는 봄철이라면, 미세먼지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어머니의 정신 건강 위해성을 부각시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연구들이 성
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을 연구한 것에 비해 아동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 증가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행동 증가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아동학대 신고도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실증적
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를 기초
로 삼아 미세먼지와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를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어떠한 요인을 매개로 미세먼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키는지 다양한 매개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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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Maternal Depression Due to Fine Particulate Matter
Negatively Affect Parenting Practices?
Young Sun Joo and Ick-Joong Ch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is associated with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mediated through maternal
depression. This study uses children’s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fine particulate matter data from Air Korea in 2017,
and employs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MLSEM). Th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crease the level
of maternal depression, which in turn increases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such as corporal punishment and ignoring misbehaviors.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 of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on

parenting

practice mediated through maternal

depression.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alleviate fine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to provide interventions to reduce maternal depression
and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 Keywords: Fine particulate matter, fine dust, depression, parent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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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세먼지 노출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재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본적인 매개모형이지만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크게 미세먼지가 어머니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가와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
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미세먼지 노출과 어머니 우울,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 모
형으로 설정하여 관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방
법론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면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교란하여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
질이 방출이 감소되어 우울증이 발생시키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일조량이 감소되기도 하고,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
외부활동을 못하고 대인관계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환경-행동적 경로로 우울증이 심해
질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원인과 행동적 원인의 효과가 결합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
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 방법론 상으로는 미세먼지가 어떠한 경로로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신경생리학적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했
던 장소에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
다. 또한 2017년도 아동패널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어머니들이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과 거주하는 지역이 달랐을 경우 미세먼지 측정데이터와 실제 낮시간에 주
로 상주하고 있던 곳과 상응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세먼
지 방지 마스크를 썼는지,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있
어야지 미세먼지 노출과 우울과의 관계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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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로인 환경 행동적 경로로 설명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
입니다. 해당지역의 날씨, 또한 외부활동 등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
료가 있어야지 설명 경로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설명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는 코호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지
만 아동패널데이터가 코호트 연구를 위해 구축된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사회과학에서 쓰는 데이터와
는 다르게 보통 미세먼지 농도, 화학물질 노출은 실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절
대 값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변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활용합니다. 따
라서 표준화 과정은 자칫 잘못된 관계성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방법론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좋은 연구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아
동의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성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동의 행복도, 또는, 인지기능 등과 관계성을 살펴
보는게 흥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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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궤적과 학교 적응
궤적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이귀옥6)

이미리7)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의 3년간의 변화 궤적
을 살펴보고, 이 두 변인의 변화 쾌적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8~10차년도(2015년~2017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자
료를 활용하였다.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위
해 기술통계, 상관관계, 잠재 성장곡선 모형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미디어 사용 시간은 증가하였고, 학교
적응도 해마다 향상되었다. 또한 1학년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1학년 학교 적응 점
수는 낮았다. 초기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이후 학교 적응 점수에도 계속 영
향을 주었다. 따라서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해마다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
점수도 해마다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디어 사용 시간 관리가
이후 학교 적응에 중요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궤적, 학교 적응 변화 궤적

Ⅰ. 서론
유치원 원생에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변화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교육기관의 변
화와 부모의 기대감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저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은 고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일 경우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수행능력이 좋을수록,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를 좋아할수록 적응을 잘 하였다(김은실, 2018). 저학년일 경우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이, 신체가 건강하고, 주의 집중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 하였다(이귀
6) 여주대학교 시간강사
7)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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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이미리, 2013).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수동적이며,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을 경우 학교 적응을 잘하였다(홍성훈, 김희수, 2005). 이처럼 저학년 아동에게
긍정적인 학교 적응 요인은 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건강과 주의 집중, 학업수행능력, 교사
와의 관계가 중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있었다(김은실, 2018). 학교 적응이 중요한 1학년들에게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미디어 사용은 학교 적응의 저해요소이다.
미디어라고 하면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PC 등을 이야기한다. 영유아가 참
여하는 미디어 사용 시간의 경우 1세 85.5%, 2세 95.1%, 3세 91.9%, 4세 90.9%로 모든
연령에서 85% 이상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만 2세의 경우 90% 이상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는 영유아들의 평균 시간은 1세 1시간 29분, 2세
1시간 24분, 3세 1시간 23분, 4세 1시간 27분으로 영유아들은 하루 중 1시간 30분 정도
TV를 시청하였다(도남희, 2014).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유아의 70% 이상 24개월 이전부
터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며(류미향, 2014), 만 2~3세에는 대부분 영아들이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성지영, 변혜원, 남지해, 2015). 이처럼 미디어 사용은 아주 어린 연령부터 시
작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 미디어 사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류미향,
2014). 영유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중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2/3이
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이처럼 어린 시기부터의 미디어 사용 증가와 함께 성인들의 미디어 사용도 증가
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이전 시기와 달리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질서
와 규율들이 있으며,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업 성과를 내야 하며, 교우와 교사의 관
계를 통해 작은 사회를 배우게 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 지내는 시간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이귀옥, 2017).
초등학생 시기에는 컴퓨터 게임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게임을 시작
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3~4학년이 가장 많았다(박미영, 2008).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미디
어를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을 넘어 게임 몰입도가 고조된다면 미디어 사용의 통제가 어려
워질 수도 있다(김효숙, 유형근, 남순임, 2015).
초등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재미 때문이며, 그 지속 시간도 1~2시간 미만이
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학생은 몰입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박미영, 2008). 또한 백혜원, 신윤미, 신경민(2014)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 중 32.6%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중 게임 기능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 활용으로는 전화와 문자로 사용
하였고, 주중과 주말 모두 합하여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이 아동들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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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과다 사용 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과다 사용 군에서 내재화 문제들이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안수빈, 강보람, 이강이(2017)의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디어 사용 시간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까지 영향을 주어 학교 적응에도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나아가 박용한(2014)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을 자주 할수록
정서행동인 주의 집중 문제와 공격성이 높아지고,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미디어 사용이 자신의 개인적인 활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내재적, 외현
화 문제와 연결되어 결국에는 학교 적응으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적응 중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로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15). 스마트폰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 중독도 학교 적응력을 낮게 하였다(권영란, 박명숙, 2012). 이처럼 미
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와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
아가 교우 및 교사 관계에도 문제가 나타나서 결국은 학교 적응 전반에 문제가 나타났다
(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이는 미디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
을 보여준 결과이다. 물론 기존 선행연구들 대부분 미디어 사용에 고위험 군이라든지 과
다 사용,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용어는 결국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와 초등학교 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은 미디어의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
교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권영란, 박명숙, 2012; 박미영, 2008; 성은모,
2013; 이경숙, 안황란, 이경희, 2011). 그러나 대부분 미디어와 학교 적응을 살펴본 연구
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권영란, 박명숙, 2012; 박미영, 2008; 성은모, 2013; 이경숙, 안황
란, 이경희, 2011), 중학생(김소영, 홍세희, 2014; 허균, 2013), 고등학생(이연미, 이선정,
신효식, 2009) 등을 다루고 있다. 박미영(2008)은 미디어를 접하고 사용하는 연령이 점
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적응의 중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의 중요 시기인 초등
학교 저학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 놀이 시간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유
아기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 적응 점수가 낮아졌다. 그러나 그 영향이 지속적
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동의 미디어와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대부분은 그 영향력을 동일 시점의 변인들 간의 관계
만 본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지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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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의 3년간
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 두 변인의 변화 궤적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교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발달 궤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의 발달 궤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발달 궤적은 학교 적응의 발달 궤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를 대상으로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만 0세부터 만 9세가 될 때까지 매년 조사되었
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 중 초등학교 1학년 자료인 8차년도(2015)부터 10차년도(2017)
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미디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8차년도 1598명, 9차년
도 1525명, 10차년도 148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학교 적응에 응답한 설문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 사항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여

781(36.3)

742(34.5)

727(33.8)

남

817(38.0)

783(36.4)

757(35.2)

대상인원

1598(74.3)

1525(70.9)

1484(69.0)

결측치

552(25.7)

625(29.1)

666(31.0)

합 계

2150(100)

2150(100)

2150(100)

월령 평균

88.0개월

99.2개월

112.6개월

연령 평균

7.3세

8.3세

9.4세

성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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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어머니

37.9세

38.8세

39.8세

아버지

40.4세

41.2세

42.2세

초등학교 졸업

어머니
8차년

학력

부모
기준

아버지
8차년

가구소득

학교

학교설립유형

1(0.0)

중학교 졸업

6(0.3)

고등학교 졸업

456(21.2)

전문대 졸업

435(20.2)

대학교 졸업

599(27.9)

대학원 졸업

93(4.3)

결측치

560(26.0)

합계

2150(100)

중학교 졸업

7(0.3)

고등학교 졸업

410(19.1)

전문대 졸업

316(14.7)

대학교 졸업

658(30.6)

대학원 졸업

175(8.1)

결측치

584(27.2)

합계

2150(100)

100만원 미만

8(0.4)

101~300만원

362(16.8)

301~600만원

977(45.4)

601~900만원

178(8.3)

901~1200만원

47(2.2)

1201이상

7(0.3)

결측값

571(26.6)

합계

2150(100)

국/공립 초등학교

1050(47.2)

사립 초등학교

12(0.6)

대안학교

4(0.2)

결측값

1119(52.0)

합계

2150(100)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 비율은 응답하지 않은 사례 수를 제외하고 8
차년도 여아 781(36.3%)명, 남아 817(38.0%)명, 9차년도 여아 742(34.5%)명, 남아
783(36.4%)명, 10차년도 여아 727(33.8%)명, 남아 757(35.2%)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
동의 8~10차년도 평균 월령을 살펴보면 88.0개월, 99.2개월, 112.6개월이었고, 각각 평
균연령은 7.3세, 8.3세, 9.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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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8~10차시 평균 연령은 37.9세, 38.8세 39.8세였고, 아버지의 8~10차시 평
균 연령은 40.4세, 41.2세, 42.2세였다. 부모의 학력은 3차년 큰 변화가 없어 8차 연도
만 정리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사례 수를 제외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0.0%)명, 중학교 졸업 6(0.3%)명, 고등학교 졸업 456(21.2%)명, 전문대 졸업
435(20.2%)명, 대학교 졸업 599(27.9%)명, 대학원 졸업 93(4.3%)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7(0.3%)명, 고등학교 졸업 410(19.1%)명, 전문대 졸업 316(14.7%)
명, 대학교 졸업 658(30.6%)명, 대학원 졸업 175(8.1%)명이었다. 가정의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8(0.4%)가구, 101~300만원 362(16.8%)가구, 301~600만원 977
(45.4%)가구, 601~900만원 178(8.3%)가구, 901~1200만원 47(2.2%)가구, 1201이상
7(0.3%)가구였다.
아동의 학교 설립 유형은 응답하지 않은 사례 수를 제외하고 국/공립 초등학교
1050(47.2%)개, 사립 초등학교 12(0.6%)개, 대안학교 4(0.2%)개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육아정책 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2015~2017)에
사용된 도구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디어 사용 시간
미디어 측정도구는 아동의 일상생활 특성 도구인 식생활, 실내외 활동, 저축, 취미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중 미디어 주중 사용 시간만 사용하였다. 8차년도 미디어사용 시간 질문
에는 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태블릿 PC를 질문하였고, 9~10차년도 질문에는 스마트폰
과 PC 등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질문을 8차~10년도 질문을 미디어
사용 시간 질문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나뉘
어서 질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중 질문만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학교 적응과의 인
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는 주중 시간에 미디어 사용 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였다.
나. 학교 적응
학교 적응 측정도구는 8차년도에 처 음 조사되어 10차년도까지 진행하였다.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4개의 하위 영역인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업수행 적응(11문항), 또래 적응(8문항), 교사 적응(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5문항이었고,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하의 영역별로 문항과 개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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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학교 적응 Cronbach’s α는 8
차~10년도까지 .95, .95, 96.이다.
〈표 2〉 학교 적응 하위문항과 문항구성
구분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

내용
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다.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1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14)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20)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23)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25) 친구들의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31)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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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의 3년간의 자료의 무응답을 처리하기 위해 무응답을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인 평균 대체법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2). 둘째,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의 3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MOS 18.0을 사
용하여 무조건 잠재 성장곡선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
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변화 궤적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
하여 인과관계 모형을 위한 잠재 성장곡선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를 포함한 종단
자료

분석에서

최적의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다변량 정규
성 관련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 크기의 영향에 민감한 χ2보다 중분 적합 지수인 TLI와 CFI와
절대 적합 지수인 RMSEA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13).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료의 정규성 확
인을 위하여 각 변인 별 왜도 및 첨보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
값이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line, 2013).
〈표 3〉 미디어 시간과 학교 적응 년차별 기술통계
변수

N

M

SD

Skeweness

Kurtosis

0.40

0.42

1.88

9.25

0.85

0.60

2.15

7.67

10치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1.19

0.68

1.62

6.40

8차년도 학교 적응

3.74

0.43

-1.12

4.65

3.77

0.40

-1.00

4.05

3.90

0.34

-1.84

11.03

8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9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9차년도 학교 적응

2150

2150

10차년도 학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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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결과 2015년부터 2017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평균은 0.40(SD=0.42)으로 대
략 24분 정도, 0.85(SD=0.62)로 대략 51분 정도, 1.19(SD=0.68)로 대략 71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17년도 학교 적응 점수는 평균 3.74(SD=0.42), 3.77(SD=0.40),
3.90(SD=0.34)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증
가할수록 학교 적응 점수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주요변인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위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산관관계를 살펴보면 8
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은 9, 10차년도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r=0.34(p<.01), r=0.26
(p<.0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은 10차년
도 미디어 사용 시간과 r=0.30(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8차년도 학교 적응은 9,
10차년도 학교 적응과 r=0.32(p<.01), r=0.22(p<.0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9차년도의 학교 적응과 10년도의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는 r=0.23(p<.01)으로 나타
났다. 8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과 8~10차년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r=-0.10(p<.01),

r=-0.70(p<.01), r=0.40(p>.05)으로 나타났고, 9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과 8~10차년도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r=-0.51(p<.01), r=-0.10(p<.01), r=-0.03(p>.05)으로 나타났다.
10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과 8~10차년도 학교 적응 상관관계는 r=-0.08(p<.01),
r=-0.11(p<.01), r=-0.06(p<.01)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학교 적응도 연도별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일부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8~9차 연도와 학교 적응 10차 연도는 상관이 없었다.
〈표 4〉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2

1. 8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1

2. 9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0.34**
**

1

**

**

**

0.32**

**

**

-0.70

-0.40

6

1
-0.08**

-0.10

p<.05, p<.01,

5

-0.51*

4. 8차년도 학교 적응

**

4

**

0.26

6. 10차년도 학교 적응

3

0.30**

3. 10치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
5. 9차년도 학교 적응
*

1

-0.10

-0.03

-0.11
-0.06

1
0.22

1
0.23**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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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간 잠재성장모형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이 3년(2015~2017년)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
석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치가 변하지 않는 무변화 모형 <그
림 1>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선형 모형 <그림 2>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이 이차함수로 변하는 비선형 모형 <그림 3>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잠
재성장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무성장 모형

<그림 2> 선형 모형

<그림 3> 비선형 모형

〈표 5〉 연구 변인 간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수
미디어 사용 시간

χ

df

TLI

CFI

RMSEA

무성장 모형

2394.627

4

-2.40

0

0.53

***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
무성장 모형

학교 적응

2

Model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

***

21.83

1

0.88

0.96

0.10

***

1

-1.20

0.25

0.43

***

4

0.43

0.24

0.19

396.52
308.32

***

32.69

1

0.72

0.92

0.12

1.90

1

0.99

0.99

0.20

***

p<.001
2

<표 5>의 결과에서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모형의 χ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바탕
으로 세 가지 모형 설정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모형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설명하
는 상대적 적합인 TLI, CFI 값이 1에 가까우면 설정된 모형이 자료에 잘 합치함을 나타내
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05보다 작으면 양호하다
고 본다(홍세희, 2013).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적응 모형 모두 선형 모형이 가장 적합한
2

모형이었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선형모형 적합도 결과는 χ 값이 21.83(df=1,
p<.001), TLI=0.88, CFI=0.96, RMSEA=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교 적응의
선형모형 적합도 결과는 χ2값이 32.69(df=1, p<.001), TLI=0.72, CFI=0.92, RMSEA=
0.12로 나타났다. CFI, TLI값이 모두 .70을 넘었고, RMSEA는 .50을 넘지 않아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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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변인에 대한 초기값
(I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변인 간 선형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변수
미디어 사용 시간
학교 적응

Mean

Variance

ICEPT

SLOPE

ICEPT

SLOPE

Correlation between
ICEPT and SLOPE

0.40***

0.41***

0.96***

0.30***

-0.20

***

***

***

***

-0.79

3.73

0.78

0.79

0.11

***

p<.001

<표 6>의 결과에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평균의 초기값은 0.40으로 이는 8차년도
미디어 사용 시간의 평균값인 0.4를 의미한다. 변화율은 0.41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0.41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 및 변화율의 분
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3년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5년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
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20으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의 학교 적응의 경우 초기값이 3.73으로 08차년도 학교 적응 평균인 3.74를 나타
낸다. 변화율은 0.78로 아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적응 점수도 0.78씩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3년간 학교 적응 변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값 및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79로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변화 궤적 간 인과모형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 궤적이 학교 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잠재 성장곡선 인과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 모형의 적합
도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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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 변화 궤적 간 인과모형

〈표 7〉 인과 모형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χ

구분

2
***

인과모형

70.27

df

TLI

CFI

RMSEA

8

0.88

0.94

0.06

***

p<.001
2

<표 7>의 결과 χ 값이 70.27(df=8, p<.001), TLI=0.88, CFI=0.94, RMSEA=0.06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설
명하는 상대적 적합인 TLI, CFI 값이 1에 가까우면 설정된 모형이 자료에 잘 합치함을
나타내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05보다 작으면 양
호하다고 본다(홍세희, 2013). CFI, TLI값이 모두 .80을 넘었고, RMSEA는 .50을 넘지
않아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
동의 학교 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인과모형의 경로계수
Path
미디어 ICEPT → 학교 적응 ICEPT
미디어 ICEPT → 학교 적응 SLOPE
미디어 SLOPE → 학교 적응 SLOPE

β
***

-0.24

**

0.21

*

-0.16

B

SE

-0.23

0.04

0.07

0.03

-0.10

0.05

β=Standadized coefficients, B=non-Standa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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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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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결과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초기값은 학교 적응의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0.24)을 주었으며, 이는 초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당해 연도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초기값은 학교 적응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β=
0.21)을 주었다. 이는 2015년 초기에 나타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이후 아동의 학
교 적응 점수가 증가하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율은 학교적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
향(β= -0.16)을 주었으며, 이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의 변화율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 점수는 줄어들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완만하게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이 줄어드는 감소 속도 역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에 입학한 해부터 3년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정도가 증가하는 것과 학교
적응 점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율이 클
수록 학교 적응 점수의 감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료인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2017년)까지 한국아
동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궤적과 학교
적응 변화 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궤
적이 학교 적응 변화 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순서대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
는지 분석한 결과, 미디어 사용 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
고,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사용이 증가한다는 허균(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전 시점인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이 이후 시점 사용에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임선아, 2019)는 연구 결과도 지지하고 있다. 즉 미디어의
잦은 노출은 이후의 미디어 사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허균
(2013)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연령과는 다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계속적으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허균(2013)의 결과에서 중학생 또한 미디어 사

[주제발표] 2주제: 학교적응 • 147

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그 누적된 양은 엄청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소영과 홍세희(2014)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변화를 미치는 요인으
로 개인의 특징 중 하나인 행동 통제만 종단적인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통제 능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제능력은 그냥 획득되는 것은 아닌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김소영과 홍세희(2014)의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이고,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발달상 차이가 나타난다. 중학생보다 자신의 통제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가 감독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거나 미디
어 사용 시간을 사전에 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 결
과 점차 유의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적응이 향상된
다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교 적응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적응 점수가 떨어진다는 이
귀옥(2017),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2015)의 연구와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2016)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은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학교 연령이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의 발달도 향상되
어 학교의 규칙과 학습, 교우나 교사 관계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학
년이 될수록 저학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증가(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와 사춘기
경험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어려움(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등이 있을 수 있다.
저학년까지는 학교 적응을 잘하고 고학년에서는 학교 적응을 어려워한다면 저학년 시기에
학교 적응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전체 학교 적응의 중요 시기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렵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율은 학교 적응의 변화율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사용 시간의 초기값은 학교 적응의 초기값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
교 초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당해 연도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당해 연도에
바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학교 적응에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디
어 사용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김은실(2018)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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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학년부터 미디어 사용을 위한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초기값은 학교 적응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는 2015년 초기에 나타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이후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가 증가
하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단순히 처음 학교 적응 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4세 때의 전자매체 놀이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박윤현, 박지은, 김대옹, 서지현, 최나야, 2019)는 연구
와 이전 시점의 미디어 사용이 이후 시점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임선아, 201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가 또래관
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학교 적응 하위 요소 중 또래 적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미디어 사용이 해마다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관계도 안 좋아져 전반적인 학교적응 점수
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8~10차 연도까지 3년 동안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궤적이
학교 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아동
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 점수의 변화율도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해마다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 점수도 해마다 낮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컴퓨터 게임 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
(박미영, 2008)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학교 적응력을 낮게 한 결
과(권영란, 박명숙, 2012)를 모두 지지한다. 물론 선행연구는 횡단적인 영향만을 살펴보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아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학교 적응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저학년 아동이 어리기 때
문에 미디어 사용 시간을 방치하였다가는 학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미디어 사용 시간이
고학년에 가서 중독과 몰입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은 다른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간보다는 여가
시간이 많아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곽금주, 2004).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기조절력을 들 수
있다(박용한, 2014). 자기조절 능력은 미디어 사용 빈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 정서적 문제
행동도 줄어들어 학교 적응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스스로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미디어 사용의 중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연령일 때
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에서 무엇
을 중점으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남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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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성은모(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
폰 활용으로 게임과 오락을 주로 사용하면 학교규칙 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반면
휴대폰으로 가족과의 통화나 자신의 시간관리를 위해 활용했을 때는 학교규칙 준수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 적응도 잘 하였다고 하였다. 즉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다룬 연구와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교 적응이라는 연구를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각 변인의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궤적이 학교
적응 변화 궤적간 인과관계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만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미디어 사용 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미디어 사
용을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학교 적응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변화 궤적에 미디어 사용 시간의 변화 궤적의 영향만 살펴
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 시간 이외의 다른 변인들과
학교 적응과의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8~10차년도 까지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학년 아동의 데이터만 분석하였
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고학년 아동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6년간의 학교 적응을
살펴본다면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의
시간만 활용하였지만 사용 시간과 함께 사용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
디어 사용 목적을 추가하여 연구한다면 질적으로 학교 적응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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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sal Longitudinal Analysis between Media Usage Time
Trajectories and School Adaptation Trajectories for Low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wiok Lee and Meery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 trajectory of 3 years of
the media usage time and of school adaptation for low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trajectories of these two variables.
To this end, we used data from 8th to 10th year (2015 ~ 2017) of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Media usage
time and school adaptation questionnaire were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potential growth curve model analysis were used for the
results.
As a result, media usage time increased from first grade to third grade, and
school adjustment improved every year. In addition, the longer the first grade
media use, the lower the first grade school adaptation score. Media use time
for early grade children continued to affect later school adjustment scores.
Therefore, as the media usage time of lower grade children increased year by
year, the school adaptation scores decreased year by yea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dia usage time management from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later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Media Usage Time Trajectories, School Adaptation Trajectories, Low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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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궤적과 학교
적응 궤적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인터넷,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등과 같은 전자기기 노출에 따른 좌식행동
(sedentary Behaviour)은 아동청소년의 심혈관 및 대사관련 건강, 정신건강, 신체발
달,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almon,
Trembaly, Marshall, & Hume, 2011; Tremblay et al., 2011; 이은영 외, 2015
재인용). 특히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5년 12.4%, 2016년 17.9%,
2017년 19.1%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비중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동훈, 2018). 이
는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학교적응과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
간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함께, 변화궤적에 따른 인과관계
를 실증 제시하려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학년증가에 따른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 학교적응 수준의 향상, 미
디어 사용 시간 증가의 학교적응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본 논문에 감사드리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강화하과 더욱 의미있게 되기
를 기대하며 좀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논문을 읽어가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
으로 제언드리고자 한다.
첫째, 초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통상 유아동의 미디어 노출 증
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고 본 고의 선행연구도 부정적 결과들만 제시
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나,
초등학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미디
어 사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론이나 선행연구 좀 더 제시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도 보면 입시･교과중심 사교육, 선행학습, 사교육비 부담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신체건강, 정서발달, 창의성 등 재능개발 중심의 일부 긍정적 효과
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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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나 초등
저학년의 미디어 노출과 노출시간은 스스로 판단하여 노출되는 경우보다는 부모에 의
해 시도되고, 허락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디어 사용시간과 목적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아동패널에 관련
데이터가 없었다면 모를까 9차와 10차에서는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SNS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 연구제한에서 언급하기는 하
였지만 데이터가 일정부준 가능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주제라면 당연히 미디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넷째, 미디어 사용시간에 따른 군집화를 통한 학교적응 발달궤적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보면 미디어 사용시간이 1일 0시간에서 7시간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미디어 사용시간을 군집화하여 학교적응과의 변화나 인
과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한다면, 좀더 의미있는 결과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디어 사용시간과 함께 사용횟수에 대한 고민도 제안드린다. 2017년도 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3-9세 유아동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은 스마트폰 평
균 1회 이용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과의존위험군보다 다소 길었으나, 만 3-9세 유아
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경우 1일 평균 이용횟수는 주중 21.7회, 주말 30.5회로,
일반사용자군 주중 3.5회, 주말 5.3회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유아동의 경우 시간이외
에도 횟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히려 중학생 이후로는 과의
존위험군의 1회 평균 이용시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중, 고, 대학 등으로 연
령대가 올라갈수록 일반사용사군과 과의존위험군 간의 이용횟수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
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한국아동패널 사용 데이터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미디어 사
용시간은 학교적응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주중 시간으로 한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근거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단 주중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더라도 한국아동패널은 8차년도(2015년)만 주중과 주말
이 분리되어 조사하고 있고, 9차(2016년), 10차(2017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
다. 연구자께서 9, 10차년도를 주중 1일로 해석했다면 이를 논문에 밝히는 것이 나을
듯하고, 만약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겠다면 8차년도(2015년) 미디어 사용
시간은 0.59시간이 되어 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V시청시간8)
등은 현재 미디어 사용 시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8) 8차와 9차는 TV 시청시간으로 조사, 10차는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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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3년간의 무응답을 평균값으
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정확히는 무응답이 아니라 표본탈락이기 때문에 평
균대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일곱째, 논의 및 결론에서 제시한 일부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첫째는 미디어 사용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단순한 결과이고, 미디어 사
용시간의 절대적, 상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디어 사용시간에 대한
감독과 통제 필요성이 도출된다는 것에 수용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는 결론 셋째에 대
한 논의로 보는게 더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오탈자, 내용 기술시 차수와 연도의 혼용,
단위설명 누락(예: 인원, 시간, 학교적응은 5점척도 평균값 등), 출처표기 누락. 모형적
합도 기준 설명내용 중복 기술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다시한번 연구자분들의 고민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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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전현희9)

김성화10)

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으로 분류하고, 학령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
임성이 학교 적응도의 변화 궤적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
다.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8차~10차 자료와 같은 대상의 학령기 이전 자
료인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형태는 감소, 증가,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4개의 집단으로 유형
화되었으며, 영향요인 중에는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협력성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유형에 집단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아
동의 학교 적응도을 다룰 때 변화 유형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다르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
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적응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령 전 유아기의 중
요 변인을 활용함으로써,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어떠한 발달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저학년 아동, 학교 적응도, 한국아동패널조사, 성장혼합모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며, 학교에
서 다양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임수경‧이형실, 2007). 즉, 학교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의 적응은 초기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9) (제 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gusgml306@naver.com)
10)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ksungsun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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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희‧정혜원, 2017).
학교 적응도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있
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가정을 벗어나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은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새로운 학업 과제 수행, 학교라
는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 등 많은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김선영‧안선희, 2006), 이러
한 다양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아동
의 향후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학교 적응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최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김선영‧안선희, 2006; 이순아‧임선아, 2019). 이 연구들은 저학년 시기 아
동의 학교 적응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부분 특정 시점에
서의 횡단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적응은 특정 한 시점뿐만 아니라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중요하므로 학교 적
응도가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백승희‧
정혜원, 2017). 더불어 같은 발달시기에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모두 동일한 특성을 보
이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임성애‧이은주, 2016), 특정 발달행동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
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분되며, 각 집단에 관련된 고유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음
(Moffitt, 1993)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하위 잠재집단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을 대상
으로 하여, 초등학교 입학 이후 서로 다른 학교 적응 변화궤적을 보이는 하위 잠재집
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각 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각 집단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실증적인 함의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학교 적응도란 학교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생활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임정화‧전종설, 2012).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적응도는 그 개념의 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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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다(강윤
아‧신택수, 2018). 학습활동과 같은 학업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기도 하고(강윤
아‧신택수, 2018), 학업적 차원의 적응 이외에도 학교 규칙 준수, 문제행동, 학교생활
에의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
다. 이를테면 유안진 외(2004)는 학교 적응을 교사적응, 교우적응, 규칙 적응의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개념화하였으며, 이정은과 조미형(2007)은 학교 적응을 문제
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연구를 바
탕으로 학교 적응도를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의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학교 적응도는 아동이 학교에서
학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규칙 및 규정들을 준수하며,
학교에서의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인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 적응도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횡단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선영‧안선희, 2006; 정미영‧문혁준, 2007;
이순아‧임선아, 2019). 학교 적응도를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 적응도의 변
화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이희정‧조윤주, 2010),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의 학교 적응도 변화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 2008). 남지영과 김재철(2017)은 나아가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의 학교 적응도 변화양상에 따른 계층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점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의 총 5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됨을 발견하었다. 중학교 3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교 적응변화의 잠재계층을 파악하고자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 적응도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유지
집단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감소집단 이 두 잠재집단으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강윤아‧신택수, 2018).
이상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학교 적응도를 탐구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
은 학교 적응도가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연구로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물론 종단연구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연구들
의 경우에도 아동들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여 집단 내 다른 변
화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위 집단의 발달 궤
적을 파악하고자 한 몇몇의 연구마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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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중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정적인 측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교 적응도 영향요인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학
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학교 적응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 관련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개인 관련 요인들은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
성, 협력성, 책임성, 성별이다. 우선 학습준비도는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이순아‧임선아, 2019).
학습준비도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
널자료는 학습준비도를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
반적 지식 네 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준비도가 학교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 준비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한 연구
(김태은, 201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
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학교생활 적응 준비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유
아의 학교생활 적응준비도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순아와 임선아(2019)
는 유아기의 학습준비도 중 학습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이후 초등학교 적응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제는 갈등상황에서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내는 능력을 의미한
다(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낮은 자기통제 수준은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행동 및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Mischel, Shoda, & Peake, 1988; 남현미‧옥선화, 2001; 이경님, 2002). 자기통
제와 학교 적응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 연구로는 백혜정(2007)이 있다.
백혜정(2007)은 청소년기의 자기통제가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자기통제가 유의하게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성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입장 표명하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등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cClelland et al., 2000). 이러한 주장성과 학교 적응도의 관계는 아
동의 주장성과 초기 학교 적응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혀낸 김선영과 안선희(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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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Elliott과 Gramling(1990)은 주장성이 심리적 적응
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지지 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는데, 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주장성이 학교 적응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
인 관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성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집단 활동에 잘 적응하며, 다른 사람과 협동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cClelland et al., 2000). 이러한 협력성과 학교 적응도의
관계는 아동의 협력성이 초기 학교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김선영과 안
선희(2006)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력성은 여
러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구인들 중 초기 학교 적응과 특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구인이었다.
책임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을 의미
한다. 이러한 책임성과 학교 적응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아동의 책임
성이 초기 학교 적응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김선영‧안선희, 2006)와 과
제책임감이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연구(박영애,
2018)를 통해 책임성과 학교 적응도의 관계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학교 적응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느 성별의 아동이
더 적응적인 학교 적응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은영‧김경혜, 2005; 이현림‧천미숙, 2003). 대부분 성별이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이귀옥과 이미리(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시기 모두에서 학교 적응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
교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적응도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
는 개인 관련 변인들인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중 잠재계층구
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밝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학교
적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도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의 영향요인인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중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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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7차 조사부터 10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기간은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 초기인 2027년까지
이고, 매년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 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아
동의 발달, 부모양육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둘러싼 미시적인 특성 분석과 더불어 이들이
속한 사회적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전체 표본 2,150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아동(신생아)과 부
모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4차년도 조사부터는 육아지원기관의 주교사를 포함하였다.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시점 이상의 종단 자료
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령기인 8차 조사부터 10차 조사 중 응답을 한 번이라
도 한 1,268명의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향요인을 위한 자료로 같은 대상의
학령기 이전 7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학교 적응도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학교 적응도를 3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5점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있다. 아동
의 학교 적응도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고, 시점별 아동의 학교 적응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1> 아동의 학교 적응도 문항 내용
8~10차 학교 적응도

변수값

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역코딩)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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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역코딩)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14)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20)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23)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25)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31)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역코딩)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표 2> 시점별 아동의 학교 적응도 기술 통계
평균

표준편차

8차년도 (2015)

3.963

0.706

9차년도 (2016)

3.963

0.700

10차년도 (2017)

4.099

0.697

나. 독립변수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령전 유아시기의 학습준비
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을 활용하였다. 변수의 내용과 코딩 방법은 <표 3>
에 제시하였다. 초등학령기 이전의 7차년도 자료에서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습
[주제발표] 2주제: 학교적응 • 163

준비도 평균은 3.53, 표준편차는 0.361, 자기통제의 평균은 2.51, 표준편차는 0.356, 주
장성의 평균은 2.37, 표준편차는 0.360, 협력성의 평균은 2.05, 표준편차는 0.374, 책임
성의 평균은 2.26, 표준편차는 0.330이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변수 내용 및 코딩 방법
변수

코딩

학습준비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자기통제

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0: 여자
1: 남자

성별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2

.460**

3

.367**

.428**

4

.190**

.250**

.179**

5

.173**

.214**

.179**

.634**

6

.090**

.137**

.096*

.672**

.624**

7

.144**

.144**

.105**

.448**

.554**

.477**

8

.131**

.161**

.093*

.625**

.703**

.704**

9

-.261**

-.328**

-.230**

-.101**

-.110**

M

3.96

3.96

4.10

3.53

2.51

2.37

2.05

2.26

0.51

SD

0.706

0.700

0.700

0.361

0.356

0.360

0.374

0.330

0.500

-.029

.655**
-.135** -.110**

*: p<.05, **: p<.01
1 - 3 : 8, 9, 10차 학교 적응도, 4: 학습준비도, 5: 자기통제, 6: 주장성, 7: 협력성, 8: 책임성, 9: 성별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이를 분류하는 데 관
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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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Growth Model)을 결합한 모형이다. 기존의 성장모형은 집단 내에 이질성이 존
재하여도 변화 궤적이 동등하다고 가정하지만(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성장혼합모형은 집단 내의 이질성을 추적하여 상이한 변화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별로 각
각 다른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Muthen & Muthen, 2000;
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에서는 세 시점의 자료를 사용했으므로 선형함수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각 잠재
계층에 속하는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성장곡선의 식은 다음과 같다(Muthen et al.,
2002).
      
    
    
 는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값이며,  는 시간에 따른 요
인계수이다. 잠재성장요인 , 은 각각 절편과 1차 변화율을 의미하여,  ,  는 각
잠재계층()별 성장요인의 평균을, , 의 분산은 각 잠재계층별 성장요인의 분산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측정시점을 고려해 절편함수(intercept), 1차 함수(linear) 모
형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별 변화궤적의 형태를 결정한다.
성장혼합모형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적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Sample size
Adjucsted BIC)(Scolve, 1978)와 같은 정보준거지수와 모형비교검증방법 중 잠재계층
수에 따라 비교하는 Mendell & Rubin의 조정된 차이검증인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Mendell & Rubin, 2001)와 모수적 붓스트
랩 우도비 검증인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Peel &
McLachlan, 2000)를 활용한다.
각 정보준거지수는 식(1), (2), (3)으로 계산된다.
   ln    

(1)

   ln    ln 

(2)
 


   ln    ln   

(3)

 은 우도비(Likelihood ratio),  는 추정 모수,  은 표본 크기를 나타낸다. 각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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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모형비교 검증을 위해 활용한 LMR-LRT와
BLRT는 잠재계층의 개수가    인 모형과 개수가  개인 모형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검증
하는데, p-value가 유의하다면 잠재계층의 개수가  개인 모형을 선택한다(Mendell &
Rubin, 2001).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
하기 위해 편향 보정 3단계 접근법(bias adjusted three-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성장혼합모형과 공변인을 동시에 추정하여 개인이 속한 잠재계층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 기존의 1단계 접근법(one-step approach)의 문제점을 보
완한 방법이다(Vermunt, 2010).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먼
저,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
한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 후,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이는 개인이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에 할당된 결과이므로, 분류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분류오류를 교정하여 각 개인의 잠재계층을 고정하고, 이후
공변인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Asparouhov & Muthen, 2018).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에는 Mplus 7.4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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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잠재계층 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잠재계층의 변화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과 1차 함수(linear) 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인 경우 좋
은 적합도로 볼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일 때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홍세
희, 2000). SRMR의 경우 .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연구문제, 다수의 선행연구,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1차 함수 모형을 가장 적
합한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6>에 제시한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의 경우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모집단 내 여러 하위 잠재계층에 따라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5> 모형별 적합도 지수


무변화 모형
1차함수 모형

***

29.807
8.787

***



TLI

CFI

RMSEA

SRMR

4

0.937

0.916

0.071

0.123

1

0.924

0.975

0.07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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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아동의 학교 적응도 모수 추정치
초기치

일차변화율

***

0.057

***

0.039

평균

3.941

분산

0.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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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그리고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
펴보았다.
먼저 각 잠재계층에 대한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였을 때, 추
정할 모수가 너무 많아 추정에 실패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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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을 모두 자유 추정할 경우 추정실패의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요인의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Ram & Grimm 2009; Muthen & Muthen 2010). 이에 본 연구는 각
잠재계층의 성장요인의 분산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분산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정보지수 AIC, BIC, SABIC 값과 모형비교검
증인 LMR LRT, BLRT의 유의확률 값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와 분류의 질 비교
자유추정 모형
잠재계층 수
정보
지수
모형
비교
검증

2개

3개

4개

5개

AIC

5171.86

5119.32

5055.71

5028.02

BIC

5213.02

5175.92

5127.74

5115.49

5187.61

5140.98

5083.27

5061.49

LMR LRT

0.0005

0.0191

0.1092

0.1547

BLRT

0

0

0

0

SABIC

2개

3개

추정실패

4개

수정 모형

분석결과, 정보지수의 경우 AIC, BIC, SABIC 모두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개에서 5개로 증가하는 시점의 감소폭이 적어짐을 [그림 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LMR LRT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까지만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BLRT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일 때까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혼합모형의 경우 BLRT가 LMR LRT보다 잠재계층의 수를 파악하는 데 정확성이 높으며,
BLRT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잠재계층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그림 2]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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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수치와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분산 동일화 제약을 가
한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잠재계층별 특징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 잠재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잠재계층의 성장요인 모
수 추정치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잠재계층별 분류비율과 모수 추정치
잠재계층
감소
증가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분류비율
19.5%
16.1%
5.0%
59.3%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표준오차

***

0.184

*

0.163

3.092

***

0.176

0.501

**

0.170

초기치

2.766

***

0.161

일차변화율

-0.11

초기치
일차변화율
초기치
일차변화율

초기치
일차변화율

3.827
-0.269

0.107

4.31

***

0.030

0.06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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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잠재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은 초기에는
약 3.83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를 보이지만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6.1%를 차지하며 초기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를 보이지만 이후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증가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세 번째 집단은 초기치의 가장 낮은 학교 적응도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여 ‘저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5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적응도의 초기치가 약 4.31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점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0에 근접하기 때문
에 ‘고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모형에 따른 각 잠재계층별 추정함수를 나타낸 그
래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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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잠재계층별 추정된 변화형태

3. 잠재계층 분류 결정요인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잠재계층 분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편향 보정된 3단계 접
근법(bias-adjusted three-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계
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잠재계층 분류 결정요인의 다항로짓계수
준거집단
비교집단

준거집단
비교집단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성별
p<.05,

**

p<.01,

고수준유지
계수
표준오차
-0.857
0.677
1.346*
0.673
0.235
0.660
-0.578
0.550
0.450
0.752
-0.949**
0.301

증가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2.680*
1.267
1.178
0.766
-1.078
1.411
0.268
0.673
-0.597
1.338
-1.126
0.648
0.466
1.191
1.357 *
0.631
1.768
1.682
-0.593
0.917
0.761
0.732
-1.750 ***
0.419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계수
표준오차
4.037***
1.022
1.346
1.195
-0.529
1.220
0.891
0.949
-2.361
1.428
-2.511***
0.589

증가
계수
표준오차
-2.034
1.109
1.078
1.102
0.361
0.975
-1.935*
0.885
1.043
1.261
0.801
0.578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성별

*

감소
저수준유지
계수
표준오차
***
-4.894
1.231
0.000
1.405
0.764
1.456
-1.469
1.117
2.811
1.655
1.562 *
0.67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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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소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증가 집
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협력성이 높을수록 증가 집단보다는 감소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높았다. 저수준유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저수준유지보다는 준거집단인 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고수준
유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감소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증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준유지 집단을 비
교집단으로 한 경우, 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저수준유지보다는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았다. 고수준유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는 협력성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는 여학생이 증가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수준유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고수준유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검증한
경우, 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저수준유지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
게 높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수준유지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아동의 주장성과 책임성은 모든 잠재계층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변화양상에 따
라 분류되는 잠재계층과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 궤적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 네 개의 잠재계층
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네 개의 집단은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를 보이지만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감소 집단’이 19.5%,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를 보이
지만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증가 집단’이 16.1%,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
를 보이는 ‘저수준유지 집단’이 5.0%,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 적응도를 보이는 ‘고
수준유지 집단’이 59.3%로 분류되었다. 아동의 학교 적응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것이
라는 점과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적응 변화궤적은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연구의 의의를 더했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남지영·김재철,
2017; 강윤아·신택수, 2018).
둘째, 아동의 학교 적응도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령전 유아기
아동의 여러 개인 관련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 및 교사가 아동의 발달 요소 중 어떠한 부분에 더 유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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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유아기의 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가
가장 낮은 저수준유지 집단보다는 감소 집단, 증가 집단,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유아기의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의 초기치가 높거나
점점 증가하는 형태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기 학습 준비도는 초등학
교 생활을 시작하는 저학년의 학교 적응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순아와 임선아(201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준비도를 높여주었
다는 것을 보여준 김태은(2011)의 실제 연구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
서 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이동하는 시점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통제의 경우에는, 유아기의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감소 집단에 비해 고수
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자기통제를 잘할수
록 학교 적응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공적인 초
등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자기통제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통제가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백혜정(2007)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특히 자기통제능력은 일종의 지식 혹은 기술로서 후천적으로 습득 및 증
진될 수 있다(박지현‧송하나, 2010)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이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협력성의 경우, 유아기의 협력성이 높을수록 증가 집단보다는 감소 집단과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유아기의 협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 초기치가 높
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협력성과 초기 학교 적응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김선영‧안선희, 2006)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유아기
의 협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는 증가하는 형태보다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
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협력성이 초기 학교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적
응 변화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이동하는 시점에서는 학교 환경과 학습 내용의 큰 변화로 인해 친구들과의 협력성이 학교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초등학령기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비슷한 환경
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력성 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위 결과들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학령기로의 전환시기의
학교 적응을 위해 유아의 협력성 발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 적응도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율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령기 내에서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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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 관련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주장성과 책임성은 모든 계층 분류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장
성과 책임성이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선영‧안선희, 2006; Elliott &
Gramling, 1990)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자기통제와 협력성과 같
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향변인들은 학교 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령기로 들어설 때 초등학교
생활 적응에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관계 형
성 및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학교 적응에 더 핵심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고, 학령기 직전의
개인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교육적으로 많은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는 사용된 설문응답 자료들이 아동 스스로가
아닌 교사 혹은 부모에 의해 응답된 자료라는 점이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의 나이 특성으
로부터 기인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응답과 교사 및 부모의 응답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간
의존적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협력성과 관련하여 학령
전 시기뿐 아니라 초등학령기의 협력성 자료를 활용한다면, 협력성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
적응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시간 의존적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를 종단적·계
층별로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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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jectorie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ir determinant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Hyeonhee Jeon and Sungwha Kim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rajectorie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o test whether children’s early learning readiness, self-control, assertiveness,
cooperativeness, accountabi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lassifying the latent
classes. To achieve these goals, growth mixture models were applied using the
PSKC (Panal Study on Korean Children) panel data from waves 8 to 10 and wave
7. As a result, four distinct latent classes were found and were defined as
decreasing class, increasing class, low-level class and high-level class based on
the trajectories of students’ school adjustment. Further results indicated that
learning readiness, self-control and cooperativ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lassifying latent classes. This study showed the necessity of taking
trajectories into account in analyz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parents and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understanding how to help
their children with successful future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PSKC( Panal Study on
Korean Children), growth mixtu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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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도 변화유형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이에 관
한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논문
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 몇 가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
자 합니다.
논문 제목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이라는 연구방법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독립변수로 학습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이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추가한다면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론적 배경’의 ‘나. 학교 적응도 영향요인’ 부
분에 의하면 본 연구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독립변수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께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개인 관련 요인들은 학습 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 성별이
다.…’라고 제시하신 바와 같이 아동패널조사지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독립변수가 될
만한 것을 다소 성급하게 선정한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라
는 제한점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 활용된 학교 적응의 독립변수들이 이론적인 과정을 통해 추출되었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글 구성을 조금만 변형하면 어떨까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요인
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자칫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준
비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부모변수에 의한 허구효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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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습준비도와 학교 적응 간의 상관에 부모의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이 제3의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적응에 대한 학습준비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통해 ‘학습준비를 잘 하게 하면 학교 적응을 잘 하게 할 수 있
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학교 적응에 대한 학습준비도의 효과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 적응에 대한 학습
준비도의 효과는 실제로는 학습준비가 아닌 부모의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에 의한 효과
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8차 조사부터 10차 조사 중 응답을 한번이라도 한 1,268명의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만 응답한 아동은 8차 조사에만 응답한 아동
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8차 조사에만 응답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비교할 때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도 탈락한 아동들은 문제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표 2>에서 10차 조사에서 학교 적응도의 평균이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인 10차 조사에서 응
답하지 않은 아동은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독립변수인 학습 준비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척도의 문항 수, 대표문항, 알파
계수, 척도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AIC, BIC, Adjusted BIC의 감소폭을 기준으로 하
셨고, 그 결과 4개의 잠재계층이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LMR-LRT를
기준으로 한다면 잠재계층 수는 3개로 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적합성과 더불어 간명
성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Entropy, 최소계층 빈도비율,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 수가 3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Entropy, 최소계층 빈도비율의 내용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남지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분류하였습니다. 연구대상의 학년과 측정도구가 다른 점이 변화궤적의 유형
분류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측정도구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문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 부분에서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변화궤적 유
형 분류의 차이가 단순히 연구대상의 학년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인지, 아니면 측정도
구에 의한 차이인지를 보여 줄 수도 있을 않을까 합니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성장모형을 결합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혼합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결합한 모형’ 또는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성장모형을
결합한 모형’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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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표현, 오탈자가 종종 보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도의
변화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
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Adjucsted BIC’ 등
좋은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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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궤적요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간의 전이관계
박성희11)

신여울12)

조우리13)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변
인별 잠재계층을 구성하고, 이 둘 간의 전이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아동패
널의 일반조사 자료 중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총 4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과 전이확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래상호작용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
단’과 ‘보통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으로 2개의 잠재계층, 학교적응은 ‘학교적응 우수집
단’, ‘학교적응 보통집단’, 학교적응 저조집단’ 3개의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두 잠재계
층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전이확률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은
‘학교적응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에

서 ‘학교적응 저조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기의 또래상
호작용의 중요성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수준별 맞춤형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였다.
❙주제어: 또래상호작용, 학교적응, 잠재계층분석, 대상중심적 접근, 전이확률

Ⅰ. 서론
학교는 아동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 중 하나로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지식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적응 기술 및 규범을 습득하고, 나아가 자아개념과 삶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또한 아동은 이때 습득한 사회적 기술과 규범을 토대로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를 형성하고 학업 성취와 같은 발달 과업을 이루어, 학령초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은 아동기 발달 뿐아니라(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수정, 곽금주, 2010; 지성애, 정대현, 2006; 정윤미, 장
영애, 2009; Richman, Bowen, & Woolley, 2004).

1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12)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13)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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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적응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진행되
어 왔으나 최근 아동의 발달과 성장이 빨라지고 학교 부적응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교시
기 학업중단,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학교 부적응은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미, 2007). 특히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측면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적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교사와 또래 관
계 형성 및 학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홍애순, 조규판, 2014; Kupersmidt & Coie, 1990; Sturge-Apple,
Davies, & Cummings, 201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
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개입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적응은 학교생활, 학교환경, 수업, 친구 또는 교사 관계 등을 수용하고 자신의 요구
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보미, 장경은, 오현미, 2019).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는 아동의 경우 학교에 대해 긍정적 태도, 동기 및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한 행동 특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이현숙,
2011; 이은영, 2010),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0).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낮은 학업성적 및 자아
존중감, 그리고 좌절감을 겪게 되어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우울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정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학교를 중퇴하거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이혜영, 이정화, 김미숙, 장가람, 김재경, 2013).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학
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동일 발달단계인 초등학교 시기의 학령기 아동의 개인
변인과 가정변인 및 사회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선행하는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고자 한다.
유아기는 대부분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적
역할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유아는 일차적 관계인 가족을 벗어나 사회
적 관계망을 넓혀가게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유아기는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배워가는 시기로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장
효은, 김춘경, 2018). 유아는 또래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
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Rubin, Bukowski,
& Parker, 1998),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발달의 기초가 되는 감수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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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정, 201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놀이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량화, 전일우,
2010), 유아에게 놀이는 일상생활이고, 놀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세계를 자연스럽게 탐색
함으로써 학습하게 되는 수단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매체로(Coplan & Arbeau,
2009), 성인이 타인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과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듯이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한다(김재희, 2016).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유아의 경우 친밀감과 애정을 잘 표현하고 또래에
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진, 2013). 또한,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지성애, 정재은, 2011; Mathieson &
Banerjee, 2010).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사회·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Coolahan, Fantuzzo, Mendez, 과 McDermott(2000)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보인 유아는 학령기에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보인 아동보다 호기심과 인내심
및 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유아기 놀이를 통해 형성되는 또래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능력을 발달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은 학령 초기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헤드스타트에 참가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Goble 외(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
기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1학년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skills),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주거 지
역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대현과 지성애(2006)의 연구에
서는 또래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 전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희정(201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의 또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에서
학령초기인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어지는 종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유아기 동안의 발달
궤적 및 각 변인 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Q)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모형 및 전이확률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아
동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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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학교적응 변인 간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궤적요인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잠재계층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잠재계층 간 전이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Q)의 일반조사 자료 중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총 4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대상은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에서 분석 대상인 5차년도부터 8차년도의 조사 가구 수는 각각 1,703가구, 1,662가구,
1,620가구, 1,598가구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하고 총 442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차년도에 해당하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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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442)

n(%) 또는 M(SD)

구분
아동

성별

어머니

연령(세)

남아

233(52.7)

여아
학력

209(47.3)
34.75( 3.64)

고졸이하

137(31.0)

전문대졸

136(30.8)

대졸

156(35.3)

대학원졸 이상
취업여부
아버지

179(40.5)

미취업

161(59.0)

연령(세)
학력

취업여부

12( 2.7)

취업

37.17(3.92)
고졸이하

122(28.3)

전문대졸

99(22.4)

대졸

178(40.3)

대학원졸 이상

39( 8.8)

취업

395(89.4)

미취업
월평균 가구 소득

33( 7.5)
404.41(213.10)

주1. 무응답이 포함된 일반적인 특성의 사례수의 경우 전체 사례 수에 포함되지 못함.
주2. 어머니 취업여부에서 학생은 취업에 포함됨.

2. 측정도구
가. 학교적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척도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수
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등의 학교생활적응 11문항,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의 학업수행적응 11문항, ‘친구들과의 갈
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등의 또래적응 8문항,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등의 교사적응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
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가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8차년도에 조
사된 본 척도의 하위변인별 Cronbach’ α값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적응 .96, 학업수행
적응 .95, 또래적응 .95, 교사적응은 .83으로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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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래상호작용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Fantuzzo 외(1998)가 개발한 척도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였
다.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등의 놀이 상호작용 9문항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등의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등의 놀이 단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래 놀이행동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5차년도부터 7차년
도까지 조사된 본 척도의 Cronbach’ α는 5차년도 .86, 6차년도 .82, 7차년도 .91로 양
호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배경의 기술적 통계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와 각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Mplus 8.3을 사용하여 이론과 통계적 적합도를 기준으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잠재계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아기 또
래상호작용의 궤적요인이 초등학교 1학년의 잠재계층에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전이확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대상중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보
다 개인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개인 간 유사하거나 차이점을 통해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구혜완, 정익중, 2019; Wang & Hanges, 2011). 전이확률은
잠재유형 간의 결합 확률을 제시하여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정익중,
2009; 구혜완, 정익중, 2019)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래상호작용의 평균값은 5차년도(만3세) 3.13(SD = .34),
6차년도(만4세) 3.14(SD = .34), 7차년도(만5세) 3.13(SD = .41)로 5, 6, 7차년도가 모
두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또래상호작용을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측정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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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4.08(SD = .97), 학업수행적응은 3.84(SD
= .89), 또래적응은 3.95(SD = .82), 교사적응은 3.99(SD = .76)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주요
변인 간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각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사적응변인의 경우 5차년도 또래놀이상호작용변인과는 유의하
지 않았으며, 6차년도와 7차년도의 경우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결과
(N=442)

구분

1

2

3

4

5

6

7

또래상호작용
1. 또래상호작용(5차)

1.00

2. 또래상호작용(6차)

.31***

1.00

3. 또래상호작용(7차)

.21***

.31***

1.00

4. 학교생활적응(8차)

.20***

.28***

.28***

1.00

5. 학업수행적응(8차)

.26***

.23***

23***

.56***

1.00

6. 또래적응(8차)

.25***

.24***

28***

.65***

.71***

1.00

7. 교사적응(8차)

.09

.11*

.15**

.25***

.47***

.40***

1.00

평균

3.13

3.14

3.13

4.08

3.84

3.95

3.99

표준편차

.34

.34

.41

.97

.89

.82

.76

왜도

-.55

-.35

-.62

-1.12

-.58

-.75

-.84

첨도

.58

-.28

1.29

.38

-.30

.17

.52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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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인별 잠재계층 유형화
또래상호작용 변인과 학교적응 변인별 최적의 계층 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
선정에 있어 고려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AIC, BIC, adj BIC, Entropy, LMR-LRT,
BLRT이며 이에 기초하여 각 계층 개수별 모형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AIC와 BIC, adj BIC의 경우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AIC와 BIC가 양수인 경우에는 값이 작을수록, 음수인 경우에는 값
이 클수록 좋은 모형이다(Collins & Lanza, 2010). 또한 분류의 정확성 평가를 위해
Entropy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하며, 다음으로 모형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LMR-LRT와 BLRT를 함께 살펴
보았다. 또래상호작용 모형은 또래상호작용 5차, 6차, 7차 년도의 변인을 사용하여 계층
을 나누었다. 잠재계층을 추정한 결과 4계층이 모든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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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였으나, 0%의 계층이 속해있고 3계층의 경우 모형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증 지수
인 LMR-LRT값이 유의하지 않아 2계층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적응 모형은 8차 년도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
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변인을 사용하여 잠재계층을 추정하였다. 잠재계층을 추정한
결과 AIC, BIC adj BIC, Entopory, BLRT 값에서는 4계층이 가장 유의하다고 가장 적
합하다고 판단되나 모형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증 지수인 LMR-LRT값이 유의하지 않아
3계층을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표 3〉유아기 또래상호작용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또래상호작용

2

3

4

AIC

918.315

910.580

902.934

BIC

951.045

955.584

960.213

adj BIC

925.657

920.675

915.783

Entropy

0.727

0.657

0.747

LMR-LRT

165.172***

13.022

12.938*

BLRT

174.211***

13.735*

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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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학교적응

2

3

4

AIC

3987.631

3823.936

3712.734

BIC

4040.818

3897.579

3806.834

adj BIC

3999.562

3840.456

3733.843

Entropy

0.829

0.830

0.855

LMR-LRT

481.157***

168.173*

117.349

BLRT

496.955***

173.695***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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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산출한 최적의 계층 수에 맞추어 변인별 잠재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먼저 또래상호작용 변인을 살펴보면 2개의 하위계층 중 계층 2에 가장 많은 인
원이 속해 있으며(334명, 75.6%), 다음으로 계층 1(108명, 24.4%)순으로 속해 있다. 계
층 1은 초기 또래상호작용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므로 ‘보통수준 또래상호집단’으로, 계층
2는 계층 1보다 또래상호작용 평균값이 높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긍정적 또래상호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적응 변인을 살펴보면 3개의 하위계층 중 계층 3에 가장 많은 인원이 속
해있으며(236명, 53.4%), 그 다음으로 계층 2(172명, 38.9%), 계층 1(34명, 7.7%)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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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속해있다. 계층 1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평균이 낮은
집단으로 ‘학교적응 저조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계층 2는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평균이 중
간정도로 ‘학교적응 보통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계층 3은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학교적응 우수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2〕 또래상호작용 변인의 계층별 성장궤적

〔그림 3〕 학교 적응 변인의 계층별 차이

〈표 5〉 또래상호작용과 학교적응 집단별 잠재계층 특성
또래상호작용
인원(비율)
초기치
선형성장

1. 보통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

2.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

108(24.4)

334(75.6)

2.838***
-0.054+

3.23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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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

1. 학교적응 저조집단

2. 학교적응 보통집단

3. 학교적응 우수집단

34(7.7)

172(38.9)

236(53.4)

학교생활

2.08

3.72

4.64

학업수행

2.44

3.31

4.44

또래적응

2.29

3.56

4.49

인원(비율)
평균

교사적응
전체

3.41
2.56

3.69
3.57

4.29
4.47

+p < 1.0, ***p < .001.

3. 각 변인 잠재계층의 잠재전이확률
각 변인 잠재계층의 잠재전이확률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패
턴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2)-학교적응 우수집단(집단3) 패턴으로 45.475%의
높은 비율의 인원이 속해 있으며, 그 뒤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2)-학교적응 보
통집단(집단2) 패턴, 보통 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1)-학교적응 보통집단(집단2) 패
턴, 보통 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1)-학교적응 우수집단(집단3) 패턴, 보통 수준 또래
상호작용 집단(집단1)-학교적응 저조집단(집단1) 패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2)학교적응 저조집단(집단1) 패턴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2)이 학교적응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은 저조집단(3.3%),
보통집단(36.7%), 우수집단(60.0%) 순으로 높아져 또래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
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보통 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집단1)은 학
교적응 보통집단에 속할 확률(45.8%)이 제일 높았고, 저조집단에 속할 확률(21.5%)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또래상호작용과 학교적응 잠재계층의 잠재전이확률
(N=442)

또래상호작용

학교적응

인원수(명)

비율(%)

보통 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

학교적응 저조집단

23

학교적응 보통집단

49

45.8

학교적응 우수집단

35

32.7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

학교적응 저조집단

11

학교적응 보통집단

123

36.7

학교적응 우수집단

201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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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3.3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을 구성
하여 또래상호작용 궤적요인에 따른 학교적응 잠재계층 중 어떤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은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장 큰 과업인 초등학교
에 처음 입학한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초등학교 이전 기관인 유아교
육기관에서의 또래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변인별 잠재계층을 구성하였다. 또한 둘
간의 전이관계를 규명하여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잠재계층분석과 두 잠재계층 간의 전이확률분석을 실시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5차, 6차, 7차년도의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8차년
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Coolahan et al, 2000; Goble et al, 2017; 정
대현, 지성애, 2006, 이희정, 2018)과 같은 결과로 유아기에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할
수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또래상호작용 5차, 6차, 7차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교사적응은 또래상호작용 6차(p<.05)와 7차
(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또래상호작용 5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주도성이
높아져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비슷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과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변인의 잠재계층을 구분한 결과 통계
적으로 2개의 계층(보통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으로 나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아동패널 5차자료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2개
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최항준(201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최항준(2019)의 연
구에서는 2개 집단을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62.9%)’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14.2%)’으로 명명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계층 1이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4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또래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층1 집단을 ‘보
통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 평균을 상회하는 계층2 집단을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또래상호작용 변인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75.6%) > 보통수준 또래
상호작용 집단(24.4%)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상호작용의 특성은 가속성장률은 감소하지
만 유아기의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진희민, 강상진, 2017)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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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적응 변인 내의 계층을 구분한 결과 학교적응 변인은
3개(학교적응 우수집단, 학교적응 보통집단, 학교적응 저조집단)의 계층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적응 잠재계층은 초등학교 1학년 한 시점으로 교사적응을 제외한
하위변인이 2점대로 부적응 수준인 집단을 “학교적응 저조집단‘, 하위변인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인 집단을 ‘학교적응 보통집단’, 하위변인의 평균이 모두 평균을 상회하면서 높
은 수준인 집단을 ‘학교적응 우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학교적응 변인은 학교적응 우수집
단(53.4%) > 학교적응 보통집단(38.9%) > 학교적응 저조집단(7.7%)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 잠재계층별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 특징을 비
교해볼 수 있다. 학교적응 저조집단은 교사적응이 가장 높고(3.41점), 다음으로 학업수행
(2.44점), 또래적응(2.29점), 학교생활(2.08점)은 2.5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
교적응에 교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김혜경, 2000), 일반적으로 아
동과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교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학교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안향숙, 2003, 이수정, 2003).
이에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학교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적응
보통집단의 하위변인 평균은 3점에서 4점 사이로 학교생활(3.72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교사적응(3.69점), 또래적응(3.56점) 순이며 학업수행(3.3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 보통집단의 경우 학교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중심적 적응
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적응 우수집단 하위변인의 평균은 학교생활(4.64점), 또
래적응(4.49점), 학업수행(4.44점), 교사적응(4.29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적응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육 환경 등이
유치원과는 다르고 이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나 긴장의 정도 또한 개인마다 달라 학교적응
의 정도에 따라 개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학교적응 잠재집단별 아동에게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잠재계층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잠재계층의 전이확률을 통해 두 잠재계층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
악한 결과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한 계층 전이 패턴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학교
적응 우수집단 패턴으로 전체 비율 중 45.5%가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학교적응 저조집단 패턴은 전체 비율 중 2.5%를 차지하면서 가장
낮은 확률을 보였다. 전체 분석대상 아동 중 학교적응 저조집단에 속할 확률은 7.7%로
나타났는데, 이 중 보통수준 또래상호작용 집단에서 학교적응 저조집단에 속할 확률이
5.2%,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저조집단에 속할 확률도 2.5%를 차
지하였다. 또래상호작용 수준과 무관하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초등학교 1
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별, 기질,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지역규모 등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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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은 이후 학교에
서의 교사관계, 또래관계 및 학습활동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장혜
진, 김은설, 송신영, 2014)에서 학교적응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개
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전체 분석대상 아동 중 학교적응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은 53.4%, 학교적응 보통
집단에 속할 확률은 38.9%로 나타나 보통집단 이상에 속할 확률은 92.3%로 대부분의 아
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거나 초기치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보통 수준 또래상호
작용 집단에서 학교적응 보통집단 이상에 속할 확률은 19.0%,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집단
에서 학교적응 보통집단 및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은 73.3%로 나타나 유아기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집단이 월등하게 높은 확률로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아
기에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형성한 경우 이후 학교에 진학했을 때 더 높은 성취를 보
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동의 경우 정서적 부적응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인다는
Coolahan과 동료들(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유아기의 긍정적인 또래상호
작용 능력은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및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잠재계층과 두 변인간의
전이관계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또래상호작용 변수는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사 보고에 의한 것으로 기관에 다닌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분석결과는 유아기에 가정양육을 비롯한 기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에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을 가진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초등학
교 1학년 학교적응 잠재계층 간의 관계에 따른 잠재전이확률까지 확인하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후 학교적응의 추이 및 전이양상에 따른 영향요인 검증 등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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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of
peer interactions during early childhood and their latent
classes of the school adjustment of 1st grade students
Sunghee Park, Yeoul Shin and Woori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an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of peer interactions during early childhood and their latent
classes of the school adjustment of 1st grad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latent classes were analyzed by means of transition
probabilities.
In the latent class analysis on peer interactions, two latent classes were
classified into ‘positive peer interactions group’, and ‘nomal peer interactions
groups,’ In the latent class analysis of the school adjustment, three latent
classes were classified into a ‘excellent group’, ‘nomal group’, and ‘low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latent clas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ransitional probabilit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high group’
in peer interactions had the highest probability of being involved in the ‘high
group’ in school adjustment and the ‘high group’ in peer interactions had the
lowest probability of being involved in the ‘low group’ in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provided a basis for the intervention to improve peer interactions
during early childhood. It also requires tailored approaches based on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peer interactions,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 analysis, person-centered

approach, transition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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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궤적요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간의 전이 관계
정연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발달궤적을 추적
하여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학령기 후 학교적응 잠재계층을 구성하여 이 둘 간의 전이
관계를 규명하여 또래상호작용과 학교적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대상중심적
(person-centered)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기 또
래상호작용과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수준별 차이를 토대로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면서 학령기 후 아동들의 초등학
교 적응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토론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 부분에서 종단연구 자료 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나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연구
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 혹은 근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들 중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단편적인 설
명보다는 관련 연구나 이론과 연결시켜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부분에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주도성이 높아져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비슷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한 부
분에서도 좀 더 객관성 있는 자료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해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논의도 관련 이론이나 근
거자료를 보충한다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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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있어서 모든 아동에 적용해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발달궤적을 추적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출된 잠재유형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잠재전이확률까지 확인하였지만, 후속연
구를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이후 학교적응의 추이 및 전이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증해 본다면, 유아기 상호작용과 학령기 후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발달궤적과 학령기 이후 학업능력 및 또
래와 교사와의 관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아동들의 경험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로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시하였지만,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상호작
용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변인별 잠재계층으로 구성
하여 이 둘 간의 전이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후속연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연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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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14)
요 약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해서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은 아
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의 다양한 특성들과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부모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간접흡연 경험의 효과를 추
정했다. 분석결과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인지능력 및 비인지
능력 검사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간접흡연,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 태아, 영아

Ⅰ. 서론
아동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중 간접흡연을
경험한 산모는 응답자의 60.3%, 생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가 50.5%에 이른다. 상당히 많은 산모와 영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이
러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이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모와 영아는 외부의 유해한 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의 간접흡연 경험의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여 이 연구는 산모와 영아의 간접흡연에 주목하여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간접흡연의 효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간접흡연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
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Chen et. al, 2013, Eskenazi and
Castorina, 1999).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의 다양한 특성들
14)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tkim@khu.ac.kr. 본 원고는 초고로 향후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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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그것들과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아동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건강 및 발달 특성의 차이가 간접흡연 경험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
면 두 아동집단들 사이의 부모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의실험(random experiment)을 수행하는 것이겠지
만 산모와 영아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된 부모와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이 아동기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이
연구에서는 모의 임신 및 출산 시의 경험,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어머니의 정서 상태
및 양육지식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통제되었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와 비교한 두 번째 특징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서 태아기의 간접
흡연 경험과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각각 조사된 것을 이용하여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들과 비교하여 태아기에만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영아기에만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을 분석한다. 또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이 연구는 인지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찰결과를 이용하여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대한 간접
흡연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태아기 및 영아기에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들이 아동 및 부모의 특성, 어머
니의 임신 및 출산 당시의 경험, 어머니의 정서 상태 및 양육지식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4-7세 당시에 수행된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 검사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태아
기와 영아기 모두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간접흡연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태아기에만 혹은 영아기에만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들도 간접흡연을 경험하
지 아동들에 비해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영아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태아와 영아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간접흡연이 인지 및 비인
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회귀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산모와 영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빈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인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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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자료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했다. 한국아동패널은 6차
조사부터 매년 아동의 조사시점의 간접흡연 경험을 조사해오고 있다. 6차 년도 조사에서
는 어머니의 임신 당시의 간접흡연 경험과 아동의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간접흡연 경험
을 조사했다.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변수는 다음과 같이 생성했다. 첫째, 어머니가
임신 중에 담배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태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
주했다. 둘째, 아동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간접흡연 경험이 매주 2번 이상 있는 경우
영아기에 간접흡연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종속변수는 아동의 인지능력 및 비인지능력 검사결과가 사용되었다. 아동의 인지능력
은 2016년에 실시된 다요인 지능검사 결과를, 아동의 비인지 능력은 2012-2015년의
유아행동평가척도 검사결과와 2014년에 조사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보호자의 평가결과
를 이용한다.
설명변수는 아동의 특성, 부모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어머니의 출산 당시의 경험, 어머니
의 정서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출생체중, 임신주수, 출생
월, 모의 연령, 모의 임신 시 보조생식술 이용 여부, 모의 분만형태, 아동의 출생순위, 모의
신장, 출산 후 아기와 접촉 여부, 모의 임신 시 느낌, 모의 출산 시 느낌, 모의 학력, 부의
학력, 모의 혼인상태, 부의 종사상 지위, 모의 종사상 지위, 부의 직종, 모의 직종, 가구형태,
거주 지역(17개 시도), 월평균 가구소득, 소유 부동산 가치, 금융자산, 모의 양육지식, 모의
스트레스, 모의 부부갈등, 모의 우울여부, 모의 양육행동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표 1>은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별로 주요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낸다. 우선
자료에서 임신 중 간접흡연 경험, 출생 후 1년 이내에 아동의 간접흡연 경험에 대해 모두
응답한 표본은 789명인데 이중 30.8%인 243명만이 태아기 및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69.2%인 546명은 태아기 또는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4.9%의 아동들이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아동들이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에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통계는 설명변수들의 결측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간접흡연 경험
여부를 응답한 표본에 대한 통계이며 각 변수별로 요약통계량을 계산할 때 결측치의 존재
때문에 간접흡연 유형별 응답자 수는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요약통계량을 살펴보면 출생체중, 재태기간, 모의 연령은 간접흡연 경험 아동과 간접흡
연 경험이 없는 아동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의 양육지식은 1차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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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육과 관련된 13가지 질문에 대해 정답의 개수를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영아기 혹
은 영아기와 태아기 모두 간접흡연을 한 어머니의 정답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태
아기와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 유무별로 더욱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부모의 학력
수준이다. 태아기 및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의 부모가 간접흡연 경험이 있
는 부모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금융자산, 소유 부동산의 가
치를 비교할 때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의 가정에서 영아기 혹은 태아기와 영아기 모
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비해 소득과 자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항목은 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이다. 5차년도에 아동의 어머니에게 양육 스트레
스 관련 11개의 질문을 했는데 이 변수는 이 질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그렇다, 매우 그
렇다) 응답한 숫자를 나타낸다.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의 어머니가
경험이 없는 아동의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면의 제한으로
5차년도의 스트레스 변수만을 보고하고 있지만 6-8차년도의 양육 스트레스도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의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의 요약통계량은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과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사이
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양육지식 및 스트레스 등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간접흡연 여부와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 정도의 관계를 추정하면 추정치가 교란 요인들에 의해
서 편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역시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과 아동
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회귀
분석 추정치가 간접흡연의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부모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가정환경, 어머니의 정서 상태 및 양육
지식 등의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표 1> 요약통계량
(1)

출생체중
재태기간
모 연령

(2)

(3)

(4)

간접흡연

태아기

영아기

태아기+영아기

경험 없음

간접흡연

간접흡연

간접흡연

3.27

3.22

3.30

3.26

(0.438)

(0.371)

(0.429)

(0.455)

274.5

274.5

274.3

274.3

(8.77)

(9.40)

(7.83)

(9.88)

31.34

30.69

31.17

31.54

(3.59)

(3.94)

(3.79)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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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식
모 전문대 이상
부 전문대 이상
가구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가치
모 양육 스트레스
(5차년도)
관측치

8.35

8.61

7.70

7.72

(2.95)

(2.76)

(3.59)

(3.45)

0.717

0.716

0.526

0.646

(0.451)

(0.453)

(0.503)

(0.479)

0.770

0.666

0.623

0.609

(0.422)

(0.474)

(0.488)

(0.489)

298.4

318.3

271.0

299.1

(119.0)

(143.0)

(117.3)

(130.7)

2782.6

4847.2

3368.1

2145.3

(4507.6)

(7497.9)

(8468.6)

(3338.5)

14277.8

21153.6

12296.8

10510.8

(15016.1)

(27143.5)

(17711.3)

(12046.4)

2.32

2.68

2.97

3.21

(2.08)

(2.18)

(2.31)

(2.62)

243

117

75

354

註: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회귀분석 모형
아동의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위의 식에서    는 t시점의 아동의 인지능력 또는 비인지능력 검사결과를 나타낸다.
  는 태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나타내며   는 영아기의 간접흡

연 경험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를 두 더미변수들의 교차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 태아기에만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는 영아기에만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는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는 출생 당시의 아동 및 산모의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는 조사시점의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들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는 설명변수들을 제외한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나타내는 오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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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비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
<표 2>는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4세부터 7세까지 조사된 유아행동평
가척도의 백분위 점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문제행동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들에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행동이 추가된 증후군 부분 항목들의 각 점수
를 더해 총점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백분위 점수를 나타낸다. 집계 점수가 높
을수록 문제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추정치들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태아기
나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태아기와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은 5세
이상의 아동들의 문제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 5세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추정치들의 크기는 백분위 점수가 4.1-14.2%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은 주의력 문제, 공
격적인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불안, 우
울,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표 2>는 DSM방식의 문제진단에 따라 ADHD와 반항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 태아기 및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ADHD와 반항행
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DHD의 경우 영아기 간접흡연의 4세 때의 ADHD
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추정치의 크기는 6.2-20.6% 포인
트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ADHD 및 반항행동에 대한 결과는 앞서 증후군
척도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표 2>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과 유아행동평가척도 백분위 점수
(1)

(2)

(3)

(4)

4세

5세

6세

7세

0.590

4.921

4.468*

9.950**

(4.284)

(3.964)

(2.523)

(4.473)

0.519

5.505

4.106*

14.214***

(4.904)

(4.525)

(2.409)

(4.661)

4.368

9.252***

4.308***

8.409***

(3.524)

(3.205)

(1.651)

(3.102)

(1) 문제행동
태아기 간접흡연

영아기 간접흡연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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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현화
태아기 간접흡연

2.987

8.265**

1.881**

9.940**

(4.361)

(4.058)

(0.843)

(4.205)

3.481

7.699

1.823**

11.989**

(5.285)

(4.930)

(0.860)

(5.059)

태아기 및

7.334**

11.182***

2.182***

8.059**

영아기 간접흡연

(3.573)

(3.271)

(0.577)

(3.168)

-1.974

3.559

0.901

4.945

(4.346)

(3.994)

(0.989)

(4.429)

-0.671

1.652

1.392

5.235

(4.765)

(4.489)

(0.928)

(4.742)

1.359

7.903**

0.746

2.906

(3.528)

(3.264)

(0.624)

(3.020)

8.690*

10.234**

8.969*

11.023***

(4.436)

(4.130)

(4.839)

(4.104)

4.630

13.852***

9.316*

20.560***

(5.108)

(5.047)

(4.903)

(4.432)

태아기 및

6.235*

10.728***

8.556**

11.842***

영아기 간접흡연

(3.394)

(3.369)

(3.434)

(3.164)

1.217

6.342

11.538***

11.724**

(4.617)

(4.155)

(3.993)

(4.562)

4.244

5.543

9.074*

10.920*

(5.300)

(4.756)

(4.653)

(5.886)

태아기 및

7.542**

8.064**

11.228***

7.332**

영아기 간접흡연

(3.435)

(3.281)

(3.061)

(3.454)

540

547

519

515

영아기 간접흡연

(3)내재화
태아기 간접흡연

영아기 간접흡연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4)ADHD
태아기 간접흡연

영아기 간접흡연

(5)반항행동
태아기 간접흡연

영아기 간접흡연

관측치수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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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아기 주당 간접흡연 횟수 별 종합행동에 대한 효과
(1)

(2)

(3)

(4)

4세

5세

6세

7세

5.601

4.400

2.919

2.801

종속변수:종합행동
설명변수: 1주일에
간접흡연 횟수
1회
2-3회
4-5회
6-7회

관측치

(3.876)

(3.495)

(3.871)

(3.501)

5.664*

7.831***

8.652***

8.002***

(3.074)

(3.023)

(2.885)

(2.940)

5.716

11.010***

9.698***

5.847

(3.933)

(3.867)

(3.726)

(3.638)

8.330**

9.095**

8.818**

7.899*

(4.238)

(3.868)

(4.336)

(4.050)

720

724

675

683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3>은 영아기의 주당 간접흡연 횟수가 많을수록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산모의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는 간
접흡연 경험 여부만 조사를 한데 반해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주당 간접흡연 횟수를 조사하여 간접흡연의 정도를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유아행동평가척도의 종합행동의 백분위 점수에 대해서만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간접
흡연 횟수가 많을수록 많은 문제행동들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과 7차년도 조사에서 부모가 평가한 영역별 아동
의 행동발달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사회정서,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사회적 유능
감의 각 영역에서 여러 문항을 구성하고 부모에게 아동의 평소행동이 각 문항의 내용과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설문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부모의 동의정도를 나타내
는 점수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구성했다. 이 종속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모든 영역에서 부모에 의해 발달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든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태아기 혹은 영아기 중 한
기간에만 간접흡연이 있는 아동들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결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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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과 아동행동발달: 부모 평가
(1)

(2)

(3)

(4)

(5)

사회정서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사회적
유능감

태아기

-0.395

-0.097

-0.039

-0.271

-0.800

간접흡연

(0.398)

(0.520)

(0.230)

(0.322)

(1.324)

영아기

-0.153

0.068

0.055

-0.454

-1.010

간접흡연

(0.453)

(0.617)

(0.262)

(0.360)

(1.627)

태아기X

-0.629**

-0.730*

-0.382*

-0.596**

-3.526***

영아기

(0.309)

(0.412)

(0.198)

(0.281)

(1.268)

관측치

519

518

519

519

519

0.232

0.290

0.236

0.254

0.282

R-squared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
<표 5>는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이 다요인 지능검사의 백분위 점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태아기 혹은 영아기에만 간접흡연을 경험
한 경우의 수리력 점수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모든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 태아기 및 영아기에 간접흡연을 한 아동들의 인지능력 검사 시험의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어휘 적용
력 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백분위 점수가 약 7.0%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식
화 능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태아기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백분위 점수가
12.0% 포인트,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6.7% 포인트 낮아진
다. 공간지각력의 경우 태아기 간접흡연 경험은 백분위 점수를 7.3% 포인트, 태아기와
영아기의 간접흡연은 5.7%포인트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추리력 점수의 경우 태아기
간접흡연 경험은 백분위 점수를 9.9% 포인트,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은 10.63% 포인
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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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 경험과 다요인 지능검사 결과
(1)

(2)

(3)

(4)

(5)

(6)

어휘
적용력

언어
유추력

도식화
능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추리력

-2.16

0.313

-12.04***

0.590

-7.31

-9.89**

(4.38)

(3.89)

(4.27)

(4.01)

(4.58)

(4.21)

-4.21

-2.32

-4.45

1.82

-2.73

-10.63**

(4.77)

(4.93)

(4.35)

(4.76)

(5.21)

(5.40)

태아기X

-7.01*

-0.871

-6.68*

-3.39

-5.70*

-3.67

영아기

(3.73)

(3.29)

(3.61)

(3.74)

(3.53)

(3.51)

관측치

492

492

492

492

492

492

0.344

0.298

0.315

0.287

0.315

0.278

태아기
영아기

R-squared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Ⅳ. 결론
이 연구는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4-7세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
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태아기 또는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들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특히 주의집중이나
공격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부모에 의해
평가된 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역시 태아기와 영아기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발달행동이 많이 나
타났다. 인지능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요인 지능검사 결과를 이용했는데 대부
분의 요인에서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의 부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 여부는 아동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부모의 기타 특
성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요약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동의 태아기 및 영아
기의 간접흡연 경험은 어머니의 양육지식,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력 등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간접흡연 자체의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 중요함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출생 당시의 특성,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 당시의 경험,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
서 간접흡연 경험의 효과를 추정했고 추정결과는 아동의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
험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과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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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설명변수로 통제되지 않은 교란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추정결과를 간접흡연의 인과효과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통제된 것과 추정치의 크기들을 고려할 때 태아기 및 영아기
의 간접흡연 경험 자체가 아동들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시점의 간접흡연이 특히 아동들의 발달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고려해서 분석결과를
검토하면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에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태아기에만 혹은 영아기에만 간접흡
연이 있는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태아기에만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영아기만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
동들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영아기에만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동들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한 검정력의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들의 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간접흡연 경험 아동 대부분이 태아기와
영아기 모두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태아기의 간접흡연이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태아기와 영아기의 간접흡연 모두
아동들의 발달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조사결과에 근거할 때 60.3%의 산모가 간접흡연의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으나 산모가 흡연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7차년도 조사에서 집안 흡연자
들이 임신 중 흡연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약 34.9%의 가정에서 임신 기간 중에 흡
연을 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50.5%의 아동들이 첫 돌 이전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기간 중 가정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7%에 이르렀다. 산모와 영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로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위의 통계들에 근거할 때 여전히 가정과 가정외
부에서 산모와 영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아동들의 발달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산모의 간접흡연 및 영아의 간접흡
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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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 utero/infancy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of children
Taehoon Kim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in utero/infancy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development of children
using the Panel Survey on Korean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in utero/infancy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is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parents so that the effects are estimated controlling
a lot of independent variables about characteristics of parent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hildren who were exposed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in utero and during infancy have significantly low scores in cognitive and
non-cognitive tests.

• Key word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cognitive skill, non-cognitive skill, fetus, inf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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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태아기 및 영아기 간접흡연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태아기 및 영아기의 간접흡연 경험이 아동
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입니다. 인지능력은 4-7세
때 수행된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 검사 성적을 통해서, 간접흡연은 태아와 영아 때
의 간접흡연 여부와 노출 빈도 설문자료를 통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은 간접흡연에 대해 민감한 병리적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간접흡연 노출은
대부분 비자의적으로 집안 등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기 등 회피하는 방법
을 취하기 어려워 역학적 연구뿐 아니라 보건정책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내
영유아 대상의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본 연
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학술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서 향후 본 논문을 수정·보완하실 때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
길 바랍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간접흡연
이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역학과 병리학적 연
구를 통해 생물학적 메커니즘 규명과 더불어 dose-response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었
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료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재확
인하려는 연구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본 연구로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
워 보입니다. 저자께서 기존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변수 통제를 통해
bias를 줄이면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하시려 하셨으나, 반면에 기존연구에서 통제하
고 있던 변수들, 예를 들면, breastfeeding이나 모의 납과 같은 환경오염 노출 정도,
아동의 유아원 등원과 같은 교육경험 등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분석에 포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unobserved
variables로 인한 bias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드리지 못
해서 송구하지만 경제학 배경이시니 quasi-experimental design을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확인하는 연구를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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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본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에 활용된 간접흡연의 설문과 관련된 내용입니
다. 저자께서는 선행연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 태아기뿐 아니라 출생 후 1년 간의 영
아기의 간접흡연의 효과를 구분한 자료를 사용한 점이라고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
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경험은 어머니의 5~6년 전 회상에 의존한 응답이기 때문에 회
상으로 인한 recall bias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6차년도 간접흡연 문항에
대한 미싱이 표본수의 57%가 넘는 이유가 이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1차년도
때 표본추출을 신생아 출산을 하는 의료기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당시 혈액 샘
플을 확보해서 serum nicotine이나 salivary cotinine과 같은 biomarker자료를 얻
었다면 보다 엄밀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연구에서 중요
한 정보가 간접흡연이 이루어진 setting인데 이에 대한 문항이 있었다면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연구가 가능했을 텐데, 5~6년전의 회상이라 이 또한 무리였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향후 보완·수정하시겠지만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와 고찰에서 인과관계의 메
커니즘에 대한 논의, 변수들에 대한 설명, 연구의 제한점과 정책적 함의 등이 보완된다
면 독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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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1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아
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
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PSKC)의 4차(2011년)에서 10차년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
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가족 트라우마,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Ⅰ. 서론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필수화되고 모든 상
황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편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
관없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기의 조작이 편리해지면서 청소년
과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
국정보화진흥원(2019)에서 실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

∼9세 아동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17.4%가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성인보다 높은 수치이며, 2015년과 비교해 만 3∼9세
15)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sjhy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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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8.3%가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2019)에서 조사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
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 현상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은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력이 부족
하여 중독에 따른 위험이 더욱 크며(김병년, 최홍일, 2013), 수면부족, 건강악화,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력저하 등과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
애를 초래하게 된다(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박정아, 정지나, 2015; 정송화, 이
경은, 김미정, 2019).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 ‘디지털 네이티
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Prensky, 2001),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아
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디
어기기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기로, 아직 또래관계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머니가 가진 개인적인 특성들이 아동
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들과의 생활 속 사
건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가족체계 내에
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트라우마로 작용하
게 된다(Lavee, McCubbin, & Olson, 1987).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불안, 우울, 분
노, 공포, 무기력 등으로 반응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Kramer,
Lindy, & Grace, 1994). 또한 무의식적으로 세대 간에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 자녀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llermann & Hudgins, 2000). Butt와
Phillips(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ingel과 Krcmar(2013)는 부모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이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트라우마 경험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행동적 특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Beck(1979)은 역기능적
인 인지도식이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트라우마 경험
은 인지적 오류나 부정적인 내용의 인지적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부적응
적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애, 1997). 김진이(2009)는 유아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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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머니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험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anyard와 Williams, Siegel(2003)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트라우마가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송하나,
2017),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과 관련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에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권미영, 정윤주, 2018;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김정은, 변
유정, 2017). 이는 어머니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는 어머니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증상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Marshall과 Miles, Stewart(2010)의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경험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
은 정서적인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김표민(2016)은 종
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부정적인 인지적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한 Appleyard와 Osofsky(2003)는 어머니의 트라우마 경험이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Ning과 Downing(2010)은 이전의 인지적 왜곡이 이후의 정
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은 가족 트라우마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는 다시 아동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나타
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어
머니의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변
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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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
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10차년도(2017년)까지 자
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유아기에 해당하는 4차년도(2011년)
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10차년도(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1,214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1년)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성별
자녀
특성

출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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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권

161(13.3)

경인권

366(30.1)

대전/충청/강원권

185(15.2)

대구/경북권

160(13.2)

부산/울산/경남권

206(17.0)

광주/전라권

136(11.2)

남아

624(51.4)

여아

590(48.6)

첫째

669(55.1)

둘째

487(40.1)

셋째 이상

58(4.4)

연령
어머니
특성

24세 이하

12(1.0)

25세-29세

163(13.4)

30-34세

736(61.6)

35세 이상

303(24.0)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5(30.1)

전문대 졸업

347(28.5)

대학교 졸업

450(37.1)

대학원 졸업

52(4.3)

학력

전체

1,214(100)

2. 측정도구
가.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를 측정하기 위해 4차년도 자료 중
MuCubbin과 Patterson, Wilson(1982)이 개발한 가족생활사건 변화 척도를 이재림과
옥선화(2001), 최연실(1996)이 수정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구성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가족생활사건 척도의 하위요인은 규범적 생활사건과 비규범적 생활사건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지난 1년
간 대상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 별로 경험함에 응답하는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트라우마 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4차, 5차, 6차년도 자료 중 Kessler와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 Zaslavsky(2002)가 개발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4차 .910, 5차 .921, 6차 .915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5차, 6차, 8차년도 자료 중 조복희와 이진
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육 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 양육과 온정적 양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만을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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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5차 .761, 6차 .750, 8차 .769로 나타났다.

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10차년도 자료 중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
서 개발하고 인터넷 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디어
기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은 3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김동일과 이은아, 정여
주, 김동민, 조영미(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83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를 확인하
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변인에 대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모형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와 한 변인에
서의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
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²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TLI와 CFI, RMSEA를 함께 살펴
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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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
인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측정 시점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잠재변인
가족 트라우마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관측변인

M

SD

규범

3.242

2.271

비규범

.713

.968

우울 4차

11.552

3.934

우울 5차

12.416

4.991

우울 6차

13.087

5.812

통제 5차

20.130

3.301

통제 6차

21.211

3.302

통제 8차

21.921

3.671

일상생활장애

11.073

3.416

금단

7.407

2.374

내성

6.343

2.434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평균값은 4차를 중심으로 규범 3.242, 비규범 .713
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 평균값은 4차 11.552, 5차 12.416, 6차 13.08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값은 5차 20.130, 6차 21.211, 8차 21.921
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은 10차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중독 11.073, 금
단 7.407, 내성 6.34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통계적 모델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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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1

2

3

4

5

1

1

2

.454*

3

.444

*

.406

1

4

.476

*

.441*

.743*

.504

*

*

*

.784*

.311

*

*

*

.347

*

8

.409

*

.368

.372

.448

9

.398

*

.371*

.438*

.431

*

*

*

.441

*

5
6
7

10
11

6

7

8

9

10

11

1
*

.471

.687

*

.279

.301

*

*

.314

.346

*

*

.426

.448

*

*

.448

.457

1
1
*

1

*

.725*

*

.486

*

.630

.708*

1

.487*

.558*

.288*

.373*

.437*

*

*

*

*

*

.748*

*

*

.299

*

.376

*

.508

*

.532

.283
.391

.563

*

.595

.314

*

.282

1

.388

*

.374

1

.466
.455

.720

1
.767*

1

1. 규범
2. 비규범
3. 우울 4차
4. 우울 5차
5. 우울 6차
6. 통제 5차
7. 통제 6차
8. 통제 8차
9. 일상생활장애
10. 금단
11. 내성
*

p < .0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우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 변화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
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2>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
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시점에서 평균
변화를 검토한 후, 각 요인에 대한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우울
통제
*

df

p

TLI

CFI

RMSEA

평균
초기치

변화율
*

무변화

467.734

4

.000

.842

.790

.309

12.168

선형변화

1.438

1

.230

.997

.999

.019

11.565*

무변화

431.669

4

.000

.823

.765

.297

21.097

선형변화

9.540

1

.002

.986

.995

.084

20.18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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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초기치

변화율

*

.123
.774*

*

.112*

.060*

*

.088
.909*

.093*

.043*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에서 모두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초
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변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모
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MIN= 53.470(df=35), TLI=.996, CFI=.998,
RMSEA=.021(HI=.032, LO=.00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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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트라우마
트라우마

→

우울 초기치

→

우울 변화량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

.255

.682

*

.124

.495

*

3.904
1.308

트라우마

→

통제 초기치

1.735

.276

.382

트라우마

→

통제 변화량

.238

*

.103

.175

1.548

.326

.345

*

.041

.110

*

.036

.188

*

트라우마
우울 초기치
우울 초기치

→

미디어기기 중독

→
→

통제 초기치
미디어기기 중독

*

.087
.147

우울 변화량

→

통제 변화량

.237

.044

.463

우울 변화량

→

미디어기기 중독

.345*

.098

.203

미디어기기 중독

*

.038

.150

*

.269

.177

통제 초기치
통제 변화량
*

비표준화 계수

→
→

미디어기기 중독

.148
.587

p < .05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가족 트라
우마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는 경향을 보
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종단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Rindskopf(1984)가 제시한 Phantom 변수를 활용하여 경로를 [그림 3]과 같이 설정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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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antom 변수 설정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 어머니 우울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574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 어머니 우울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452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035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1.019

.*

*

*

.*

그 결과,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는 어머니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아
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 초기치와 변화율 또한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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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결과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과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을 선
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양상
을 살펴본 후,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높은 가족 트라우마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
니 우울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기 미디어기
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유래 등(2019)의 연구에서 트라우마가 높을수
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현은자 등(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은 어머니의 마음 속 상처로 자리 잡
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신체적·심리적·행동적·사회적 측면에
서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나동석 외, 2015). 즉, 가족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
해 자신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므로 가족들이
위험해진 것이라는 인지적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단기적으로 우울
을 높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우울 수준의 증가속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하게 되고, 아
동은 충족되지 못한 요구를 채우기 위해 미디어기기에 의존하게 되고 나아가 중독으로 이
어지게 된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즉, 초기값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
동이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높은 가족 트라우마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
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과 Hien, Batchelder(2008)이 어머니의 트라우마 경험이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백지은(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
수록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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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경험은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Herman, 2007). 즉, 자녀들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나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런 건 하면 안돼.”, “그런 행동 하지마.”와 같이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규칙을 적용한 어머
니의 양육행동은 오히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나 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Vandewater, Park, Huangm & Wartella, 2005). 아동은 어머니의 과잉통제에서 오
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통제가 적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기기에 중독되게 된다.
이러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
디어기기 중독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우울 수준을 감소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 트라우마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 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지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심각성은 어떠할지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트라우마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 방안을 세
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 사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인지적 왜곡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부정적인 인
지상태에서 오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Ellis(1995)가 제안한 합리
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를 활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
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하더
라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족 트
라우마가 아동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트라우마 경험이 자
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아동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의 중독을 감소시키
기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
여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트라우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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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기능적인 인지 상태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유정, 2015; Dalgeish, 2004),
부정적인 인지가 정서적·행동적인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
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적인 측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통해 부정적 인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경험한다는 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의
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한
시점(10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청소년
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봄으로써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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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family
trauma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unghye S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controlled parenting in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mother's family trauma to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family trauma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ere used. The data of this study are Pan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s
4th, 5th, 6th, 8th, and 10th longitudinal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change rate in mother's depression had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mother's family trauma to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Second,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change rate mother's controlled
parenting had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mother's family trauma to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a family support program
and related research to reduce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by examin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other's family trauma experience on early children.
• Key words: Family trauma, Depression, Controlled parenting,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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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아기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와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경험이 우울감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종단매개모델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여러 변인 중에서 비교적 연구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규범적
및 비규범적 생활사건의 영향력을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양육 및 자녀의 미디어 중독
측면에서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한 연구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된다면

더 발전된

논문이 될 것이다 첫째,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연구자
는 이사, 가족의 이직과 같은 규범적인 사건과 가족의 사망 및 가족폭력과 같은 비규
범적인 사건을 모두 포함하여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트라우마는 예측 불가
능하고 따라서 미리 예방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건임을 고려해볼 때, 용어 사용이 적
합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런 사건들이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트라우
마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는 미디어기기 중독이란 용어 대
신 과몰입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측정 시기를 보면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는 4차,
우울감은 4, 5, 6차, 통제적 양육은 5, 6, 8차, 미디어 중독은 10차로 되어 있어, 우
울감과 통제적 양육의 시기가 불일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셋째,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에 Phantom변인을 활용하여 분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이 추가되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가족의 규범벅 및 비규범적 사건의
영향을 조절하는 아동의 성별, 가족 및 사회적지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중
재변인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으로 작용
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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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군집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
제희선16) 오희정17) 박선영18)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일과 활동 시간에 따른 주관적인 시간 사용 만족도를 군집
화하여, 각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의 8차, 9차, 10차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138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은 ‘저만족 집단’, ‘고만족 집단’,
그리고 ‘부분만족 집단’의 세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아동의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고만족 집단’이
‘저만족 집단’과 ‘부분만족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 중 학습과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시간사용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Ⅰ. 서론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행복 연구들은 단순히 정서적
상태가 아닌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정의하고, 삶의 다각적인 측면에
서 균형을 이루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삶
의 객관적인 조건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모두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
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행복은 인간 삶의 총체적인 측면을 반영하여야 규
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으
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삶의 질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시간 빈곤 및 시간 사용 유형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16)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plus 연구원 (제1저자)
17)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18)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plus 연구원 (교신저자: syp062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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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간빈곤은 삶의 취약한 환경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므로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김미영, 박미려, 2017; 김현숙, 2016). 인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차원
에서 역시 인간은 자신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발달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김환희, 장문영, 2011)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충실감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미래의 발전과도 연계된다(강인자, 김혜
연, 2005).
생활시간이란 사람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를 소비하는 방식은 사람과
지역, 문화 등 인간이 가진 신념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사회의 질
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강인자, 김헤연, 2005). 시간 사용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계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으므로(Larson, 2001),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의
삶의 양상과 더불어 삶의 질 또한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동기에 도달하면 생리적 필수시
간 이외에 여가 및 휴가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사용의 다양성이 증가하며 이는 아동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김문정, 이예진, 도남희, 2018; 최은영, 김기태, 2016).
아동의 행복과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의 경우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행복하며
(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김정은(2019)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자기돌봄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정수정
(2018)은 아동의 생활시간을 유형화하여 발달의 결과를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측
면에서 아동의 시간 사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생활시간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도남희, 2014; 정익중
외, 2016).
한편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실증적
인 시간 사용의 비율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에 대한 만족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사용에 만족하는 경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자율감을 반영하므로
웰빙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김문정, 이예진, 도남희, 2018). 즉, 시간 사용의 질적 요소
로서 만족도는 개인이 지낸 시간의 질과 양상을 모두 반영하므로, 시간 사용의 실증적인
측면을 넘어 인식적 차원을 중심으로 시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
적 선행연구들은 시간 사용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시간 사용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삶의 만
족도는 특히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나가느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행복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시간 사용의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수치
적 차원보다는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 경향성의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시간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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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만족(조희금, 2000), 한부모가족의 부모의 생활시간의 경향성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
(조영희, 2004),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시간 유형화(박은정, 이성림, 2013)
등 아동이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양육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관점에
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율성과
주체적 선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를 중심
으로 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사용 경향성과 만족도는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사회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영과 김기태(2016)는 국내·외 아동의 시간 부족
감 및 피로도, 경향성에 대해 밝혀 한국 사회의 학습에 대한 부담이 아동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에 따라 아동의 학습 및 미디어 시간량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돌봄 및 놀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으며(김은영,
2016;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어머니의 학력은 소득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윤자영, 2010).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돌봄시간에 차
이가 있었으며, 가족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시간 사용 유형이 다를 수 있음
이 보고되었다(김문정, 이예진, 도남희, 2018). 김미영과 박미려(2017) 역시 맞벌이 가정
을 중심으로 시간빈곤과 삶의 질을 살펴본 바 있으며, 김현숙(2016)은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과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
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함을 밝혔
다. 특히 학령초기 아동에 미치는 주양육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어
머니의 취업 여부 및 소득이 아동의 시간 사용과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인 시간 사용 만족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안녕
감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행복감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자존감은 특히 인간이 사회에서 잘 기능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Baumgardner & Crothers,
2010), 축적된 연구 속에서 행복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 성취되어야 할 필수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제안되고 있다(Mruk, 2013). 또한 시간 사용 만족도에 따라 아동의 시간 사용
경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시간 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는 실증적인 시간 사용의 실
태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시간 사용 만족도 군집에 따라 시간 사용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망의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을 둘러싼 직접적이며 미시적인 체계로서 가족의 구조 및 소득을 살
펴보고, 이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자원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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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령기 아동의 일과 시간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학령기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군집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군집에 따라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시간 사용 군집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 아동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일과시간사용 경향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8차, 9차, 10차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족도 및 가정환경의 변인, 아동의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10차 년도 자료를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8차, 9차, 10
차 년도의 일과 시간 사용 경향성의 결측값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여 활용하였
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정보(N=1389)
변인

706(50.6)

여아

689(49.4)

서울권

160(11.5)

경인권

438(31.4)

대전/충청/강원권

204(14.6)

대구/경북권

160(11.5)

부산/울산/경남권

255(18.3)

광주/전라권

178(12.8)

성별

거주지

빈도(%)
남아

2. 연구도구
가. 아동의 일과 활동 시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과 활동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적인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호자는 주중 및 주말에 대하여 아동의 일
상적인 하루를 30분당 0.5단위로 환산하여 응답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활용내용을
중심으로 일과를 구분하였는데 수면시간 및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
활시간을 생활 필수 행동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및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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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숙제 및 학습지 등 혼자 공부하거나 인터넷 수업 등의 통신 교육을 하는 시간을 학
습시간으로, 책 읽는 시간 및 TV나 컴퓨터 사용시간, 즐거움을 위한 취미 생활 및 스포
츠, 레저활동, 사교활동, 애완동물 돌보는 활동, 종교 활동을 여가 및 교제 시간으로 구분
하였다. 한편 10차 년도 일과 사용시간 조사 시에는 가정관리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음식 준비 및 의류관리, 청소 등의 가사일을 돕는 시간에 대한 것이나 이는 8차와 9차 자
료에는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8차 및 9차 자료와 연관하여 시간 사용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타 시간으로 함께 구분하였다.
나.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The Children's Society
의 「The Good Childhood Report(2008)」 중 ‘Satisfaction with time spent on
various things' 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총 8개의 문
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3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
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활용한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간 사용 만족도 척도
문항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취미, 운동 등) 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친구들과 함꼐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여가활동 시간(취미, 운동 등)은 충분하니?
숙제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충분하니?

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5게 문항으로 축소하여 조사한 MCS(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한국아동패널진이 응답의 문항 이해도를 높기기 위
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도구이다. 총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뜻한다.
라.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한 도구는 MCS(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에서 활용한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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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여
척도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정 그림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분석방법
아동의 시간 사용 경향성 및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 및 카
이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아동의 일과 시간 사용의 경향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여 8차, 9차, 10차 자료의 일과 사용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후 10차 년도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의 군집이 어
떻게 유형화되는지 알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개체나 사려들의 유
사성을 중심으로 사례를 유사한 집단으로 나누는 것으로 군집 내의 동질성을 최대화하고
군집 외에서는 이질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이다(김석우, 2016).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기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사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의 제곱 유
클라디안 거리 방법 및 집단 간 연결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덴드로그램을 고려하여 대략
적인 집단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 최종 집단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만족도 집단에 따라 아동의 일과 시간 경향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군집에 따라 가정환경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고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일과 사용 시간 경향성
일과 사용 시간의 변화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주중
필수시간은 및 주중 여가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중 학습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학령기 아동의 학년이 증가할 때마다 점점 학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말 학습시간 또한 8차에서 10차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말 여가시간은 그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말 기타시간은 10차 시기에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말
10차 시기에 가정관리시간을 따로 측정하는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아동이 학년이 증가할
때마다 가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일과를 책임지도록 지도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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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과 사용 시간의 변화(N=1389)
차수

변인
주중기타

주말필수

주말학습

주말여가

주말기타

10.93(.79)

8.07(1.31) 4.73(1.37)

.25(.53)

11.32(1.01)

1.01(1.35)

11.19(1.87)

.45(.79)

9차

10.75(.77)

8.44(1.27) 4.55(1.27)

.24(.50)

11.30(1.03)

1.30(1.51)

10.93(1.99)

.45(.74)

10차

10.72(0.89)

8.73(1.33) 3.42(1.34)

.77(.77)

11.42(1.13)

1.71(1.63)

6.94(2.17)

2.10(1.48)

8차

주중필수

주중학습

주중여가

※ 0.5=30분, 1=1시간

2.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 및 시간 사용 경향성
가.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활용하는 도구이므로 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 문항의 3점 원점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 결과 3개의 군집으로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총
432명으로 전체적으로 시간 사용 만족도가 낮은 저만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총 569명으로 전체적으로 시간 사용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고만족 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한편 군집 3은 총 388명으로 전체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부족을 느끼므로 부분적으로 만족을 느낀다는 점에서 부분만족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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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 유형에 따른 시간 만족도(N=1389)
차수

N

군집1

변인
가족대화

가족식사

가족여가

친구시간

휴식

여가

숙제시간

가족돕기

432

2.01

2.14

2.05

1.75

1.99

1.98

2.15

1.87

군집2

569

2.59

2.75

2.38

2.78

2.72

2.72

2.60

2.44

군집3

388

1.82

2.04

1.29

2.74

2.30

2.06

2.15

1.75

  =338.84***, df=4

나.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다른 시간 사용 경향성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군집인 저만족 집단, 고만족 집단, 부분만족 집단에 따른 시
간 사용 경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주중 학습시간의 경우 고만족 집단이
제일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저만족 집단이 가장 높았다. 주중 여가시간은 고만족 집
단이 가장 높고 저만족 집단이 가장 낮았다. 주말 학습시간은 부분만족 집단이 가장 높고
고만족 집단이 가장 높았다. 주말 여가시간은 부분만족 집단이 가장 높고 저만족 집단이
가장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고만족 집단의 경우 학습시간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
며 저만족 집단은 여가시간이 낮은 공통점을 가졌다. 한편 부분만족 집단의 경우 특히 주
말에 학습과 여가시간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5> 시간 만족도에 따른 시간 사용 경향성
차수

시간 사용 평균(표준편차)
주중필수

주중학습

주중여가

주중기타

주말필수

주말학습

주말여가

주말기타

군집1
(저만족)

10.76
(.87)

8.79
(1.28)

3.28
(1.23)

1.15
(0.82)

11.50
(1.12)

1.68
(1.66)

6.81
(2.19)

2.20
(1.56)

군집2
(고만족)

10.76
(.88)

8.65
(1.30)

3.49
(1.31)

0.82
(0.76)

11.44
(1.13)

1.66
(1.48)

6.89
(2.13)

2.07
(1.44)

군집3
(부분만족)

10.72
(.89)

8.74
(1.33)

3.42
(1.35)

1.10
(0.77)

11.42
(1.13)

1.71
(1.63)

6.94
(2.17)

2.0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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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및 안녕감
가.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배경의 차이
<표 6> 군집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배경의 차이
저만족

고만족

부분만족

빈도(%)

빈도(%)

빈도(%)

계
빈도(%)

취업

206(28.7)

275(38.4)

235(32.8)

716(100.0)

미취업

217(34.0)

276(43.2)

145(22.7)

638(100.0)

유

277(31.7)

336(38.4)

260(29.7)

873(100.0)

무

152(30.0)

228(45.1)

125(24.7)

505(100.0)

200이하

11(19.3)

25(43.9)

21(36.8)

57(100.0)

201~400이하

130(29.3)

173(39.1)

140(31.6)

443(100.0)

401~600이하

166(33.1)

210(41.8)

126(25.1)

502(100.0)

601이상

74(29.6)

112(44.8)

64(25.6)

250(100.0)

구분
모취업유무
부채여부

소득


17.16***
6.63*

10.74

아동의 시간 사용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의 배경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취
업 여부 및 부채 여부,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사례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저만족과 고만족 집단의 경우 비율
이 상반되는 결과로 나왔으나 특히 부분만족 집단의 경우 가정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
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집단인데 취업모 어머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만족 집단에는 가정에 부채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분만
족 집단의 경우 부채가 존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만족도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
1)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표 7> 군집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군집

변인
N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저만족

432

16.68

2.38

고만족

569

18.26

1.60

부분만족

388

16.84

2.21

전체

1389

17.37

2.17

F

Scheffe

90.23***

2>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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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시간 사용 만
족의 군집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90.23, p<.001), 고만족 집단
(M=18.26, SD=1.60), 부분만족 집단(M=16.84, SD=2.21), 저만족 집단(M=16.68,

SD=2.38)의 순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만족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저만족과 부분만족 집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표 8> 군집 유형에 따른 행복감
군집

변인
N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저만족

432

19.08

2.69

고만족

569

21.00

2.41

부분만족

388

19.18

2.65

전체

1389

19.90

2.72

F

Scheffe

89.33***

2>1,3

***p<.001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시간 사용 만족의
군집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9.33, p<.001), 고만족 집단(M=21.00,

SD=2.41), 부분만족 집단(M=19.18, SD=2.65), 저만족 집단(M=19.08, SD=2.69)의 순
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만족 집단의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저만족과 부분만족 집단의 경우에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아동이 느끼는 시간 사용 만족도에 따른 일과 시간 유형을 살펴보
고, 이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사용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이와 관련된 가정환경의 배경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
한 목적에 따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일과 사용 시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학습시간은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아동을 대상으
로 하여 시간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급별로 아동의 시간 변
화 양상에 대해 연구한 최은영과 김기태(201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주중
의 일과는 아동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여가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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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차지했으나 주말에는 학습보다는 여가시간이 훨씬 높게 나타나 학령초기 아
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에서 측정한 여가
시간에는 미디어 사용시간 및 실내, 실외 놀이, 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가시간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한편 10차 시기에는 가정관리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타
시간으로 통일하여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주중보다 주말에 기타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시간보다 여가
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과다한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의 부족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
인이며(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김수진, 2016), 자기 학습시간으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최은영, 김기태,
2016) 절대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아동이 느끼는 시간에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10차 시기 아동이 느끼는 개인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인 저만족 집단은 전체적인 시간 사용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으로,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 및 여가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이었다. 두 번째 유형인 고만족 집단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전반적인 시간 사용에 있어 만족감을 느끼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반면 세 번째 유형인 부분만족 집단은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친구와 보내는 시간 및 휴식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느끼는 집단이었다. 다른 집단보다 고만족 집단에 속하는 유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
이긴 하였으나, 저만족 집단 및 부분만족 집단에 속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으로, 유아가
느끼는 시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규명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학령초기 유아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로, 친구와 보
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만족도를 느낄지라도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은 부
모와의 적절한 유대감과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관련하여 청소년의 시간 사용
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지내는 시간과 삶의 만족도에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었
다(엄경주, 윤채영, 2017). 특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시간 빈곤
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양육자의 심리사회적 변인을 매개하여 아동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못하는 아동 집단 및
가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또한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라서 시간 사용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중 생활 필수 시간의 경우에는 각 군집에 속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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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말 여가 및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부분 만
족 집단이 높았고, 주말 학습시간의 경우 고만족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주말 여가시간의
경우 저만족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 및 학습시간의 균형이 아동
의 시간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주말 학습 및 여가시
간의 표준편차는 주중보다 크게 나타나 등교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보내는 시간 유형이
가정환경이나 제반 배경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배경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
의 취업 유무는 저만족 및 고만족 집단의 경우에 모두 미취업 어머니의 비율이 높아 일관
적이지 않았으나, 부분만족의 경우에는 취업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로 인해 아동이 가족과 지내는 여가시간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나 비율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의 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어
머니와 아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 및 상호작용 양상을 고려한 부가적인 연구가 요
구되었다.
또한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가정의 부채 여부 및 소득수준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소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채 여부가 따라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만족 집단의 경우 부채가 없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분 만
족의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의 맥락에 따라 아동의 시
간 사용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득이나 가족의 유형 등이 시간 사용의
구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언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현숙,
2016; 진미정, 2008). 가정환경 배경에 따라 시간 사용의 경향성이 달라지며, 이것이 아
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환경의 배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자원
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집단 별 차이만을 분석하였으며, 저만족과 고만
족 집단 사이에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과 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규명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자존감과 행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모두 고만족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높았으
며 저만족 집단과 부분만족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 사용 만
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에 행복감과 자존감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 사용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지지하
였다(김정은, 2019; 김환희, 장문영, 2011).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만족도가 높은 집단
은 여가활동이 높고 학습 활동이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학습과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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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생활시간의 종단적 변화
를 살펴보았다. 이후 차이의 유의미한 변화량을 살펴보거나 이러한 변화량이 아동의 발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차이값만을 중심으로 만족도에 따른 행복감과 자존감의 경향성을 살펴보았
다. 이후 행복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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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Group of Satisfaction in Time Use
Je hui-seon Park seon-young Oh hee-jeong

This study explored the satisfaction in time use of children according to
cluster analysis and examined group differences in the well-being of children.
The data for this study was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PSKC) covering
first year to the third year of elementary school. A total of 1389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main results of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at three types
of time use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low satisfaction group, high
satisfaction group, and partial satisfaction group.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type of
satisfaction in time use, both self-esteem and happines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The posteriori tests showed self-esteem and happiness of ‘high
satisfac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low satisfaction group’ and
‘partial satisfaction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a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by emphasizing the need to properly control learning and leisure
time.

• Keyword: Time Use Satisfaction, Self-Esteem,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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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아동의 시간사용만족도 군집에 따른 안녕감 차이
차승은(수원대학교 교수)

시간일지는 하루 24시간의 생활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사판 레포트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연구대상별로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이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
을 동일선상에서 그 일상의 활동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시간일지를 코딩
할 때에도 성인과 동일한 활동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동의 시간일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면들이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시간을 기록한 이 아동패널의 시간
일지나, 시간에 관한 조사자료 특이성 면에서 매우 귀하다.
이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아동의 시간사용의 특성을 보여주는 군집과 군집별 안녕

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이 연구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이후 연구논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시간부족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하루 중 해당 활동에 쓴 시간에 만족하는지, 그 활동을 하는 동
안 행복했는지 등을 보통 묻는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 성격을 본다면, 문항들이 “충분
한가?”를 물었기 때문에 시간부족정서에 가까워보인다. 용어에서 통일을 주면 좋겠다.
둘째, 시간사용만족도와 안녕감은 둘 다 심리적인 변수인데, 그 둘의 관련성을 본 것
은 자칫 동일한 심리적 정서를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의 관련성을 보면서 시간
일지에 있는 시간활용도는 단지 활동시간 평균을 내는데 활용하고 그친 점은 매우 안타
까운 지점이다. 보통 생활시간연구에서는 활용한 활동시간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그
시간활용유형을 군집으로 해서 안녕감을 본다. 그렇게 다시 분석할 여지는 없는지?
셋째, 시간사용만족도는 3점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k-means 군
집분석을 한 점은 약간 이해할 수 없다. 집단으로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군집을
만드는 LCA 같은 분석이 집단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판단된다. 더
근본적으로 군집분석을 하는데 활용하는 문항에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일” 문항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문항을 꼭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설문
지에 있는 문항을 다 사용하기보다,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썼
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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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제 도출된 군집을 보면 3개 집단인데, 고만족, 중만족, 저만족집단의 세 개
집단으로 꾸려졌다. 군집의 성격이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그냥 척도의 총점을 활
용해서 점수분포로 집단을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른지?
다섯째, 시간부족이나 시간활용, 생활시간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이 부족하
고, 성인과 다르게 아동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의 결과물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안녕감이나 정체감 역시, 성인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생활시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시간활용과 안녕감의 관련성은 아직 모호하다. 시간부족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지도 않고(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게 나타나는 것만도 아니다(시간이 너
무 많은 것도 때로는 불행하거나 우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시간이 부족하
다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동의 발달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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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전선영19)
요 약
본 연구는 상호의존모형을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고,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공
동양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의 7차∼8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아동
1,174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
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과 상대방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갈등적 공동양육과 상대방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부
모역할 체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부부갈등,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자기-상대방효과, 한국아동패널

Ⅰ.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자녀 양육에 서
도 어머니의 책임과 의무가 많았던 전통적 양육형태에서 벗어나 아버지 양육참여의 사
회적 관심과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체계에
서도 부모의 공동양육이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전통적
인 부-자녀, 모-자녀와 같은 2자 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와 같이 3자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변화하
는 환경에 반응함에 따라 항상성을 갖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가족은 체계 안에서 사회
적인 유기체로 상호작용하며 가족 내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성을
보인다. 부부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면서 공동양육 관계에 놓인다. 가족이 되는

19)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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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부모의 공동양육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
다(Cowan & Cowan, 2002; Schoppe-Sullivan, Mangelsdorf, Frosch, &
McHale, 2004; McHale & Sullivan, 2008).
공동양육은 가족 구조 안에서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의 규율을 공유하
는 것이다(Minuchin, 1974). 즉,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로서 역할을
얼마나 공유하고,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참여, 사고, 그리고 정서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파트너로서
서로의 양육행동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Belsky, Crnic, & Gable,
1995).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타난다. 가족 내에
서 일어나는 부-모-자녀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양육
의 차이를 완화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공동양육이나 자녀가 가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McHale, 1995). 그러므로 공동양육은 자녀가
가족에 대한 지각을 촉진하거나 훼손하려는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가족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행동, 자녀에게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전달하거
나 배우자를 약화시키는 등의 드러나지 않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자녀가 있을 때의
부부간 갈등, 공동양육에서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훈육의 조치 등이 포함된다(Mchale,
1997). 부모가 배우자가 함께 있거나 없을 때 서로에게 긍정의 뜻을 표하며 이야기하
는 것은 자녀가 가족에 대해 일관되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녀가 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데 불안정해
질 수 있다(Murphy, Jacobvitz, & Hazen, 2016).
부모의 공동양육에 관한 연구는 결혼생활의 질(조규영, 김신경, 전효정, 2019; 김재
원, 남은영, 2018, 장미연, 최미경, 2015), 부모의 양육행동(금주희, 양연숙, 2017; 임
지영, 이윤정, 배윤진, 2015), 자녀의 결과(김종훈, 이효림, 이희연, 2018; 한지현,
2018, 배영자, 양연숙, 2017)와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도 부모의 공동양육은 양육특
성(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인(사
회적 유능성, 의도적 통제, 정서조절 능력 등)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부모의 부부관계
에서의 공동양육은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양육이 애정적이고 협동적으로 잘 이루어
지지만

부부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부정적인

공동양육을

보인다(이경선,

2017;

Margolin, Gordis, & John, 2001).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의 도움과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의견 차이를 보일 때, 부부
간에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부 갈등은 자녀의 적응과 공동양육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cConnell & Kerig, 2002;). 이렇듯 부모의 공동양육은
어머니-아버지-자녀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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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지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
의 역동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질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고 부부관계의 질을 통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별적인 양육을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의존성을 탐색하는 것은
보다 긍정적인 양육 관계를 증진하는 데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Murphy,
Jacobvitz, & Haze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모형을 사용하여 어머니
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변화가 나타
난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교환과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많은 연구에서 아동
의 문제행동은 부모와의 관계, 즉 양육으로부터 예측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
로 다른 영향을 주며 부모가 보이는 양육의 형태는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높은 경쟁적이고 비협조적인 부정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증상을 예측한다
(Schopp-Sullivan, Mangelsdorf, & Frosch, 2001).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만 2세
때 부정적인 공동양육을 보였을 경우 아동이 만 7세가 되었을 때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장애, 저항행동장애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Umemura, Christopher,
Mann, Jacobvitz, & Hazen, 2015). 반면 협동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양육을 보였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녀발달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bidin & Brunner, 1995).
한편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
났다(이민식, 오경자, 2000; 이승희, 김광웅, 2004;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외,
2012).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주의집중과 공격성
행동이 증가한다(박미진, 강지현, 2012; 배영자, 양연숙, 2017). 무엇보다 아동을 부모
의 갈등적 상황에 많이 노출시킬수록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Grych
& Fincham, 2001; Jouriles, Norwood, McDonald, Vincent, & Mahoney, 1996).
이와 같이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 부모
의 부정적 공동양육은 높은 부부갈등과 관계가 있었고 아동의 반항행동, 충동성, 사회
적 부적응 등의 외현화 징후를 예측하였다. 반면, 긍정적 공동양육은 부부 간의 조화와
관련이 있었으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육,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어
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배영자, 양연숙, 2017),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미연, 최미경, 2015)만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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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양육의 인과적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이
아동 결과를 강력하게 예측하므로(Schoppe, Mangelsdorf, &. Frosch, 2001) 어머
니와 아버지의 개인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부모와 아동은 아동이 영
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부모는 부모로서
의 역할이 달라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필요하게 된다(한지현, 2018). 아동
은 또래관계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적 요구가 더 많아져 아동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이후 초등학교 생활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Eichelsheim, Buist,
Deković et al, 2011).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 시기는
가족이 겪는 하나의 사건이자 중요한 변화가 있는 시기이므로 유아기와 아동기의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어머니와 아버
지의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육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
육은 아동의 외현화문제행동과 어떤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와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2,1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년도(2014년)와 8차년도(2015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설문의 각 변인에 응답하고,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
1,174명과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부갈등은 7차년도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위하여 8차
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응답 자료가 분석되었
으며 최종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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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N=1,174)

n(%)

구분

연령

교육
수준

어머니

아버지

30대 미만

12 (1.0)

3 (0..2)

30대

828 (70.5)

514 (43.8)

n(%)

구분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41 (12.0)

300-400만원 미만

288 (24.5)

400-500만원 미만

258 (22.0)

40대

330 (28.1)

631 (53.7)

50대 이상

4 (0.3)

25 (2.0)

500-600만원 미만

241 (20.5)

무응답

0

1 (0.1)

600만원 이상

246 (21.0)

고등학교 졸

344 (29.3)

318 (27.1)

남아

594 (50.6)

전문대졸

346 (29.5)

260 (22.1)

여아

580 (49.4)

대졸

431 (36.7)

484 (41.2)

대학원이상

53 (4.5)

112 (9.5)0

아동
성별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중 부부갈등은 자녀가 만 5세 때(7차, 2014년),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녀가 만 6세 때(8차,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
다. 선행연구(금주희, 양연숙, 2017)에서 사회경제학적 변인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이 부부관계와 양육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아동의
성별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arkman 등의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가 갈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부부간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문항
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도록 문항이 제작되었으나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
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아내)는
내 상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
갈등의 Cronbach's α는 어머니 .92, 아버지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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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양육
부모의 공동양육은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에 실사에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공동양육척도
는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되어있으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에 대
한 질문과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동과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의 4개 하위영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족통합(Family Integrity)은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배우자에게 아이
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와 ‘(나는 배우자 없이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배우
자가 없을 때, 아이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예;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난(Disparagement)은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배우자가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
거나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훈육을 제한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
(Conflict)은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
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육
(Reprimand)은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
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7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보통이다(4점)’ ∼ ‘매우 그렇다(7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공동양육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훈육요인이 어머니 .06, 아버지 .12, 비난요인이 어머니
.46, 아버지 .38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 훈육과 비난요인을 제외하고 가족통합과 갈등요
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공동양육의 Cronbach's α는 가족통
합적 공동양육은 어머니 .84, 아버지 .89, 갈등적 공동양육은 어머니 .82, 아버지 .77으
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외(201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
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는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
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이 중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는 통제
가 부족하고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행동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위반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
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등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행동은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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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물건을 부순다’ 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IBM Co., Armonk , NY)과 AMOS 22.0(IBM Co., Armonk ,
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정규성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에
대한 부모 각각의 변인들 간 관계에서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 APIM)을 이용하였다. 자기효과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자기에
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상대방효과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상대방
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은 쌍을 이루는 두 사람 간의
각 변인이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집단 간 변량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짝 자료
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또한 자기효과 크기
비교, 상대방효과 크기 비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비교를 분석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의 상호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Cook & Kenny, 2005). 이를 위
해 총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한 후 기본모형과의 차이가 자유도 1을 기준으로 한
임계치를 추정하여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
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아동의
성별 및 각 변수 간의 오차 공분산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생략하였다. 분석된 구조방
2

정식 모형이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X 값과 절대적합지수(RMSEA)와 모형간 상대적
합지수(TLI, CFI)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RMSEA 값의 경우 .05이하면 좋은 적합
도이며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Browne &
Cudec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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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분석에 앞서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
와 같다. 정규성을 확이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2
미만 와 첨도 ±4미만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174)

변인

1

1

1

2

3

4

5

6

7

2

.63**

1

3

-.39**

-.33**

4

-.35**

-.37**

.47**

1

5

.49**

.40**

-.43**

-.26**

1

6

.41**

.47**

-.26**

-.32**

.46**

1

7

.22**

.15**

-.24**

-.18**

.17**

.11**

1

1

평균

2.08

2.08

5.37

5.16

2.65

2.73

51.18

표준편차

.81

.75

.91

1.00

1.36

1.28

8.92

왜도

.73

.53

-.41

-.21

.64

.49

.35

첨도

.25

-.03

.09

-.15

-.31

-.37

.83

**

p<.01

1. 모 부부갈등 2. 부 부부갈등 3. 모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4. 부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5. 모 갈등적 공동양육
6. 부 갈등적 공동양육 7. 아동의 외현화문제행동(T점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정적상관(r=.63,

p<.01)을 보였고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과 정적
상관(r=.47, p<.01)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갈등적 부부공동양육은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
양육과 정적상관(r=.46, p<.01)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은
각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과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
육에 부적상관(r=-.39, -.35, p<.01)을 보였고, 자신의 갈등적 공동양육과 아버지의 갈등
적 공동양육에 정적상관(r=.49, .41, p<.01)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으면
자신과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낮게 나타나고 갈등적 공동양육은 높게 나타났
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과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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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적상관(r=-.37, -.33, p<.01)을 보였고, 자신의 갈등적 공동양육과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정적상관(r=.47, .40, p<.01)을 보였다. 즉,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높으면 자
신과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낮게 나타나고 갈등적 공동양육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문제행동과 정적상관(r=.22,
.15, p<.01)을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r=-.24, -.18, p<.01)을 보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
육은 아동의 외현화문제행동과 정적상관(r=.17, .11, p<.01)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
버지의 부부갈등이 높으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통합적 공동양
육이 높으면 아동의 외현화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갈등적 공동양육이 높으면 아동
의 외현화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2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 (94)= 317.096, p<.001, TLI=.974, CFI=.979,
RMSEA= .045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1]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
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어머니 : β =-.331, p<.001, 아버지 : β
=-.257, p<.001)와 상대방효과(어머니 : β =-.198, p<.001, 아버지 : β =-.143,

p<.001)는 모두 유의하였다.

***

p <.001

〔그림 1〕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였다. 등가제약 모형은 (1) 부
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과 비교 (a=b), (2) 부
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비교(c=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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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 비교(a=d), (4)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b=c)이다. 순서대로 설정한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대한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X (1) = 4.427, p<.05).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
2

합적 공공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1) = 8.640, p<.01).
2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부부
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부
갈등이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방 효과와 아버지의 가족
통합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의 등가제약 모형검증
(N=1,174)

모형

x

2

df

TLI

CFI

RMSEA

◿x (◿df)
2

기저모형

317.096

94

.974

.979

.045

자기효과의
등가제약 모형(a=b)

321.523

95

.973

.979

.045

4.427(1)*

상대방효과의
등가제약 모형(c=d)

318.384

95

.974

.979

.045

1.287(1)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a=d)

325.736

95

.973

.979

.046

8.640(1)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b=c)

317.166

95

.974

.979

.045

0.070(1)

**

*

p <.05, **p <.01

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
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67)= 248.128, p<.001, TLI=.972, CFI=.979, RMSEA=
.048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2]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갈
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어머니 : β =.424, p<.001, 아버지 : β =.404,

p<.001)와 상대방효과(어머니 : β =.202, p<.001, 아버지 : β =.187, p<.001)는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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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1

〔그림 2〕 부모의 부부갈등과 갈등적 공동양육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부모의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하
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였다. 등가제약 모형은 (1)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과 비교 (a=b), (2)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
양육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비교(c=d), (3)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
등이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d), (4) 어머니
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
교(b=c)이다. 순서대로 설정한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갈등적 공동양육에 대한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 = 4.091, p<.05).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
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
육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 = 14.680,

p<.001).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
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X (1) = 3.931, p<.05). 즉,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
2

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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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모의 부부갈등과 갈등적 공동양육의 등가제약 모형검증
(N=1,174)

x

모형

2

df

TLI

CFI

RMSEA

◿X (◿df)
2

기저모형

248.108

67

.972

.979

.048

자기효과의
등가제약 모형(a=b)

252.199

68

.972

.979

.048

4.091(1)

상대방효과의
등가제약 모형(c=d)

248.237

68

.972

.979

.048

0.129(1)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a=d)

262.787

68

.970

.978

.049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b=c)

252.039

68

.972

.979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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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680(1)

*

3.931(1)

***

p <.001

3.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2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X (120)= 352.463, p<.001,
TLI=.974, CFI=.980, RMSEA= .041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

p <.001

〔그림 3〕 부모의 부부갈등 및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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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7차)은 어
머니와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8차)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β =-.331, p<.001),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β =-.198,

p<.001)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
족통합적 공동양육(β =-.143, p<.001),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β =-.257,

p<.001)이 낮게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8차)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부갈등(β =.185, p<.001)과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β =-.20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
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
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β =.07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
동양육을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효과와 더불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간접효과(β =.041,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
양육을 통해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모 가족통합 공동양육

모 부부갈등

부 가족통합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모 가족통합 공동양육

부 부부갈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000

-.331**

**

.000

-.198**

**

.076

.261

**

.000

-.143

**

-.257**

-.331
-.198
.185

-.143

**

**
**

부 가족통합 공동양육

-.257

.000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056

.041

-.014

모 가족통합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201**

.000

-.201**

부 가족통합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050

.000

-.050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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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갈등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2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X (89)= 274.919,
p<.001, TLI=.973, CFI=.980, RMSEA= .042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

p <.01,

***

p <.001

〔그림 4〕 부모의 부부갈등 및 갈등적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7차)은 어
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8차)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갈
등적 공동양육(β =.425, p<.001),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β =.202, p<.001)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β
=.187, p<.001),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β =.404, p<.001)이 낮게 나타났다. 각 변인
들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8차)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부갈
등(β =.210, p<.001)과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β =.13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과 갈등적 공동양
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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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모 갈등적 공동양육

모 부부갈등

부 부부갈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000

.425

**

.202

.425

**
**

부 갈등적 공동양육

.202

.000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210**

.052

.263**

모 갈등적 공동양육

.187

**

.000

.187

부 갈등적 공동양육

.404**

.000

.404**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030

.015

-.015

**

**

**

**

모 갈등적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135

.000

.135

부 갈등적 공동양육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025

.000

-.025

**

p <.01

간접효과의 유의성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β =.052, p<.01)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을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효과와 더불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
계에서에 공동양육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은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낮아지고
자신의 갈등적 공동양육이 높아졌으며,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
육이 높아지고 자신의 갈등적 공동양육이 낮아졌다. 이는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해결이
잘 될수록 지지적 공동양육을 하고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고 해결되지 않을수록 비난적
공동양육을 한다는 연구(장미연, 최미경,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의 부
부갈등이 높을수록 갈등적 공동양육이 높아지고 애정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양육이 낮아진
다는 연구(이경선, 2017)와 일맥상통한다. 부부관계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지지적이고 긍
정적인 공동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김수진, 도현심, 2001; 조
규영, 김신경, 전효정, 2019).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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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공동양육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은 양육으로 전이된다(Pedro,
Ribeiro, & Shelton, 2012; Murphy, Jacobvitz, & Hazen, 2016). 일상생활에서 일
어나는 부부 갈등의 문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전달되어 부모는 자녀가 함께 있을 때에도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아동에게 혼
합된 메세지를 주고 부모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만든다. 또한 양육의 잠재적인 불일치로
인해 아동은 행동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
Rasmussen, 2000).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의 상대방효과는 부모 모두에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부갈등
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낮아지고 갈등적 공동양육이 높아
졌다. 아버지 역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이 낮아지
고 갈등적 공동양육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 다른 부모의 양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Murphy, et al., 2016)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
의 결혼만족도가 서로의 갈등적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만이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조규영 외, 2019)와 다른 결과를 보
였다. 결혼만족도와 다르게 부부갈등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이혼의 수준을 예측하는 것
으로 부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
별적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양육의 질에 영향을 준다(Mchale & Lindahl,
2011). 파트너 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성 이론에 의하면 배우자의 감정
및 인식은 다른 배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Kelly, Holmes, Kerr,
Reis, Rusbult, & Van Lange, 2003).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모형에서 자기효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
버지의 부부갈등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에서도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
버지의 부부갈등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인식한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 인식이 높으
면 아동이나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애정표현,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이 줄어들고 아동에게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와의 양육에 있어서 상
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Kotila,
Schoppe-Sullivan, & Kamp Dush, 2013).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일관되게 양육에 더
관여하고 아동의 기본 양육자이기 때문에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
니의 부부갈등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적 공동양육 모형에서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
버지의 부부갈등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갈등적 공동양육은 아버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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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갈등적 공동양육에 어머니
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부부갈등보다 자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갈등적 공동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기가 인식한 부부갈등이 자신의 공동양육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갈등적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각자가 인식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동과 함께 있을 때
가족의 통합성과 일관적인 부모의 모습보다 긴강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빈정거리며 말
다툼을 많이 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갈등을 직접 목
격하는 아동은 사회 및 행동의 높은 부적응을 초래한다(McHale, Kuersten-Hogan, &
Lauretti, 2000). 그러므로 부모 각자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녀양육
에 있어서 갈등적인 모습을 노출하기 보다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고 서로의 양육을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공동양육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모두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거쳐 아동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때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고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때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의 갈등적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때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아동의 공격
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장미연, 최미경, 2015)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유아를 대
상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배
영자, 양연숙, 2017)와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낮은 공동양육과, 가족의 갈등, 가족의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Schoppe-Sullivan et al.,
2001; Cummings et al., 2004, Eichelsheim et al.,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7차
년도에 나타난 부모의 부부갈등이 8차년도 부모의 공동양육을 거쳐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사이에서 부정적인 정서적 갈등을 겪은 아동
은 8-16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5세때 부모의 갈등을 겪은 아이들
은 8세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Cummings et al., 2004;
Kouros et al., 2010) 결과를 지지한다. 유아기에 경험한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을 거
쳐 초등학교에 적응해야할 시기인 1학년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더불어 공동양육에서 보이는 다른 부모를 비난
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자녀에게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관된 양
육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자녀의 자기조절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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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규칙위반이나 공격성
과 같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높이고 갈등적 공동양육을 낮
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 배우자와 아동의 3자 관
계에 있을 때 애정표현을 많이 해주고 배우자와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자
주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함께 언급
함으로 양육의 일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빈번한 아
동의 노출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Grych & Fincham,
2001)하므로 가급적 부모는 부부관계와 양육의 갈등에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가족 내에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긍정적 감정 표
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위기관리
를 자녀가 유아기일 때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
습을 아동에게 되도록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통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문지기(maternal gatekeeping)'의 연구에서 볼 수 있
다. 어머니가 부모 초기부터 자녀와의 관계가 확립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일부 증
가함에 따라 위협을 느껴 스스로 문지기가 되어 아버지의 양육을 약화시키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Schoppe-Sullivan, Altenberger, Lee, Bower, & Kamp Dush, 2015).
또한 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다(Schoppe-Sullivan,
Brown, Cannon, Mangelsdorf, & Sokolowski, 2008). 아버지가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물러난다는 연구결과(Gallegos et al., 2017)와 같은
맥락으로 해설할 수 있다.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낮은 개입을 불러오며 이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양육을 할 때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하
며 가족 간의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부부갈등을 표출하기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 지지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유아기를 벗어난 이후에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양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하며 가족 간의 규칙과 긍정적인 감정
을 교류하려는 시도를 통해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문제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공동양육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아버지의 공동양육에 필요한 양육참여가 약화된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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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등)과 가족복지프로그램(육아데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자녀 체험학습 지원 등)의 지
원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연령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여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아버지가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
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보장 등으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기
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돌봄에 대한 문화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지
자체는 가정에서도 양육이 더이상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닌 함께하는 양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동양육에 대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부모됨과 양육에 대한 코칭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프로그
램 안에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부부
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가족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
교를 통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부부관계는 물론, 가족 전체의 통합성과
공동양육을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이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관계 질이 향상될 것이며 함께하는 양육에 대한 문화의 정착과 가정에서의
공동양육 실천으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의
부모의 공동양육을 거쳐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부
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의 전환 과정에서 부모의 공동양육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
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자녀 양육을 촉진시켜주는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문
제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머니가 대부분 보고(어머니 보고(n)=1158, 아버지보고
(n)=14)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기 다른 영향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지각이 고
려되지 않아 결과가 다소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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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평가하거나 교사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양
육의 척도에서 비난과 훈육의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외국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이 맞는 공
동양육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의
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 외에 학교생활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
와 상대방효과를 종단적인 접근으로 검증하였고 공동양육에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전국단위로 표집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였고 7-8차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수간
의 인과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의 측면이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의 상
호의존성을 통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공동양육의 역동성을 증명하였으며
어머니-아버지-아동의 3자 관계의 상호적인 관계를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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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Marital Conflict and
Coparenting on Children's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A Longitudinal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unyoung Jeon

This study used an interdependent model to investigate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marital conflict on coparenting. We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paren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We used data from 1,174 mothers and fathers and 1,174 children in the
7th to 8th years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As a result, first, mother
and father's marital conflict had negative effects on their own family
integrity coparenting and their partner's family integrity coparenting. And
mother and father's marital conflict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own
conflict coparenting and their partner's conflict coparenting. Second,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father's marital conflic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mother's family integrity co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ren's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joint parenting through the interdependence of mother and father in the
parental role system. And we investigated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ree-party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ren.

• Key words: marital conflict, coparenting, children's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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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김혜원(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
계에 공동양육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다룬다. 발표 원고
의 내용은 부모 역할 체계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표 원고에서 제공하는 이
론적 배경, 제목과 연구문제간의 관계,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가족체계이론’을 서론에서 체계적으로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서론, 연구 방법, 논의 부분에서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체계이론의 개념, 가족체계이론
과 이 연구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다. ‘가족체계이론’에 대한 체계적
인 설명(예. 개념, 학자, 선행연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제목-연구문제-결과 간의 일관성을 갖도록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독자
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제목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이 연구문제 ‘어머니와 아
버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의 공동양육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와 분명하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목이
연구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예.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의 공동양육
의 매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좀 더 심화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부부갈등을 가정 내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를 감소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정책, 제도, 해외사례)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것이 요구된
다. 또한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출처)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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