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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보영* ․ 김주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정서상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만 5세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로써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그들
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만5세반 유아들의 어머니
48명을 선정하여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후,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내용분석하여 결과를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상태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유아의 주의 집
중문제에서, 어머니의 위기상황에서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유아기의 자녀에게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요구되며, 자녀를 양육
할 때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문제행동, 양육태도, 정서

Ⅰ. 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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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 및 정신문제는 아이들에게 점점 악화되어
지고 있다. 이는 이후에 빗나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가정과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
킨 수 있다(임은진, 2005). 동부시립아동상담소 통계자료(1999)에 의하면 심리발달 장애
와 정서 및 행동장애에 관한 상담의뢰가 전체 상담건수 중 23.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13세 이하 아동은 23.3%로 나타났다. 문제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유기, 부모
무관심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발생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박철웅, 2002).
인생은 초기 6년 동안의 어머니 교육으로 형성된 습관이 신경계를 이루게 된다
(Comenius, 2003). 이는 유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양육문제임을 말해준다. 또한 Satir(1991:36)는 ‘가족체계는 개인이 행동 사고
감정을 학습하는 환경이다. 개인은 가족체계에서 행동 사고 감정을 학습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는가가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는가 만큼 중요
하다’고 함으로서 자녀의 행동 사고 감정을 학습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
밝혔다.
Garborg(1990)에 의하면 선한 말은 반드시 듣는 자 편에서 변화된 행동 양식이 뒤따
르게 되듯이, 부모의 축복의 말은 자녀들의 자존감과 행동수준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또한 Ginott(1987)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이나 요구 조건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정서 상태나 위기 상황에
서의 정서반응, 의사소통성이 자녀의 행동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문제행동의 근원을 가족환경에서
찾고자 했다(최수원, 2005; 김보영, 2005; 이재강, 2004; 손소영, 2004; 한미녀, 2004; 이은
경 ․ 박선영, 2004; 박외남, 2003; 박혜원, 2003; 손옥련, 2003; 임은정, 2002; 이성희,
2002; 박철웅, 2002; 김혜영, 2000; 이미자, 2000; 이미애, 1995). 특히 부모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많이 가질수록, 부모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윤요은, 1999). 또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변권, 2004; 류애란, 2004; 백춘애, 2004; 조은
경, 2003; 김태우, 2002; 노정화, 2002; 이상수, 2001; 장미숙, 2000). 그러나 아동기와 청
소년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아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정서 상태, 의사소통성이 만 5세 자녀
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그 결과 유아기에 문제행동을 조
기에 발견함으로서 행동수정이나 교정 또는 임상적 치료를 위하여 부모나 교사가 문제
행동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유아인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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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상태와 유아의 문제행동과는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위기상황에서의 정서반응(근심)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의사소통성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 문제 행동의 개념 및 유형
1) 문제행동의 개념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긴 힘들다. 문제행동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정의 내려지며 문화적 규범에 따라 규정된다(Kauffman,1981). 자해행위와 같은 정신․
병리적 특성의 행동은 모든 문화권에서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반면 학업수행에 관련
된 읽기 능력과 주의력 결핍은 발생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보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거
나 문제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듯 문제행동에 대한 불명확한 평가기준, 문제행
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듯 문제행동에 대한 불명확한 평가기준, 문제행동을 평가
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들은 문제행동을 정의 내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
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문제행동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문제행동을 정의
내리는데 있어 환경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둔 성영혜(1992)는 문제행동을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되는 것
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한미현
(1996)은 문제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이 발생빈도와 표출정도에 있
어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
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이
라고 정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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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을 정의내린 양혜경(1997)에 의하면 문제행
동이란 아동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이 과장, 왜곡, 실패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
제행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전 단계에서 부적응을 보였던 개인은 다음
단계에서도 부적응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문제행동
을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별하였다. 그런 다음 내재화 문제를 정신분열증, 신
체고통, 강박증, 우울증으로 외현화 문제를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그 후에 Achenbach(1991)는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
을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불안, 과잉행동, 미성숙행
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문제행동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정의 내리고자한
Bower(김선희 재인용, 2000)는 문제행동을 학교에서의 학교곤란, 불만족스러운 대인관
계, 부적절한 행동과 감정, 지속적인 불행감과 우울감, 학교나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 혹은 공포 등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들은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반드시 부정적
인 가치 판단을 받는 유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던지고 있는 유아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류문화,
1999).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문제 행동이란 일
상적인 생활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정서, 인지, 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유아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여
러 가지 환경에서 비롯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 행동의 유형 분류
대부분의 학자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점에 따라 행동 장애 혹은
정서 장애 등으로 판별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러한 문제 행동 분류 목적은 교사와
부모, 임상 전문가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및 정확한 원인 규명, 효과적인 연구에 필
요한 정보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문제 행동 분류 체계의 종류에 따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단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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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임상가들의 관찰에 의해 문제의 원인, 증상, 치료반응, 경과 등을 전제로 분류
하는 체계로 미국정신의학 협회에서 분류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의해 개발된 정신의학 분류법이 포함된다.
1952년 맨 처음 개발된 DMS-Ⅰ은 아동기 문제행동에 대해 적응반응과 아동기 정신
분열증 등의 두 가지 범주만 포함하여 문제행동을 진단하는데, 실질적인 유용성이 별로
없었다. 이에 1968년에 재편된 DMS-Ⅱ에서는 과잉행동반응, 위축반응, 과잉불안반응,
도피반응, 공격반응, 비행반응 등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라는 범주를 추가
하여 1980년대까지 여러 나라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진단, 분류하는데 많이 사용하였
다.
그 이후에 나온 DMS-Ⅲ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행동의 진단 범주를 추가하여 정신
지체, 품행장애, 아동기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장애, 발달장애, 기타
장애 등 더욱 세분화된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DMS은 아동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분류체계로 유아기의 특징적인 문제
행동을 선별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도 낮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홍순덕,1998).
(2) 통계에 의한 분류
이것은 문제 원인이나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을 기
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분류체계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며 진단적
접근에 의한 방법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 분류법은 Achenbach(1987)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그가 제작한 아동용 행동평가척
도(CBCL)는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여 빈도를 조사
하는 유용한 임상도구이다.
이 임상도구는 4-18세까지 사용하며, 전 연령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일한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를 제시하면서 규준을 성별과 연령 군에 따라 조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 등의 8개 척도가 있고 이 가운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의 3
개의 척도는 내재화 문제를 그리고 사회적 위축, 미성숙 행동 등은 혼합 증후군으로 분
류하였다. 또한 4-11세에만 적용되는 특수 척도인 성(sex)문제와 총 문제 행동점수를 포
함하여 모두 12개의 문제 행동척도를 제시하였다(서수인, 1999).
Achenbach의 분류법과 더불어 Quay(1983)의 분류도 이 분류법에 포함되는데, 이 분
류는 4가지 주요 장애 행동군으로 행위 장애, 불안-위축 행동, 미숙행동, 사회화된 공격
성으로 나누었으며 하위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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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장애 : 싸움, 구타, 짜증, 파괴적, 불안, 불복종, 비협조적, 부주의, 주의 산만,
쉽게 화냄, 주의 끌기, 무책임, 거짓말, 약자 괴롭히기 등
② 불안-위축행동 : 불안, 두려움, 긴장, 위축, 고립적, 소심함, 우울, 수줍음, 열등의식,
자신감 결여, 쉽게 당황함,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기 등
③ 미숙행동 : 주의집중 시간이 짧음, 협응 미숙, 수동적, 기능이 둔함, 무관심, 부주
의, 집중력 부족, 일을 완수하지 못함 등
④ 사회화된 공격성 : 물건 훔치기, 무단결석 등으로 분류된다(김승국, 1995).
(3) 범주에 의한 분류
이것은 유아나 아동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연구를 통해 알아낸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각자의 판단에 의해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유아 상당이나 아동 심리 치료에 활용하
거나 연구 주제로 삼는 분류체계를 말한다.
김유미(1996)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성격, 습관, 신체적 조건, 언어, 유치원, 행동 문
제, 학습, 정서, 성, 대인관계, 생활태도와 예절 등의 11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Burks(1977)도 만 3세에서 6세 유아가 보이는 문제 행동과 문제의 양상을 구별하기 위
해 유아용 문제 행동 척도인 BBRS(Burks' Behavior Rating Scale : Preschool and
Kindergaten Edition)를 개발하여 문제 행동을 18개로 분류하였다.
Burks의 18개의 문제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한 자책 :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는 것
② 심한 불안 :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물건,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외부로 드
러내는 것
③ 심한 위축 : 타인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것
④ 심한 의존 : 지나치게 타인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것
⑤ 약한 자아력 : 자신감이 부족해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
⑥ 약한 체력 : 체력이 약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의
신체 활동을 힘들어 하는 것
⑦ 협응력 부족 : 근육과 주요 감각기관을 탕해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⑧ 지적 능력 부족 :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
⑨ 주의력 부족 : 어떤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것
⑩ 자제력 부족 :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
⑪ 현실감 부족 :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⑫ 정체감 부족 :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확신이 없거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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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⑬ 심한 자학 :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⑭ 울화 억제력 부족 : 분노를 참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
⑮ 심한 피해의식 :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⑯ 심한 공격성 : 언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심하게 괴롭히는 것
⑰ 심한 저항 : 타인의 요구나 바램에 부응하지 않는 것
⑱ 사회 적응력 부족 : 도덕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이
미자, 2000).
이상과 같이 유아의 문제 행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유아들이 현장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 중 문제가 되는 행동 및 구체적인 행
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Burks(1997)의 18개 문제 행동 유형을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 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
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는데(이원영, 1983),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발달의 결정적 시기동안 자녀와의 접촉이 가장 많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됨으로써 자녀
의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목
시킨 것은 정신 분석 학파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아동의 행동 또는
성격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Freud 이래로 오랫동안 시도되었다. 이러한 정신 분
석 이론에 힘입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학자는 Symonds로써 그는 부
모와 자녀의 관계를 거부-과보호, 지배-복종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가 부모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분석
하고 체계화하여 왔다. 신생아기에서부터 청년기 초기까지의 발달과 부모 양육 태도간
의 관계를 연구한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의와 자율-통제의 두개
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애정-적의적 차원에서, 애정적인 부모
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평등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수용적,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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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적이고 이해를 잘 하며 아동 중심적이다. 그러나 적의적인 부모는 아동에 대한
벌, 무시 그리고 아동을 큰 부담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자율적-통제적 차원에서 자율은
허용적인 태도를 말하며 통제적 불안, 강제성, 지나친 보호, 여려 가지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에 있어서 Schaefer의 방임-지나친 간섭의 차원을 추가하여
애정-적의, 제한-허용 및 방임-지나친 간섭 등 세 차원의 가설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지나친 간섭이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감정적이며, 응석을 받아준다거나 과
보호적이며 자녀가 잘 되기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며 방임은 그와는 정반대
의 유형을 의미한다.
Baumrind(1967)는 그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유형과 아동의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
된다는 결론을 얻고, 허용적인(permissive)부모, 권위적인(authoritative)부모, 전체적인
(authoritarian),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의 충
동이나 욕구에 처벌을 가하지 않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대하려고 애쓰며, 권위
적인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문제 지향적인 태도로 대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부모는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유도하고 통제
하며 평가하는 부모로 구분하였다.
Baumrind의 세 가지 양육 유형 외에 방임형 양육 태도를 제시한 Maccoby와
Martin(1983)은 방임형 양육 태도라는 것은 자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며 방임하는 양
육 태도라고 하였다. 또한 Patterson(1992) 등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부모 밑
에서 자란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며 책임감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발달이 늦고
학업 성적도 떨어지며, 사춘기 이후 불량화 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원영(1985)이 Sc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연구
를 기초로 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 분류하였다. MBRI는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
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이론을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하였
고,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향성을 평정척도에 의해 수량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보편적으로 부모의 정서 상태와 의사소통으로 표현된다. 그
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정서 상태와 의사소통성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 행동
최근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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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rikson(1960)은 유아의 신뢰감은 어머니
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것은 자신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또한 Sears는 아동 개개인의 인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각
기 다르기 때문이며 아동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느냐 하는 부모의 양육방
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이현순, 1982).
Rosen(1972)은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에게 친절, 자신감, 안정성 등으로 나타나
고 수용의 결핍은 혼란, 불안정, 반항 및 무감동 등을 특징으로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Sears 등은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동은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게 되고 자기 방어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
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숙, 1986).
Rodke(1969)는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다
른 아동들과 잘 싸우는 편이고 칭찬과 비난에 더 민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오기선(1965)은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부모의 아동은 의욕
상실, 냉담, 무감동하여 생활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Rosen(1972)
은 심한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동은 자기 방어를 위해 뒤로 물러서게 되며 자
신을 방어하면 할수록 더욱 외부 세계와 벽을 높이 쌓게 된다고 하였다.
과보호형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동에 대해 Martin은 신경질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표
현을 하고 동료와 경쟁적 관계를 가지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집단에 의존
하며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고 하였다. Hurlock은 이들의 특징적 성격은 자제력이
없고 욕구좌절과 인내성이 낮으며 위축 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정서적 통제의 결핍, 책
임의 회피, 비판에 민감, 비체계적 행동, 이기적이고 조심성이 없고 주의를 끌려고 하며
종종 호전적이라고 하였다(이현순, 1982).
Baldwin은 민주적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아동이 가장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
를 가지며, 익애적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동은 신경질적
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형 혹
은 방임형일 때, 아동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전제
형일 때, 아동은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 성격 및 불안한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윤
희상, 1974).
정인석(1977), 장혁표(1965) 등은 훈육 방법에 대해서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아동
은 정서의 균형을 잃게 되고 반항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쉽고, 권위에 대한 양향적 태도
(ambivalent attitude)나 거부적인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와 같은 마음속에 갈등이
나 모순 감정이 일어나면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 Winder와 Rau는 사회
적으로 이상 성격인 어머니의 부모는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불일치적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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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Mussen과 Conger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협력 부족, 사려의 부족에서
오는 부모간의 긴장, 지배-복종의 불일치는 어린이의 부적응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전경숙, 1980). 또한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긍정적 일치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은 안
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낮고 우울 경향과 불안 경향은 높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Schaefer(1959)의 분류 유형인 애정-거부, 자율통제인데, Schaefer의 부모양육 태도의 두 축을 근거로 삼아 연구한 학자들은 애정-자율
적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고 한다.
애정적-통제적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의존적이고 사교성과 창의성이 적
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또한 거부적-자율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
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거부적-통제적 태
도를 진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자아에 대한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
다고 한다(김영숙, 1988). 표미정(1997)은 유치원에서의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으로 지적하는 한편, 유아의 기질 특성이 단독으로 문
제 행동 점수에 관계되기보다는 아동의 기질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S구립 어린이집과 대전시에 소재한 D유치원 만5세
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검사기 포함된 설문지
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자료 64부 중 기재 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누락된 16부를
제외한 4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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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48
변수

구분

빈도수(%)

고졸

16(33.3)

전문대졸

11(22.9)

대졸

17(35.4)

대학원졸 이상

4(8.3)

30세 미만

2(4.2)

30 ~ 34세

18(37.5)

35 ~ 39세

24(50.0)

40세 이상

4(8.3)

있다

29(60.4)

없다

19(39.6)

맏이

18(37.5)

외동

6(12.5)

둘째

15(31.3)

막내

9(18.8)

학력

연령

어머니 직업유무

자녀 출생 순위

<표 1>에서 어머니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16명(33.3%), 전
문대 졸이 11명(22.9%), 대졸이 17명(35.4%), 대학원졸 이상이 12명(11.1%)으로 응답하여
대졸이 가장 많고,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2명(4.2%), 30~34세가 18명(37.5%), 35~39세가 24명
(50.0%), 40세 이상이 4명(8.3%)으로 응답하여 35~39세가 가장 많고, 30~34세, 40세 이
상, 30세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29명(60.4%), 없는 경우가 19명
(39.6%)로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는 맏이가 18명(37.5%), 외동 6명(12.5%), 둘째 15명(31.3%), 막내 9명
(18.8%)으로 맏이가 가장 많았고, 둘째, 막내, 외동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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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문제행동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유아 문제행동 측정을 위해 Achenbach의 1991년 판 CBCL(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
도)를 오경자 등(1997)이 한국 아동에게 유용하도록 2차 표준화 작업을 한 K-CBCL을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CBCL은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을 미리 선별해내는 판별도구로서, 문제행동을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다. 유아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평가하는 것은 유아의 특성상 자
신의 상태에 대해 언어적 보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아를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CBCL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빈도를 조사하는 기초 역학 조사 도구의 차원을 넘어
심리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도 유용한 도구로, 1983년에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가 실제 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Achenbach(1991)가 해당 연령을 4~18세까지로 연령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일한 문
제행도증후군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로 구분
하고, 4~11세에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성 문제와 총 문제 행동점수를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부모들이 유아의 문제행동중후에 따라 3점 척도
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다”를 1점, “가끔 그렇다”를 2점, “늘
그렇다”를 3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척도는 위축, 우울․불안, 사
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 불안성 등 총 8개의 영역으로
총 4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척도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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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의 문제행동 문항구성
문항
변수명

문항내용
문항수

해당문항

위축

8문항

17, 25, 28, 29, 31,
36, 41, 44

우울 ․ 불안

6문항

6, 19, 2, 30, 37, 45

사회적 미성숙

6문항

1, 5, 11, 15, 21, 23

사고문제

3문항

26, 29, 33

주의집중 문제

8문항

1, 3, 4, 8, 16, 19, 20,
29

1. 그렇지 않다

비행

4문항

12, 18, 32, 43

2. 가끔 그렇다

공격성

14문항

정서 불안성

9문항

2, 7, 9, 10, 13, 14, 24,
27, 34, 35, 38, 39, 40, 42
6, 13, 19, 20, 34, 35,
36, 37, 39

내재화 문제

위축 +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

비행 + 공격성

총문제

1~ 45

3. 늘 그렇다

2)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 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는 Schaefer S. E.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이원영(198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BRI척도는 28개 문항
과 154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14번(근심-하위문항 5개), 16번(어머
니의 긍정적 정서 상태-하위문항 7개), 25번(의사소통성-하위문항 5개)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처리
먼저 자료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각 검사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어머니의 정서상태, 의사소통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43 -

144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권 2호. 2006

Ⅳ.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문제행동
<표 3>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구 분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 불안정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문제행동 전체

평 균
1.75
2.17
2.00
1.67
1.88
1.75
2.21
2.44
1.93
2.11
1.71

n=48
표준편차
1.28
1.42
1.33
1.12
1.33
1.11
1.39
1.45
1.34
1.33
1.33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문제행동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위축은 평균
1.75(SD=1.28), 우울불안은 평균 2.17(SD=1.42), 사회적 미성숙 평균은 2.00(SD=1.33), 사
고문제 평균은 1.67(SD=1.12),

주의집중문제 평균은 1.88(SD=1.33), 비행 평균은

1.75(SD=1.11), 공격성 평균은 2.21(SD=1.39), 정서 불안성 평균은 2.44(SD=1.45), 내재화
문제 평균은 1.93(SD=1.34), 외현화 문제 평균은 2.11(SD=1.33)로 나타났다. 이로서 아동
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특성은 정서불안성, 공격성,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 사
회적 미성숙, 내재화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위축, 사고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행동 전체평균은 1.71(SD=1.33)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특성
<표 4> 어머니 양육태도의 특성
구 분
근심
긍정적 정서상태
의사소통성
어머니 양육태도 전체

평 균
2.60
3.00
3.0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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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을 알아본 결과 근심의 평균점수
는 2.60(SD=1.52), 긍정적 정서상태의 평균 점수는 3.00(SD=2.44), 의사소통의 평균점수
는 3.00(SD=2.58)로 나타났다. 이로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긍정적 정서 상태와 의사소
통, 근심 순이며, 어머니 양육태도 전체의 평균 점수는 2.71(SD=2.21)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표 5>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위축

위축

우울 사회적 사고
불안 미성숙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 내재화 외현화
블안정 문제
문제

문제
행동
전체

n=48

긍정적
어머니
의사
근심 정서
양육
소통성
상태
태도

1.00

우울
.56*** 1.00
불안
사회적
.50*** .42** 1.00
미성숙
사고문제 .44** .27

.12

1.00

주의집중
.52*** .48** .49*** .37** 1.00
문제
비행

.11

공격성 .22
정서
불안정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문제행동
전체
근심

.19

-.10

.64*** .15

.40** .76*** .31*

.17

.30*

1.00

.19

.50*** .44** 1.00

.09

.53*** .31* .74*** 1.00

.88*** .89*** .52*** .40** .56*** .17
.22

.61*** .12

.20

.50***

.49*** .66*** 1.00

.59**
.98*** .73*** .47**
*

1.00

.68*** .81*** .55*** .42** .78*** .41** .79*** .78*** .84*** .79*** 1.00
.24

긍정적
.04
정서상태
의사
.08
소통성
어머니
.13
양육태도

.35*

.09

.11

.14

.06

.18

.26

.34*

.18

.29*

1.00

-.11

-.11

.12

-.30*

.06

-.21

-.20

-.04

-.17

-.18

-.13 1.00

.05

-.36

.09

-.21

-.04 .41

-.01

.08

.03

-.01

-.05 .74*** 1.00

.05

-.06

.15

-.23

.04

-.05

.10

-.05

-.04

.19

-.06

.91*** .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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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태도 전체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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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04, ns),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상태와 유
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유아의 주의집중문제에서만 낮은 유의도(r=-.30, p<.05)를
나타났다.
어머니의 위기상황에서의 정서반응(근심)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우울․불안(r=.35, p<.05), 외현화 문제는(r=.34, p<.0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 위기상황에서의 정서반응(근심)과 문제행동전체(r=.29, p<.05)도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r=-.01,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정적 정서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그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상태(r=.91, p<.001)와 매
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성(r=.88, p<.001)과도 매우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본인의 정서 상태와 매
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정서 상태, 의사소통성이 만 5세 자녀
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상태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문제행동 전체
를 보았을 때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에서 유아의 주의 집중문제에
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상태는 유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통계적 실제적 확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위기 상황에서의 정서반응(근심)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서 어머니의 근심은 유아들이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는 등 유아의 전체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많이 가질수록,
부모의 갈등수준이 놓을수록 자녀의 문제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한 윤요
은(1999)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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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권, 2004; 류애란, 2004; 백춘애, 2004; 조은경, 2003; 김태우, 2002; 노정화, 2002;
이상수, 2001; 장미숙, 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대상을 아동기나 사춘기의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을 볼 때, 유아기에는 부모의 언어
적 표현 보다는 부모의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연령이 어려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문항 중 감정 표현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두
어야 하겠다.
유아기 자녀에게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부정
적인 감정은 자녀의 문제 행동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이때 문제행
동 수정 보다는 문제행동 예방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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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mother's fostering attitude and
child's problem behavior in their 5-year-old age.

Rhee, Bo Young ․ Kim, Ju 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among

mother's

positive/

negative

emotional condition, communication in their fostering attitude and their children'
problem behavio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vent children' problem behavior and to help
their healthy growth.
The study was carried by 48 mothers of children in 5-year-old age, and each
preschool is located in Sung-nam and Dae-Jeon.
As the result,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condition and
child's problem behavior, in the part of child's concentration, i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emotional reaction in emergency and
child's problem behavior.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mutual correlation of
mother's communication to child's problem behavior.
Therefore, with mother's negative emotion being able to be the important
cause of their child's problem behavior, kids in the childhood need mother's
positive fostering attitude as a fosterer and also need a training of control
mother's emotion when they bring up their children.
Key Words: foster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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