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변인 탐색

최선녀*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e-mail:sunny5100@hanmail.net

*대전대학교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urturing Behavior, and Infant Temperament
on Infant Development
*Dept

Seon-Nyeo Choi*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야발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08년도에 출생한 영아 1,802
명과 어머니이다. 연구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Amos 16.0을 통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머니 양육행
동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영아발달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
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영아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키워드 :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영아기질, 영아발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self-estee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infant temperament look at how the variables affect
the youngya development. Study is an infant born in 2008, 1802 mothers name. Child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Children's Panel 3rd year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8.0
correlation evalu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the path an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infant
development through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due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mother and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r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path to infant development. Second,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mothers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to the Infant Development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parenting mothers on infant development. Third, the direct effects on the mother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Key Words : Self-efficacy, Self-estee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Nurturing Behavior,
Infant Temperament, Infant Development

본 연구는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과 영아기질
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머니 양육행동
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변인과 영아기질이 영아발
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
심리적 변인과 영아기질은 각각의 영향력보다 영아발달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이므로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서 영아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이
나 발달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영아를 중재하는 예방
적 차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

도(2010) 데이타를 사용하였고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영아 1,802명과 그의 어머니이
다.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구하였
고, Amos 16.0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모든 척도의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
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발달의 의사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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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r = .07, p < .01), 자아존중감(r = .09, p <
.01), 온정성(r = .17, p < .01), 반응성(r = .12, p < .01),
우울(r = -.10, p < .01)과 양육스트레스(r = -.13, p <
.01)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영아발달의 개인 사회성
은 온정성(r = .06, p < .01)과 반응성(r = .06, p < .01),
양육스트레스(r = -.05, p < .05)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
다. 영아발달의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r = .05,
p < .05)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온정성(r = .09, p < .01)
과 반응성(r = .06, p < .05)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영아발달의 신체활동은 자기효능감(r = .05, p <
.05), 자아존중감(r = .08, p < .01), 양육스트레스(r =
-.08, p < .01)는 유의한 상관이었다. 그리고 영아기질의
사회성(r = .06, p < .05)과 정서성(r = .06, p < .05)과 활
동성(r = .05, p < .05)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² 은 389.1(59, p <
.001), NFI(.95), IFI(.95), TLI(.94), CFI(.95)는 .90 이상으
로 우수하였고, RMSEA(.05)는 .08 이하로 양호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 < .01,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ure 1] The Infant Development of the impact of final
model

[Figure 1]의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
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모델을 살펴보
았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

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04, t = 1.065, p
> .05). 영아기질 또한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β = .02, t = .586, p > .05) 양육
행동이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β = .14, t
= 3.501, p < .001). 그리고 양육행동으로 향하는 직접적
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심리적 특성은 유의하였고
(β = .56, t = 18.425, p < .001) 영아기질도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β = .07, t = 3.008, p < .01). 그리고 표준화계
수에서는 p < .05이상, CR. = 1.965 이상이어야 유의하지
만 구조방정식 특성상 적합도 검증결과가 우수하므로 다
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
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Kline, 2005).
[Figure 1]을 참고하여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4.4%(t = 1.092, p > .05)였다. 그리고 양육행동을 매개
로 한 간접효과에서는 7.5%였으며 이를 더한 총효과는
11.9%였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에서의 직접효과도 1.8%(t = .601, p > .05) 이었고 양육
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0%로 총효과의 결과는
2.8%였다. 반면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
와 총효과는 13.4%(t = 3.465, p < .001)로 유의하였다. 그
리하여 변인간의 간접경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매개
변인인 양육행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소벨검증을 이
용하였다.
소벨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
향력에서 양육행동은 소벨검증에서 유의하였고 양육행동
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의 긍정적 심리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영아발
달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
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친 직접 효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머니
긍정적 심리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쇄되어 영아
발달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
째,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벨검증한 결과는 유의하
였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이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어머니 심리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 양
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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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고 직접 효과가 큼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
의해보면, 첫째, 영아기질(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은 영아
발달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아발달의 각 하
위변인들 중 신체활동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영아기질
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
다. 셋째,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벨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였고 완
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
에 정적상관관계였으며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
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어머
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영아가 다른 사람
들과 지낼 때의 관계에서도 민주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 심리적 특성인 우울, 양육스트레스
로 어머니의 체력이 저하되어 지친 경우, 감정 자체에 기
복이 생긴 경우에도 양육행동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이 우울, 양육스트레스
나 육체적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본다. 이와 함께
영아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체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서
로 수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고민과 갈등을 푸는 것
도 필요하다. 영아기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의 부담이
큰 때이므로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유도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 영아발달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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