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연구
2015. 제 10 권 4호, 97-119
doi：10.16978/ecec.2015.10.4.005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유아의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Rearing Stress
and Children's Aggression and Latent Mean Analysis of Children's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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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PSKC) 패널 자료중 1,597명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공격성, 기질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잠재
평균을 살펴보기 전 형태 및 측정, 절편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기질에 따른 동일성이 입증
되었다.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활동성 기질 집단은 정서성 기질 집단보다 공격성에서 효과 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정서성 기질 집단이 활동성 기질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감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
질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

주제어：기질(temperament)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양육스트레스(rearing stress)
공격성(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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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개
념을 명확히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공격행동의
정의는 피해자에 대한 행동의 심각성이나 공격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Tremblay, 2003). 즉,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oeber & Hay, 1997). 이러한 공격성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공격성을 세분화하는 대신 신체적 공격성에 초
점을 주는 경향, 즉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성연, 고은주, 2003).
유아기는 행동의 변화가 급속도로 나타나는 시기로(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공격성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취학 전 만
4, 5세 유아의 공격적 행위는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많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시기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본
격적으로 시작하고, 3세에서 6세 사이 친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발달한다(Campbell,
1995). 유아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에서부터 발달된 공격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의 폭력이나 범죄행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Olweus, 1994; Field,
Diego & Sanders, 2001; Kabesch, Schedel, Carr, Woitsch, Fritzsch, Weiland & Von
Mutius, 2006).
공격적 행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이어서 유아기에 습득된
행동이 연장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경향으로 여러 사회심리적 문제까지 유발 시키게 되는
것이다(Tremblay, 2000). 또한, 공격성은 유아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서 어려움을 예언하
는 중요한 변수로 이후 청소년의 비행, 학업성취의 어려움, 약물중독 등의 부정적인 적응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5),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일으키는 주요행동 원인의 하나로 미래의 충동성과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언해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
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관심이 되어왔다(Murray-Close & Ostrov, 2009; Crick,
Casas & Mosher, 1997).
유아기 공격성의 발달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아기는 공격성의 조절을 학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어머니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Tremblay,
Nagin, Seguin, Zoccolillo, Philip, Zelazo, Boivin, Perusse & Japel, 2004)는 측면에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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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
니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 중 부부갈등은 유아의 공격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Johnson & Lieberman, 2007). Davies와 Cummings(1994)은 부부갈등을 부
부간에 욕구가 상충하고 목표와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구아영
(2000)은 부부갈등을 각각 다른 생활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
을 지닌 부부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형태로 정
의하였다.
최근 이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부갈등이 더 큰 원인이 된다는 점, 즉,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보다 유아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인 것이
다(Jenkins & Smith, 1991). 부부갈등 상황에서 가해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행하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 등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유아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문제해결 상황
에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Grych, Fincham, 1990). 또한, 부부갈등의 표현으로 나
타나는 감정표출, 거부,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유아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일으
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과잉행동, 공격적인 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박미진, 2012).
부부갈등 이외에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양육스트레
스를 들 수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많이 강조하였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서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근심, 걱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
된 일상스트레스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정순, 2003). 이와 같이 정의되는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이주옥, 2009; 윤희근, 2012), 양육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적절한 부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게 하여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 시킬 뿐 만 아니
라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Crnic & Greenberg, 199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높을 때 신경질적이나 강압적인 언어 사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
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정윤주, 2006).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아의 감정적
공격성 및 위험행동 공격성, 지위획득 공격성, 파괴적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점(최혜리,
2010)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공격성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
면 유아에게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정미경, 김영희, 2003),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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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이주리, 이종인, 2008). 부부갈등으로 인해 무기
력해지고 지친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는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면서 또다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이 된다(예남희, 2010).
종합하자면,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 자녀의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경우 결혼생활의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
어 자녀의 행동에 부정적․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Margolin, 1981)에서 유아
의 공격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의 개인 내적 측면과 관련된 변인들 중 유전
적 특성이 강한 기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기질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유아기 초기에 나타나는 성격특성인 동시에 인성의 핵심 요소로서 영아
기에 볼 수 있는 반응양식이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과거에는 기질이 뚜렷
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가 기질에 대한 정의가 활발히 연구되면서, 기질이란
유전적 정서의 본질, 즉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반응의 일상적인 강도 및 속도, 일반
적인 기질의 질과 기분의 동요와 강도를 포함하는 개별적인 본성 등에 특정적 현상이며
선천적인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이미경, 2009).
즉, 기질은 선천적으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Thomas & Chess, 1977). 유아의 기질
과 공격성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질과 공격성간의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장은미, 2008;
정금숙, 2011), 활동성이 높고 적응성이 높은 기질의 유아는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
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은 기질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수경, 2007;
Russell, Hart, Robinson & Olson, 2003). 또한, 적응성과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위축이나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은 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Berkowitz, 1993).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유아들의 경우 주의통제능력이 낮고 자
신의 욕구나 감정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박혜
원, 2012).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곽혜경과 조복희
(1999)의 연구에서처럼 유아의 공격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질 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질은 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표현의 범위
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타고난 기질에 따라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차가 생긴다는 것이다(Goldsmith, Buss, Plomin, Rothbart, Thomas, Chess & McCall,
1987). 즉, 기질이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능력 및 동기와는 상이한 것으로서 기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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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인 용어이며, 원인 론이나 불변 론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다른 특성처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Derryberry & Rothbart,
1988). 유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형태
를 변화시킴으로써 유아 자신의 환경을 만들고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Buss & Plomin, 1984).
이처럼, 기질은 개인 내적인 요소인 동시에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발되기도 한
다. 따라서, 개인 내적 요소인 공격성에 따른 기질의 개인 차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따른 기질의 개인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
와 관련된 변인인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기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양육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
작용, 어머니 개인의 고통, 자녀의 기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면서,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유아의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는데(Barkley, Karlsson, Pollard & Murphy, 1985), 자녀의 활동성은 과민행동이나
산만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능동적인 부모의 역할과 계속적인 부모의 경계를 요구하는
행동이다(김선화, 2006). 하지만, 유아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며 좌절을 견디지 못
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가질수록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응임, 1995;
Dumas & LaFrenter, 1993). 또한, 유아가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진정성이 낮아서
달래기가 어렵고, 활동적이지 않아 느리게 행동할 경우에도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한다(김민희, 문혁준, 2007). 이처럼,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을 부모와 유아 간 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기질
의 차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기질의 차를 살펴보아야 할 요소는 부부갈등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기질과 부부갈등 간의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실행되었
지만(박미진, 2012), 부부갈등의 기질에 따른 차이를 보는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김지윤
(2007)은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활동성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부갈등이 기질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
내어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부갈등의 기질 별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자면,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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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토대로 유아기 공격성을 관심변인으로 선정한 후 이를 통제․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공격성문제에 원인변인이 되는 환경 변인으로 부부갈등, 개인변인으
로 양육스트레스를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로 설정한 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우 구조방정식모델에서만 존재하
는 잠재변수의 사용 및 측정오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중회귀분석 모
델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SPSS를 활용한 다중회귀모델의 경우 다수의 독립변수를 토대
로 하나의 종속변수만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지만, AMOS의 경우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수와 관계없이 한 번의 실행만으로 모든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오차를 들 수 있는데, SPSS의 경우 측정항목들 간의 오차가 포함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반면 AMOS는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오차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
문에 더 정확한 구성 개념 간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우종필, 2012).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지닌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SPSS를 활용한 연구 결과보다 더욱
신뢰할 있으므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기준으로
유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질에 따른 각각의 변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사용하여 현재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이 기질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잠재평균분석은 동
일한 변인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t-검증, 변량분석 등의 방
법과는 달리 각 변인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Hong, Malik, &
Lee, 2003)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욱 객관적일 수 있다. 기질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유한 속성이며 시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Rothbart, Ahadi & Evans, 2000)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질별 특성의 차이에 관한 적절한 양육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어머니의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은 기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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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 5차년도(2014) 자료를 활
용하여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
아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 아동이 총 10차에 걸쳐 구축되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로, 부부갈
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함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세 유아(5차년도)의 자료를 기
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 인원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
킨 1,597가구를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남(%)

여(%)

총 빈도수(%)

서울권

105(12.8)

99(12.7)

204(12.8)

경인권

261(31.9)

249(32.0)

510(31.9)

대전/충청/강원권

103(12.6)

113(14.5)

216(13.5)

대구/경북권

112(13.7)

81(10.4)

193(12.1)

부산/울산/경남권

137(16.7)

147(18.9)

284(17.8)

광주/전라권

100(12.2)

90(11.6)

190(11.9)

총합

818(100)

779(100)

1,597(100)

2. 측정도구
1) 기질

기질척도는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세부터 9세까지 적용가능한
부모용 EAS 기질척도(The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이다. EAS 기질척도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의 점수가 높을 경우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경우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는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

1 0 4 육아지원연구 제 10권 4호

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라 기질에 따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
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Hair & Black, 2000). K-means 군집화 방법은 계층적인 군집화의 결과를 토대로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해야 하는데(강병서, 김계수, 2010), 1단계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3개
의 군집이 최적의 군집 수로 파악되었다. 군집수를 3개로 정한 후,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
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 집단 원들은 각각 1집단(사회성, 435명), 2집단(활동
성, 662명), 3집단(정서성, 500명)으로 분류되었다. 활동성 기질 및 정서성 기질의 경우 공
격성 및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반면, 사회성 기질과 관
련된 공격성 및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유아기 특
성 상 사회성의 경우 접촉할 수 있는 타인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
서성 및 활동성 두 가지 기질 간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2)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Dumenci, Rescorla
(2001)가 개발한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취학 전 연령인 18개
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차 년도에 측정된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척도를 이
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인임을 확인하고 문항 꾸러미 화를 통해 공격성
의 하위요인을 공격1, 공격2로 각각 10문항, 9문항씩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
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에서 2：자주 그런 일이 있거
나 많이 그렇다)로, 응답가능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
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
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공격성
이 각각 .80, .76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Markman과 Stanley, Blumberg(1991)가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 생활향
상 프로그램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를 기초로, 정현숙(2004)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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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임을 확인하고 문항 꾸러미 화를 통해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을 갈등1, 갈등2로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각각 .89, .85으로 나타났다.
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임을 확인하고 문항 꾸러미 화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을 스트레스1, 스트레스2로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가능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계
수는 각각 .78, .81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위해 AMOS 18.0의 다변인 정규 분표성 검증 절차
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하여 단변인 별
왜도 및 첨도 모두에 있어 정규분포의 조건을 확인한 후, 최대우도측정(ML：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 부
합도는   값, RMSEA, SRMR, CFI, TLI를 통해 평가 하였으며, 추정된 모델의 각 경로계
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형태(configural invariance) 및 측정(metric invariance), 절
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한 후 잠재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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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및 통계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가 아닐 경우 다 변량 정규 분포성의 가
정을 충족시킬 수 없어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 변량 정규 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
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는데(Kline, 2010), <표 2>의 결과를
통해서 정상분포임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 행렬표 및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측정변인

갈등1

갈등2

스트레스1

스트레스2

부부
갈등

갈등1

1

갈등2

.78

1

양육
스트
레스

스트레스1

.35*

.42*

1

스트레스2

.36

*

.43*

.79*

1

공격1

.17*

.20*

.27*

.27*

공격2

*

*

*

*

공격성

*

공격1

공격2

1

.17

.21

.27

.28

.74*

1

N

1,579

1,579

1,579

1,579

1,579

1,579

평균

8.23

8.76

13.44

12.82

3.47

3.04

표준편차

3.34

3.29

3.60

3.55

2.78

2.55

왜도

.752

.667

.050

.237

.722

.877

첨도

.255

.335

-.190

-.083

.155

.344

*

p < .05

2. 구조모형의 검증
1)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 수치 추정결과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 2단계 모델추
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0;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해 보았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유아의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1 0 7

<표 3>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지수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21

6

9.89

1.65

.99

.01

.99

RMSEA(.02)
LO90

HI90

.00

.04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0 ∼
.04)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
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 부하량이 .81 ∼ .96으로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25 ∼ .50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변수들 간
수렴타당도를 지니며, 이론 변수 간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수백, 2009).
2) 구조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1>, <표 4>와 같다.

<그림 1> 최종모델의 모수치 수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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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모델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부부갈등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p* < .05

변인
→ 양육스트레스
→
공격성
→

공격성

비표준화 계수
.50
.07

SE
.03
.02

CR
16.29
2.96

표준화 계수
.50*
.10*

.23

.03

8.93

.3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β = .10, 양육스트레스는 β = .31으로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것은 어머니가 부부갈등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β = .50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5>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독립변수
부부갈등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
→
→

종속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스트레스
공격성
공격성

.50*
.25*
.31*

.50*
.10*
.31*

.15*

p* < .05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직
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도 직접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이 증가하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러한 증가된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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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질에 따른 구인 동질성 검증
잠재평균분석은 동일한 변인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 t-검
증, 변량분석 등의 방법과는 달리 각 변인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분석을 위해서는 세 가지 동일성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따라서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 간의 구인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을 확인해 보았다. 이
를 위해 AMOS를 활용하여 최대 우도법(ML)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 RMSEA를 비롯한 TLI, CFI 값에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df

TLI

CFI

RMSEA

모형1：형태동일성

25.50

18

.99

.99

.02

모형2：측정동일성

34.53

24

.99

.99

.02

모형3：측정 및 절편 동일성

245.59

36

.94

.95

.06

모형4：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301.91

42

.94

.94

.06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공격성 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두 가지 기질 집단에서 비교하였다. <표 6>의 결과에서처럼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
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재치를 두 집단에 동일
하게 부여한 동한 모형(모형2) 역시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기저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ΔR²(6, N = 1,597) = 9.03, p < .50). 모
형2는 모형 1과 비교했을 때, TLI와 CFI, RMSEA값 모두에서 지수가 나빠지지 않았으므
로 측정동일성은 성립된 것이다. 이는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
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모형3)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2와 모형3 간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므
로(ΔR²(18, N = 1,597) = 220.09, p < .001),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
다. 그러나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절편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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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9). 이를 고려했을 때, 모형
의 적합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형3의 절편동일성 또한 성립되었다. 이는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
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7> 구분 변인에 대한 기질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활동성

정서성

효과크기(d)

효과크기(d)

*

-.04

.31

*

공격성

0

-.28

양육스트레스

0

.73

.07

.21

부부갈등

0

.13

.01

.13

*p <.05

잠재평균은 한 집단(활동성)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
균을 추정한 것이므로 참조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효과크기를 통해서만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Cohen, 1988;
Hong et al, 2003). 효과크기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공통분산이 동일한 상태에
서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0.2면 작은 것으로, 0.5면 중간 수준으로, 0.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기
질에 따른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7>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다.
정서성 기질을 가진 유아의 공격성은 활동성 기질을 가진 유아에 비해 낮은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 정서성 기질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활동성 기질을 둔 어머니들 보
다 더욱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유아의 기질에 따른 부부갈
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유아의 공격성에는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Cohen(1988)의 효과크
기를 미루어 볼 때, 정서성 기질의 유아들의 효과크기는 모든 요인에서 낮은 수준의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을 결과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어머
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부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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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여 측정
모델과 구조모델로 구분하여 모델의 부합도 및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해 알아보았으며,
유아의 기질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인동질성 검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구조분석을 통하여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였으며,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기질에 따라 공격성과 부부갈등, 양육
스트레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해 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면 가족의 결속을 해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족구성원 각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의 관계 악화의 원
인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
의 불화에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임미지, 2013). 부모간의 갈등을 관찰한 유
아는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다(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즉, 부모갈등에 대한 직면에서 그 갈등이 유아가 파괴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가된 정서적 불안정감을 감소시키는 행동의 결과물
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Cummings, Hennessy, Rabideau & Cicchetti,
1994). 또한, 부모가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공격적 행동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있
다(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간의 갈등은 유아의 공격성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고,
부부갈등을 많이 목격한 유아들은 그렇지 않는 유아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김민정, 2001), 부모는 부부갈등을 자녀에게 노출 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을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
서, 유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부부관계 형성 및 바람직한 부
모자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유아의 공격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가 높아
져 유아의 행동문제 중 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송민정, 한세영, 2011), 외현화
문제 중 특히 유아의 공격성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박진아, 이경숙, 신의
진, 2009)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이
갈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어(Barker et al, 2003) 자녀의 반항적 행
동을 증가시키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의 기능을 저해 시킬

1 1 2 육아지원연구 제 10권 4호

수도 있다(안지영, 2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유아의 공격성 감소를 비롯한 가족의 건강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
레스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은 유아의 건강 뿐 아
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또한, 적절한 양육을
돕기 위한 양육 코칭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부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및 특성을 지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
생하는 갈등으로써(구아영, 2000) 이러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의 경우 갈등
상황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부부갈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김은정, 박성
덕, 김경철, 2014). 또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자녀 및 그 외의 가족 구성원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정희, 2004). 남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자녀에게 강압
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Harlod & Canger, 1997).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한 자
녀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새롬, 200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과 효과적인 부부갈등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은희(2014)는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면 부부관
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아버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정한나, 2012).
셋째,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등을 제외한 유아의 공격성, 양
육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Rowe(1994)는 문제행동을 예
언하는데 있어서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자녀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책략
이나 양육행동을 다르게 이끌어내게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Rothbart, 1989; 곽
혜경, 조복희(1999)에서 유아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기질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 유아들의 경우 활동성 기질의 유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
성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은 낮은 반면 적대 및 공격적이며 과잉행동을 보이
는 외현화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김은경, 2009), 활동성이나 접근 철회성(사회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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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유아는 불안 및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
인다고 한다(김연, 2007; 김지윤, 2007).
즉, 활동성 기질을 가진 유아들의 경우 문제행동 중 공격성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
을 수 있으며, 정서성 기질의 유아들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여 우울 및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기질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Putnam & Rothbart, 2006). 유아의 기질 자체가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며, 기질적
특성 중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연희, 2000;
Russell, Hart, Robinson & Olson, 2003)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많은 활동성을 지닌 유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 중 하나인 공격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음을 인식하여 양육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활동적인 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적절한 양육태도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활동성
기질을 가진 어머니보다 정서성 기질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가 주의집중을 잘하지 못하거나 진정성이 낮아서 달래기가 어렵고,
활동적이지 않아 느리게 행동할 경우 어머니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김민희, 문혁
준(2007)의 연구와 유아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며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가질수록 어머니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Dumas와 LaFrenter(1993)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아의 계속적인 울음과 움츠림, 침
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유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여 부모의 경계를 요구하는 활동성 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김선화, 2006). 유아의 기질이 주로 어머니의 인식에 의해 평가됨을 생각해볼 때, 어
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양육행동을 조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질에 따른 적절한 양육행동
방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과 기질에 따른 평균분석을 함께 보
게 됨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처해있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공격성이 상
대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양육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양
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양육태도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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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Rearing Stress
and Child's Aggression and Latent Mean Analysis of Child's
Temperament

Jeon, Eun-Ju (Professor, Keimyung Colleg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rearing stress and child's aggression toward mothers. In addition, the study was to
analyze latent mean analysis of the variables of the child's temperament. The subjects
were 1,597 mother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from Korea Institute of Child
and Education(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 and rear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directly affected child's aggression. Second, marital conflict of perceived by
mothers that was perceived inherently was related to depression. Thirdly, there was no
configural invariance, metric invariance, and scalar invariance between emotional
temperament and activity temperament. Given the three types of invariance satisfied,
latent mea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mean differences on marital conflict,
rearing stress and aggression. According to the latent mean analysis where emotional
temperament group was used as the reference group, activity temperament group had
a higher latent mean value in aggression. In addition, the average effect size of rearing
stress in activity temperament was lower than the emotional temperament. But, marital
conflic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Consequently, mother's rearing stress
and maternal conflict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lower the level of children's
aggressiveness. Also,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can reduce rear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based on the infant temperament is needed.
Keyword：aggression, marital conflict, reading stress, temper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