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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미치는 매개 효과:
중상층 어머니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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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인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약점만큼이나 강점을 강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보다 희망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려 노력한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거부
적 양육행동, 부부갈등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둘 뿐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내재되어 있
는 안녕감이나 따뜻함, 애정성, 안정성, 희망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간과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나 성격 등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성’ 속에 내
포하고 있는 유연성과 통합성,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취약함이라는 부
정적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
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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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정적 양육
행동,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등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방법
와 Read(1990)의 개정된 성인애착 척도,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Rohner
(1987)의 수용 양육행동 척도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 수정 보안한 연구척도를 이용하여, 대
구경북 지역 내 저소득층 어머니 101명과 중상충 어머니 238명을 중심으로 자료 조사하였
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15.0의 t 검증, Pearos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 중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α<.05에서 연구문제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Collins

연구결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생애 초기 경험하는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지만 그 영향은
심리적 안녕감이 통제되었을 때, 중상층 어머니의 경우 성인애착의 영향력이 낮아지지만
저소득층 어머니는 완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
착의 영향이 중상층 어머니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부분 매개 되는 반면, 저소득층
어머니는 완전 매개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 및 논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애정적 양육행동 강화 시, 저소득층과 중상층
어머니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상층 어머니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강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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