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사는 아동과 노인, 그들의 돌봄!
포스터 발표 2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아름 · 한세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
로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253명의 4-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귀인양식은 Conley, Haines, Hilt와 Metalsky(2001)가 제작한 아동
용 귀인양식 질문지(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 CASI)을 사용하였으며,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조주연(2010)이 번안한 Barber, Stolz와 Olsen(2005)의 청소년 보고용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 심리적 통제 문항을, 애정 및 합리적 양육태도는 박재윤(2013)이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문항을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은 심리적 통제와 부적상관을,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긍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은 애정․합리적 양
육태도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정적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애정․합리
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심리적 통제와 상호작용하여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부
정적 상황에서 행위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귀인하는 부정적 귀인양식을 적게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였다.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가 적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귀인양식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는 어머니
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
육태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행위의 원인을 내적, 안정
적, 보편적으로 귀인하는 긍정적 귀인양식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적 통제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부정
적 상황 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을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일상생
활 영역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
동이 긍정적 귀인양식 향상시키는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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