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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남궁령*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대전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330명이었다.
어머니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최형성, 정옥분(200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고, 유아 리더십 도구는
장영숙, 황윤세(2009)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LeBuffe와 Laglieri(1999)
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으로 통계처리 하
였는데 모델이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
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유
아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리더십 발달에 간접효과를 미
치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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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사람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으면 타인 혹은 집단과 교류하며 삶을 영위
해야 한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조절과 통제는 물
론이고 타인을 배려하며 리드하는 친사회적 사고와 기술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은 자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며(서기남, 2009), 자신과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준
비하고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다(김정효, 2006). 최근 리더십은 지도자
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 마다 요
구되는 보편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명숙, 2008). 특히 유아기가 되면 집단
내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관계, 집단 내 상호작용 등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리더십의 발달이 시작된다(Gardner, 2007).
리더십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Bennis & Nanus, 2005), 리더십을 리더와 구성원 사이
에서 일어나는 상호과정 중 구성원과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고와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본 관점(김민선, 2004; 이명숙, 2005; 이은진, 2005; Bloom, 2004;
Mckee, 2001; Gardner, 2007), 자아정체감과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보는 관점(서기남, 2009)을 모두 포함한다. 유아 리더십은 유아 스스
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조절하여 목표를 성취하고(김진영, 2012), 타인조망수용능력을 바
탕으로 또래 혹은 타인과 함께 사회적 맥락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김민선,
2004; 이은진, 2005; 이명숙, 2005).
유아 리더십에 관련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리더십의 유형연구(김성숙, 2009; 김효
정, 2011; 박연경, 2009; 임혜성, 2010), 유아 리더십의 관련 변인연구(나미순, 2006; 이은미,
2006; 진지혜, 2008), 유아 리더십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김기영, 2005; 이명숙, 2006), 유아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채호, 최인수, 2008; 장영숙, 황윤세, 2009) 등이 있다. 이러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리더십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계하며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Bandura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론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Teti & Gelfand, 1991; 최형성, 2002). 자
기효능감은 목적에 대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행한다는 믿음, 자기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행동으로서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말한
다(Bandura, 1986).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녀문제해결에 관한 확신과 지각의 정도이며
(Johnston & Mash, 1989), 인지적 특성으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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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이다(Dorsey, Klein, Forehand & H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안지영, 2001; 정혜인,
2003), 자녀양육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는 양육행동의 근원인 요인으로 정의된다(Coleman & Karraker, 200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김경은, 2011; 이춘옥, 2014;
한지현, 2004; 홍계옥, 2001; Guajardo et al., 2009; Jones & Prinz, 2005), 유아가 사회적 기술
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서조절능력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Guajardo et al., 2009;
Jones & Prinz, 2005).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긍
정적 또래상호작용(김현지, 전경아, 2011) 및 또래 유능성(박미리, 2011)에 영향을 미쳤다. 어
머니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으며(강인숙, 2011), 유아의 놀이
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정혜욱, 2014; 김민정, 허혜경, 2012).
심리적 건강성은 심리적 위험요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성공
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신적 면역체계’라고 하기도 한다(Cicchetti, 2006; Wustmann,
2004). Luther et al(2000)은 유아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발달 과정에서
적응을 통해 긍정적인 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Lebuffe와 Naglieri(1999)가 제작한 DECA척도
에서는 유아의 심리적 구성요인을 주도성, 자기통제 및 애착으로 하였다. 자율성 발달이후
유아기에는 주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기 자기통제는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과 관련되는 능력으로 이후 다양한 발달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통제는 출생하면서부터 발달하는 능력으로 유아기는 자기통제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며
(Layburn, 2004) 사회적 능력과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깊다(우수경, 2007). 애착은 양육자와 아
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서적관계로 안정적 애착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구희정, 강정원, 2009; 이완정, 2002; Yates, Egeland, & Sroufe, 2003).
현대 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외부 자극들은 유아
일상의 부분으로 유아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구희정, 2010). 현대의 복잡
한 사회적 상황들은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
록 돕는 예방적 차원으로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지한다(김지혜, 2015).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은 유아가 주변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신감을 형성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과 안
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LeBuffe & Naglieri,
1999).
어머니의 양육변인은 유아의 심리 내적인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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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나와 이영(2006)은 유아가 어머니를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경험을 재구성한다고 보고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아개념(김종호, 2011; 박응임, 김현숙, 2000; 이지혜, 김정옥, 2009), 자기조절 및 정서 대처
능력(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우수경, 2002; 강상, 201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확신과 동기를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
용하며 갈등과 혼란을 덜 느끼며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유아의 감성지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승은, 서현, 2007; 조부월,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은 높아진다(전은옥, 최나아(20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미경, 이윤경, 2014;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이처럼 어머니
의 양육변인은 유아의 내적 심리세계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바
탕을 제공해 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매개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심리적 건강성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안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특
이성이 있으며(Cummings, Davies, Campbell, 2000), 적응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한 매개과정과 조절과정으로서 연구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Wright & Masten, 2006).
어머니변인과 유아 발달 사이에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심리적 요소인 의도적 통제를

․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유아의 내재적 외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et al., 2003; 문영경, 이영, 2012). Chung(2006)은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통에 영향을 받은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주며,
Venshchuren, Buych와 Marcoen(2001)은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정서표현 반응과
정은 유아의 자아표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Solomonica-Levi, Yirmiya, Erel, Samet과 Oppenheim(2001)은 어머니의 비 일관적인 모습
은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훈육적 표상을 형성하도록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Bowby의 애착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관계과정을 내
적으로 표상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기술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유아는 어머니

․

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고 그것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나유미, 2001; 이진숙, 2001; 정지나, 이영, 2006; Solomonica-Levi et al, 2001).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유아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치며(박명희, 2008),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관계에서는 유
아의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경, 최영숙, 강상, 2014). 이로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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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유아사이에 형성되는 양육과정변인은 유아의 내재적인 심리요소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위험에 접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유연성을 의미하
며(Luthar, Ciccett, Becher, 2000; Masten, 2001; Schoon, 2006) 탄력성, 회복탄력성, 유연성, 조절
력,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깊다(Kaplan, 2002).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유아 발달 사이에서 매개
적 역할을 하는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
아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으며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특질이다(이수기, 이현경, 2014).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아 또래유능성 간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양문정, 2014). 이연실(2011)은 부모의 애
정성, 반응성은 유아의 민감적 리더십에 유아의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를 매개로하
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유아를 양육할 때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양육행동은 유아의 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성이라는
요인에도 영향을 주어 민감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유사한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아탄력
성은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유아의 발달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심리적 내적 요인인 정서지능, 자기결
정성, 내적표상, 자기조절력, 자아탄력성 등은 어머니의 직접적 행동요인과 심리적 양육요
인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에서 성치되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유아 자신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리더십 사이에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모델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의 변인들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각 변인간의 인과관
계와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
하는 후속연구들의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리더십, 유아 심리적 건강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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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리더십 관계를 매개하
는가?

[그림 1]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가설모델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5개 구 중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20개의 유치원을 선택했다.
선택된 20개의 유치원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개 구의 5곳의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총 3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총 330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 유치원에서 만 3
세반 학급2개, 만 4세반 학급 2개, 만 5세반 학급 2개의 총 6 학급이 참여하여 5곳의 유치
원에서는 총 30학급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만 3세 반에서는 한 학급 당 한명의 교사가 11
명의 유아에 대해 측정하였고, 만 4세반에서는 한 학급당 한명의 교사가 12명의 유아에 대
해 측정하였으며, 만 5세 반에서는 한 학급당 한명의 교사가 12명의 유아에 대해 측정하여
5곳의 유치원에서 총 30명의 교사가 총 35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성별
유
아

연령

형제

남
여
만3세
만4세
만5세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구분
(명)
(%)

유
무

176

53.3

154

46.7

99

30.0

114

34.5

117

35.5

190

140

57.6

세미만
30-35세 미만
35-40세 미만
40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유
무
30

연령
어
머
니

학력
직업

42.4

계 330 100

163

빈도 백분율
(명)
(%)
18

5.5

88

26.7

174

52.7

50

15.2

36

10.9

54

16.4

175

53.0

65

19.7

136

41.2

194

58.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교사와 유아의 어머니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
사를 대상으로 유아 심리적 건강성과 유아 리더십을 측정하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
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유아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며 또래
와 상호작용 하는데, 교사는 유아의 또래관계를 자주 관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박화
윤, 마지순, 조진희, 2010), 교사는 유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정보
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장영숙, 황윤세, 2009) 유아 리더십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
하는 적합한 대상은 교사이다.

가. 어머니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최형성, 정옥분(2001)이 제작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6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3문항),
의사소통능력(3문항), 학습지도 능력(3문항), 훈육능력(3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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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어머니 양육효능감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전반적인 양육능력
6
1, 6, 11, 16, 17, 1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2, 7, 12
의사소통능력
3
3, 8, 13
학습지도능력
3
4, 9, 14
훈육능력
3
5, 10, 15

Cronbach α
.83
.81
.81
.82
.80

나. 유아 리더십 척도
유아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장영숙, 황윤세(2009)의 유아 리더십 교사용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 리더십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인 도전과 자신감, 타인존중, 자
기 행동관리,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범주별 문항 구성은 도전과 자신감
13문항, 타인존중 7문항, 자기 행동관리 6문항, 문제해결력 5문항으로 총 31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유아 리더십을 나타내는 활동의 정도에 따라 ‘정말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와 같이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리더십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도전과 자신감
타인존중
자기 행동관리
문제해결력

<표 3> 리더십 하위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78

7

14, 15, 16, 17, 18, 19, 20

.80

6

21, 22, 23, 24, 25, 26

.81

5

27, 28, 29, 30, 31

.7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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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 심리적 건강성 척도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LeBuffe와 Naglieri(1999)가 개발한 만 2
세-5세 유아용 Resilience 측정도구(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이완정(2002)
이 번안한 것이다. 유아 심리적 건강성 척도는 보호요인으로 주도성 12문항, 자기통제 7문
항, 애착 8문항 위험요인으로 행동문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
인만을 채택하여 총 27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
‘가끔 있다’(2점), ‘때때로 있다’(3점), ‘자주 있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설문지를 받고 나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의 행동특성을 한 달 동안
관찰한 후 유아 각 개인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건강성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인
주도성
자기통제
애착

<표 4> 심리적 건강성 하위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12

2, 3, 7, 9, 11, 13, 14, 17, 19, 21, 23, 26

.82

6

4, 5, 10, 15, 18, 24, 25

.81

8

1, 6, 8, 12, 16, 20, 22, 27

.80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조사와 관계없는 연
구대상을 상대로 2014년 10월 초에 대전 시 2개구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둔
어머니 24명과 대상 유아의 담임인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
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었고,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몇 개의 문항을 수
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 총 5군데 유치원의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일주에 걸쳐 어머니 양육효능감 질문지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교사를 대상
으로 유아의 리더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주에 걸쳐 질문지를 수집하였
고,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달에 걸쳐 질문지를 수집
하였다.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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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아 리더십 교사용 질문지도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에게 직접 전달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교사
용 질문지로 한 달 동안 담당 유아가 보인행동을 교사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
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35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
는 교육기관 방문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전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질문지를 평가한 교사들은 5년에서 9년 경력을 가진 교사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조시한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해당유아를 당해 3월부터 연구시점인 11월까지 약 8개월간 담임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유아의 경우 봄 학기부터 입학하여 내원 8개월 이상인 유아만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변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AMOS 18.0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심리적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인
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Ⅲ

.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유아의 리더십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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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아 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 유아 심리적 건강
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p<.01)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 리더십의 모든 하위요
인은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p<.01)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효능감
1. 훈육능력
2. 건강하게 양육
하는 능력
3. 전반적인 양육
능력
4. 의사소통 능력
5. 학습지도 능력
유아 리더십
6. 문제해결력
7. 타인존중
8. 도전과 자신감
9. 자기행동 관리
심리적 건강성
10. 주도성
11. 자기통제
12. 애착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542

1



.607



.743


.595



.754


.496

















.286





















.274















.586

.194

.425

1



.472

.277

.305



.530

.484

.200

1



.577

.530

.231

.330









.529

.496

.481

.265

.290





1



.402

.545

.515

.233









.399

.382

.503

.450

.220





1



.368

.453

.536

.331







.368



.631

.438

.386

1



.656

.376

.217



.745

.693

.264

1



.192


.241


1



.201


.295


1



.270




.358


1





1

.257

.278

.354

.300

.260

.414

.266

.239

.255

.372

.435

2.977

2.804

2.792

2.724

2.786

2.758

2.906

2.799

3.403

2.774

2.795

2.834

1.118

1.121

1.040

.977

.948

1.136

1.025

1.018

1.226

1.114

1.130

1.122

2. 연구모형의 적합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변수
들 간에는 적절히 변별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 유아 심리적 건강
성과 어머니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이 .54, 어머니 양육 효능감과 유아 리더십 간의 상관이
.73, 유아 심리적 건강성과 유아 리더십 간의 상관이 .59로 잠재변수들이 적절히 변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6>에 의하면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χ
/df, GFI, RMR, CFI, TLI, RMSEA각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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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론변수의 변별과 측정변수의 수렴
<표 6> 측정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χ (df)

지수
좋은합치도

105.295

CMIN/

GFI

RMR

CFI

TLI

RMSEA

2.065

.947

.041

.969

.960

.059

<3

>.9

<.08

>.9

>.9

<.08

DF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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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가. 연구모형, 대안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어머니 양
육효능감, 유아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구조모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
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보았으며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경로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았으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그림 3)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심리적 건강성을 매개
로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제시한 모델이며 대안모형(그림 4)은 연구모형에서 어
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리더십에 가는 직접효과가 포함된 경로의 모델이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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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서 관계를 추가한 모형이므로 이 경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은 nested 관계에 있다고 한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 차이검증
에 의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7).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비해 χ 값이 45.525작고 자유도가 1작다. 그런데, 유의수준 .01, 자


유도 1일 때 χ 값이 6. 634이므로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
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대안모형은 연구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 /df, GFI, RMR, AGFI, CFI,
TLI, RMSEA의 7개 기준값에서 대안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모형은


AGFI, RMR을 제외한 χ /df, GFI, CFI, TLI, RMSEA의 5개 기준값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적합도를 고려하였을 때 적합도가 더 우수한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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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유아 심리적 건강성⟶유

․

아 리더십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를 연구하였다.

<표 7>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지수표
CMIN/



χ (df)

연구모형
대안모형
(최종모형)
좋은합치도

GFI

NFI

RMR

AGFI

CFI

TLI

RMSEA

2.900

.915

.917

.058

.872

.944

.929

.079

2.065

.969

.942

.041

.918

.969

.960

.059

<3

>.9

>.9

<.05

>.9

>.9

>.9

<.08

DF

150.820
(52)
105.295
(51)

<표 8>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 차이 검증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대안모형


구분
χ



차이

150.820

105.295

45.525

d.f.

52

51

1

p

.000

.000

p<.01

χ

적합도



나. 최종모형 분석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에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그림 4]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9>에 의하면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유아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579, p<.001).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유아 심리적 건강성에 정적으로 유의

<표 9> 대안모형(최종모형) 경로계수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심리적건강성

⟶
⟶
⟶

유아 심리적 건강성
유아 리더십
유아 리더십

Estimate

β

S.E.

C.R

p

.440

.537

.074

5.956

***

.700

.579

.094

7.481

***

.415

.282

.121

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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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β=.537, p<.001)을 미치고,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β
=.28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이 있는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심리적
건강성 보다 유아 리더십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효능감
과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변
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서 각 효
과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10>을 살펴보면, 유아 심
리적 건강성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유아 리더십에 대한 간접효과(β=.151, p<.01)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리더
십 관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산출됨으로써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어머니 양육효
능감은 유아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수준이 높을수록 유
아 리더십 수준이 높으며, 유아 심히적 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리더십 수준이 더 향
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유아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 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양육효
능감과 유아 리더십에 유아 심리적 건강성이 부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회귀분석의 R 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형 내 각 잠재요인 분
산의 몇 %가 다른 잠재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07). <표

․

10>에서 잠재 변인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각 잠재변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살펴
보면, 유아 심리적 건강성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의해 28.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 리더십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에 의해 59.1%가 설명되었다.

<표 10> 대안모형(최종모형)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표준화 계수(β)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심리적 건강성

⟶
⟶
⟶

유아 심리적 건강성
유아 리더십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R )
.537 
.579



.282 

.537
.151



.731

28.8%



.282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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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여 가
설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인을 어머니 양육효능감 변인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인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설정된 가설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의 심리적 건강성 매개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을 매개로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한 연구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는 유아의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중
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자신이 가지는 믿음은 유아
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
아의 리더십에 영향변인이 된다고 한 강인숙(2011)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
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변인이 된다고 한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
치한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안라리,
김정아(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Brooks(2006)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유아의 심
리적 탄력성이 양육자가 유아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태도와 양육기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리더
십같은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는 기대, 양육관련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이 직접적인 변인으로 작용해야 하며 이러한 어머니 양육효능
감의 중요성을 토대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가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하기 위한 힘이 되는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은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심리
적 건강성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선희,
2011; 조맹숙, 김선희, 2011)와 맥을 같이한다. 탄력성에 높은 유아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친사회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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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er, 2000).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적응적 사고,
적응, 친사회성 같은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력,
타인존중, 도전과 자신감, 자기행동관리와 같은 유아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필요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리더십은 어머니 양육효능
감에 의해서는 28.8%가 설명되었고, 어머니 양육 효능감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에 의해서는
59.1%가 설명되었다. 그리고,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직접효과보다 높은 매개효과로 인해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총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심리
적 건강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어렵
지만 몇몇 유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 및 우울
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어머니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아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이 완
전매개역할을 나타낸 연구(양문정, 2014)는 이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연실(2011)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주도성, 합리적 지도, 사교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자기평가가
부분매개효과를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 주도성, 합리적 지도, 민감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아
의 자기결정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의 양육변인과 유아의 사회성 및 문제행동 변인 관계에서 유아가 상황을 탄
력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조절력, 자기통제, 자기평가, 자기결정이 매개효과를 가진 연구결과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리더십의 관계에서 유아의 주도성, 자
기통제, 애착의 심리적 건강성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리
더십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인식, 확신,
믿음과 같은 인지적 부분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동시에 고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리더
십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필요하지만,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있
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이루기 위해
서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의 행동적 요소인 양육태도와 기술을

․

갖추는데 앞서 어머니의 심리적 인지적 요소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기르는 것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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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결한 일이지만, 유아의 사회적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유아가 긍정적 부정적 환경 속에
서 탄력적으로 적응해낼 수 있는 심리적 건강성도 유아의 환경적 요인과 유아의 발달 사이
에 매개적 요인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
치는 영향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토대로 영유아기 자녀들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가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이다.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가며 리더십을 향상해 나가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 후속연구
에서는 관찰과 면접을 통해 이러한 상황적, 맥락적 요인이 고려 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리더
십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맥락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김민선, 2004; 이은진,
2005; 이명숙, 2005)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 교사, 또래 도 유아에게 중요한 사회적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 교사, 또래의 변인과 유아의 리더십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으
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외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로 어머니와 원가족과의 관
계,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등의 전반적인 가족 상황과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이들 간의 관계
를 강화 시키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을 포함하여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유아의 리더십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이 매개하는 효과에 대한 영향은 유아의 내적 변인에 대한 다른 매개효과의 탐색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변인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아개념,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적 가용성, 자아표상 등과
같은 다양한 유아의 내적 특성을 매개로 한 또 다른 경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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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self-efficacy
on a young children's leadership:
the mediation effect of young children's resilience

Nam-Kung, 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 mother's self-efficacy and a young children's resilience on a
young children's leadership. The study used the data of 330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used. The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the data, finding that the model of stru ture and model fitness
were excellent.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mother's se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young children's leadership. Second, it increase the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ird, the mediation of
the young children's resilience was fully effective in the process that the mother'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young children's leadership. The mother's self-efficacy also had an indrect
effect on the young children's leadership. by way of mediating the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주제어(Key Words) 양육 효능감(self-efficacy)
리더십(eadership)
매개효과(resilience)
심리적 건강성(mediatio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