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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부부갈등이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방법: 한국아동패널 4차 - 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아 910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첫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부부갈등은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갈
등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을 통해 또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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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영아기 시절을 지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가족 이외의 또 다른 의미 있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중에
서도 유아기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을 의미한다(Corsaro, 1985;
Johnson, Christie, Yawkey, & Wardle 1987).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성인이 주
도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갈등을 경험하는 수평적인 관
계를 경험하며(최혜영, 이은해, 2005; Shaffer, 2000) 이러한 경험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Lin et al., 201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특히 놀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유아는 비사회적인 놀이를
하는 혼자놀이에서 만 3세를 기점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래와의 협동을 시도
하게 되는 병행놀이가 나타나다가 만 4세에는 어휘력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또래와 함께
노는 연합놀이로 발달한다(신유림 등, 2007). 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은 유아가 발달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이후의 사회적 규칙, 기술습득, 대인관계 및 사회
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남궁령, 2014; 남소현, 김영희, 2000; 최혜영, 이은
해, 2005; Schaffer, 2000)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적 예측변인이다(남궁령, 2014; 정옥분 등, 2011; Shaffer, 2000).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에서 부모를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보다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송영주, 2017; 이선남, 이경옥, 2015; 정옥분 등, 2011).
그러나 아버지 역할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Lamb, 198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아버지 요인 또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주목하면서 고려해야할 요소 중 하나는 아버지의
음주행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이유로 음주량
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김민혜, 2018). 실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평균 소비량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고가영, 2015),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남성 중심의 소주
만취 문화로(이해국, 2017) 30대 남성의 62.8%, 40대 남성의 58.5%가 폭음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영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문제성 음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는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최은
주, 김춘경, 2017; 최윤정, 2004; Eiden, Colder, Edwards, & Leonard, 2009; Robinson & Rh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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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더 심각한 점은 부모의 문제적 음주는 자녀의 발달에도 직접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알코올 중독부모의 자녀들은 발달단계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Lieberman, 2000). 또한 부모의 음주는 자녀의 다양한 심
리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련, 최윤정, 2003; 윤명숙, 민수영, 이희정, 2014; 이
정숙 등, 2003; Davies, Martin, & Cummings, 2018; Holden & Richie, 1991; Werner ,1986).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의 음주문제는 특히 자녀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
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는 점이다(Domenico & Windle, 1993;
Larson, Taggart-Reedy & Wilson, 2001; Stout & Mintz, 1996).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타인
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김혜선, 2014; Latham 1989; MaCarthy
Woods, 1989)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유아기 때부터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Eiden, 2009; Hussong et al., 2005).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 정도는 학령
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아, 권영란, 2014).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왔으나(김종범, 2008;
이진아, 권영란, 2014; 최윤정, 2004; 현명선, 강의선, 김현례, 2011) 유아를 둔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 아닌 아버지의 알코
올중독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Hussong et al., 2005) 아
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유아의 대인관계,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모요인으
로는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 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민은정, 홍창희, 이민
영, 2001; Cox, Paley, & Harter, 2001).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상호작용이 지속되
면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윤 등, 2008), 또한 부부갈등은 유아에게 정
서적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시킬 수 있다(박미
진, 강지현, 2012;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부 갈등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칠 수 영향은 또래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부부갈등은 부모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잘 다루는지,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증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잦은 부부갈등을 목격한 유아는 친구관계에서 갈등해
결 방안을 학습한다(이정림 등, 2011). 또한 잦은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을 사용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숙령, 김미정, 조수경, 2014; 임희수, 박성연, 2002; Davies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유아가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 또래와의 갈등 양상이

666 아동과 권리 22(4)

심해지며(Brent, Rina Ellen, Kenneth, & Lorig, 2010; Feldman, Masalha, & Derdikman-Eiron,
2010), 유아의 대인관계형성 능력과 개인정서조절능력, 친사회성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임형아, 2004).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집단에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
며(임현주, 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
래놀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식 등, 2015).
부부갈등은 특히 문제성 음주자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으로, 음주 상태에
서 배우자와 매우 격렬히 다툼하기도 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문제
성 음주로 인해 가사 책임의 태만, 공격적 언어나 행동이 나타나 별거나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urns, 1984; Orford, 1990; Power & Estaugh, 1990). 이러한 높은
부부갈등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적이게 함으로 (Sturge-Apple, Davies et al., 2006)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 알코올중독 아동이 슬픔을 느끼는 것도
부부갈등을 목격하기 때문이었다(Tinnfält, Fröding, Larsson, & Dalal, 2018). 선행연구에서
도 부모의 알코올 문제는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El-Sheikh & Flanagan, 2001; Godleski, Crane, & Leonard, 2018).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또래상호작용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그로 인한 부
부갈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부모의 문제성 음주
는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색하였으나 또래상호작용이 시작
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아버지 음주, 부부갈등에 관한 각각의 변인들로 살펴보아 각 변인의 경로와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
작용이 나타나는 3세의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통해 만4세에
나타나는 또래상호작용의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부 갈등은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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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4-5차년도 조사(2011-2012년도)
에 모두 참여한 910 가구의 부모와 유아, 그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교사를 포함한다. 한국
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078명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9차년도 (2018)까지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910
가구의 특성을 보면 남아는 468명(51.4%), 여아는 442명(48.6%)였다. 유아의 월령은 4차
데이터의 경우 만 35개월에서 최대 43개월로 만 3세에 해당되었고, 평균 월령은 만 38.66
<표 1> 연구대상 부모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N=910)

아버지 연령(N=910)

어머니 연령

아버지 학력(N=906)

어머니 학력(N=908)

빈도

퍼센트

남아

구분

468

51.4

여아

442

48.6

20대

33

3.7

30대

704

78.7

40대

153

17.1

50대

4

.4

20대

85

9.5

30대

749

83.6

40대

62

6.9

초등학교 졸업

1

0.1

중학교 졸업

9

1.0

고등학교 졸업

246

27.2

전문대 졸업

193

21.3

대학교 졸업

368

40.6

대학원 졸업

89

9.8

무학

1

0.1

중학교 졸업

4

0.4

고등학교 졸업

270

29.7

전문대 졸업

256

28.2

대학교 졸업

337

37.1

대학원 졸업

4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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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SD=1.43)이었다. 5차 데이터의 경우 최소 만48개월에서 최대 54개월로 만4세에 해당
되었으며, 평균 월령은 만51.01개월(SD=1.20)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어떠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참고). 이를 위해 우선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
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
호작용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배현진, 2010; 오지현, 2011)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4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관한 문항은 문제성 음주자 선별을 위해 세
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aunders et al.,
1993)의 10개 문항 중 효율성을 위해 1번부터 3번 문항으로 이루어진 AUDIT-C(consumption
questions)를 사용하였다. AUDIT-C는 문제성 음주자 선별에 있어 AUDIT와 대등한 선별능
력을 가진다(Bush et al., 1998). 본 문항은 유아의 아버지가 응답하였으며 4차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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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 및 횟수, 음주 양, 과음 횟수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여부 및 횟수는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로 ‘월 1회 이하(1점)’에서 ‘주 4회 이상(4점)’
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주 양은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으로 ‘1잔
또는 2잔(0점)’에서 ‘10잔 또는 그 이상(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과음 횟수는 ‘한 번의 술
좌석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으로 ‘전혀 없
음(0점)’에서 ‘거의 매일(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AUDIT-C의
한국인 문제성 음주 절단점인 8점을 기준(성정환, 2009; 우성목 등, 2017)으로 비문제성
음주(0), 문제성 음주(1)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비문제성 음주의 경우 589명
(64.7%), 문제성 음주의 경우 321명(35.3%)로 분류되었다.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5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또래놀이상호작용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는 5차
데이터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Fantuzzo 등(1995)와 최혜영, 신혜영(2008)의 문항을 수
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하위영역
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3개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상호작
용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놀이상호작용
의 문항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등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놀이상호작용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α
= .764로 나타났다. 놀이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
적 공격성을 보인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놀이 방해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α = .847로 나타났다. 놀이 단절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측
정하였다. 문항은‘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등 8문항
으로 나타났다. 놀이 단절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α=.808로 나타났다. 놀이방해의
일부문항과 놀이단절의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한다.

3) 부부갈등: 4차 데이터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부갈등은 4차 데이터로 정현숙(2004),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1994),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2001)의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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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내적 일관도는 Cronbach’ α는 .918로 나타났
다.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통제변수: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집단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형성되며(오지현,
2011) 어머니 교육수준이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배현진, 2010)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Equation Modeling: SEM)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방법을 사
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부부갈등의 평균값(표준편차)는 16.76(6.09)로 나타났다. 또래상호작용는 하위요소
별로 놀이상호작용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8.07(3.48), 놀이방해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8.52
(6.01), 놀이단절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7.56(3.60)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 3.0, 첨도
의 절대값 10.0 이하의 범위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Kline, 201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갈등은 또래놀이상호작용
과 부적인 상관(r=-.103, p<.01)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
용에 부정적인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2(4) 671

<표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부부갈등

(N=91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8

37

16.76

6.09

0.67

0.08

또래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9

36

28.07

3.48

-0.74

1.95

놀이방해

18

51

38.52

6.01

-0.33

-0.31

놀이단절

14

32

27.56

3.60

-0.83

0.26

<표 3> 상관분석
부부갈등
부부갈등

-.103**

또래놀이상호작용
**

또래놀이상호작용

1
1

p<.01

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각 요인이 이론변인을 유의하게 측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인 아버지 음주, 부부갈등, 또래상호작
용의 측정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수가 잠재요인
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인적재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요
인적재량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5이상 나타나(최창호, 유연우, 2017)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 계산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Critical Ratio

부부갈등1

1

.983

부부갈등2

.874

.901

.172

5.091

1

.689

놀이방해

1.488

.594

.115

12.981

놀이단절

1.105

.737

.086

12.904***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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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잠재요인의 측정변수의 t값은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
수가 잠재요인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NFI, IFI, TLI, CFI의 경우 .09 이상, RMSEA은
.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
델적합도는 χ²(df) = 10.172(4) (p<.05), NFI = .995, IFI = .997, TLI = .992, CFI = .997, RMSEA
= .041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χ²(df)
10.172(4)
*

*

NFI

IFI

TLI

CFI

RMSEA

.995

.997

.992

.997

.041

p<.05

3. 구조모형 분석
아버지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또래상호작용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χ²(df)= 47.221(23) (p<.01), NFI = .981, IFI = .990, TLI = .984, CFI = .990, RMSEA =
.034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χ²(df)
47.221(23)
**

**

NFI

IFI

TLI

CFI

RMSEA

.981

.990

.984

.990

.034

p<.01

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부부
갈등은 또래상호작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또래상호작용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아버지의 음주 음주와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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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itical ratio

.729

.111

.221

3.297***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또래상호작용

-.076

-.015

.196

-.389***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075

-.099

.032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

p<.05,

***

-2.390

***

p<.001

<그림 2> 구조모형

2)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이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각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표 8>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

직접효과

간접효과

.111

*

-.026

*

-.099

.111

.000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또래상호작용

-.015

-.011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099

.000

p<.05

총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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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5, 간접효과는 -.011, 총효과는 -.0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
갈등을 증가시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
부갈등이 간접효과를 갖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인이 또래상호작용
에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부트스트래핑
경로
아버지 문제성 음주 → 부부갈등 → 또래상호작용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Bounds

Upper Bounds

-.025

-.002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을 사용한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025, 상한값이 -.002로 나타났다(<표 9> 참고). 이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4차,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은
영, 2012; 민은정 등, 2001). 문제성 음주자가 있는 가족은 부적절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높아지게 되면서(김효남, 박태영, 1996) 나타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 갈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대중의 위험 의식은 매우 낮으며(최승희 등, 2001), 문제
성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알코올 소비 점수도 허용적인 음주문화로 인해 외국보다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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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단점을 가지고 있다(우성목 등, 2017). 프랑스의 경우 권장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대
중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등(김기경, 이재우, 유형정, 민성호, 2010)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
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언론에서 음주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 등
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등(송선미, 2017)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음
주를 권장과(이해국, 2017) 주류마케팅이 점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송선미, 2017).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음주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활발히 하여 문제성 음주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비슷하며(김숙령, 김미정, 조수경,
2014; 임희순, 박성연, 2002; Davies et al., 2018),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임현주, 2015; 최효식 등, 201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매우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며(우연희 등, 2012)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고(장희숙, 2002) 대
립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Davi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을 하게 되
어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빠른 시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에서 부부갈등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 부모-자녀간의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부부갈등
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대화법과 부모-자녀간의 대화법을 함께 교육해 유아가 부모의 긍정
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모델링하여 또래 상호작용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부갈등은 높이고,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 음주가 가족기능을 통해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은주, 김춘경, 2017, Davies et al., 2018), 아버지
의 문제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알코올중독의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민은정 등,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로 인해 부부갈등이
높아진 경우에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또래상호작용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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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성 음주 그 자체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부부갈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데다 가족들이 함께 문제성 음주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의 재활에 효과적이므로(김소야자 등, 1989) 아버지가 문제성 음주자
인 경우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시간을 보내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
한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야한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서 유아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학
습한 상호작용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모방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보여 유아의
또래상효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노성향, 20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의 아버지 음주를 자가보고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아버지 스스로는 자신의 음주에 대해 자가보고를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음주에 대해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차후연구에서는 어
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너무 많아 어머니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없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의 문제성 음주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부모의 음주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이라는 매
개변수를 통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
버지의 문제성 음주, 또는 알코올 중독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김혜련, 최윤정,
2003)을 살펴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또래상호작용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문제성 음주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갈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환경의 영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영향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라는 경로를
검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응답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갈등, 교사가 응답한 또래상호작용과 같이 풍부한 자
료의 활용하였으며, 또래상호작용이 발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세에서 경험한 부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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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래상호작용이이 발달하여 또래와 함께 노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4세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문제성 음주를 하는 아
버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부관계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또래상호작용에 아
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영향을 미쳤다는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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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test the direct effect of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on a child peer interac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drinking and child peer interaction.
Methods: We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of three-year-old 910 children from the 4th to 5th

wave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2011 and 2012. The main analysis method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and the marital conflict directly influenced the child peer inter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influenced child peer

interaction indirectly through marital conflict. We discuss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duce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key words: father’s problematic drinking, child peer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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