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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응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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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oddlers’ compli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ethods: A total of 432 mothers of 18- to 36-month-old toddl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three research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using SEM.          
Results: First, while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had a direct effect on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at is, toddlers whose mothers exhibited more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howed mor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positive and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had indirect effects on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compliance. In other words, when mothers displayed fewer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r 
more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their toddlers tended to be less compliant, which led to mor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onclusion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by which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influence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noncomplianc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odd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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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걸음마기는 언어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아의 

발달과 함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부정성(negativity)이 증가

하며 자율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S.-Y. Park, 2006). 이러한 발

달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는 걸

음마기 아동을 양육하며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된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이 어머니의 요구나 기대에 따르거

나 따르지 않는 행동인 순응 또는 불순응은 발달적으로 중요

한 이슈가 된다. 순응은 외적 통제에서 내적 통제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일 수 있으며(Kochanska & Aksan, 1995), 우리가 속

한 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

하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사회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Chen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이는 이후 양심 발달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1991). 이러한 순응은 양

육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형태로 9-12개월경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며 생애 초기에 커다란 성장을 보인다(Kopp, 1982). 종단 

연구에 의하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또는 불순응은 유아기까

지 상당히 안정적이며(Kuczynski & Kochanska, 1990; Laurin & 

Joussemet, 2017;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다(Kalb & Loeber, 2003).

국내에서 아동의 순응 또는 불순응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

들을 고찰해보면,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학령 전

의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만 

1-2세 영아기 아동(Baek & Cho, 2010), 18-36개월 걸음마기 아

동(S.-Y. Park, Rubin, Chung, Yoon, & Doh, 2007; S.-Y. Park & 

Shin, 2007), 만 3-6세 유아기 아동(Kim & Yi, 2004; H. S. Park 

& Han, 2001; Shin et al., 2014; Shin, Park, Kim, & Doh, 2015; 

H. Song, 2018; H. Song & Choi, 2007; Yong & Park, 2011)을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자

의 요구나 지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행동인 순응은 걸음마기

의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특히 걸음마기 시기에 강조되는 개

념 중 하나이므로, 이 시기 아동의 순응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

의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아동의 순응 행동에서의 개인차를 설

명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화에 주목하였으며(e.g., Chen et al., 

2003; Laurin & Joussemet, 2017),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초

점을 두어 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양육가치나 양

육신념, 인성 등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들도 보고되나(Kim & 

Yi, 2004; Lehman, Steier, Guidash, & Wanna, 2002), 대체로 어

머니와 아동 간의 긍정적 정서(Kochanska & Aksan, 1995), 어머

니의 정서적 가용성(Lehman et al., 2002), 통제 전략(Kochanska 

& Aksan, 1995; Shin et al., 2014), 지시 유형(H. Song & Choi, 

2007), 양육행동(Chen et al., 2003; H. S. Park & Han, 2001; S.-Y. 

Park & Shin, 2007; Spinrad et al., 2012; Yong & Park, 2011), 애착 

안정성(Kok et al., 2013) 등과 같은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

용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Kochanska와 Aksan (1995)은 

아동이 어머니의 의견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데 어머니와 아동 

상호 간의 긍정적 정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어머니가 긍

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은 어머니와 긍정적 정서를 

주고받으며 기꺼이 어머니의 요구나 기대를 받아들이고자 하

는 한편,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와 반대

로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어 아동은 어머니의 기준이

나 기대를 무시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대

해 살펴본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민주적 양

육태도나 온정, 민감성, 구조화(structuring), 한계 설정, 논리적 

설명(induction/reasoning), 긍정적 지도 등은 걸음마기 아동의 

높은 순응과 관련되며(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 

Chen et al., 2003; Feldman & Klein, 2003; Feng, Hooper, & Jia, 

2017; Lehman et al., 2002; S.-Y. Park & Shin, 2007; Spinrad et 

al., 2012), 어머니의 독재적 양육태도나 처벌 지향(punishment 

orientation), 부정적 통제 등은 걸음마기 아동의 낮은 순응 또

는 불순응과 관련되었다(Calkins et al., 1998; Chen et al., 2003; 

Laurin & Joussemet, 2017; S.-Y. Park & Shin, 2007). 이와 유사

하게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온정, 한계 설

정,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

의 순응과 정적 상관이(H. S. Park & Han, 2001; Yong & Park, 

2011), 강압, 통제 등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

아의 순응과는 부적 상관이, 불순응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Smith et al., 2004; Yong & Park, 2011). 뿐만 아니라 종단 연

구에서도 24개월 때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40개월 때 유아

의 순응과 정적 상관을, 어머니의 통제는 40개월 때 유아의 순

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Laurin & Joussemet, 2017), 30-33

개월 때 어머니의 반응성은 40개월 때 유아의 순응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Kochanska & Kim, 2013). 몇몇 선행 연구들은 어

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통제 전

략이나 지시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머니가 논리적 설

명이나 제안과 같이 통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온화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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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 때 26-41개월 아동은 순응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반

면, 어머니가 위협이나 신체적 처벌과 같이 부정적 통제를 보

일 때 26-41개월 아동은 불순응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Kochanska & Aksan, 1995).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

사하게 걸음마기 또는 유아기 아동은 장난감 정리 상황에서 

어머니가 칭찬이나 온화한 통제를 많이 보일수록 순응을 더 

많이 나타내고(Feldman & Klein, 2003; Shin et al., 2014), 어머

니가 지시나 명령, 요구를 많이 할수록 불순응을 더 많이 나타

내었다(Shin et al., 2014; H. Song & Choi, 2007). 이와 같은 국

내외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

녀의 높은 순응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낮

은 순응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국외의 한 연

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

에 대한 순응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와 같은 다른 양육자에 대

한 순응도 예측함을 밝혀(Feldman & Klein, 2003),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어머니에 대한 순응을 높이고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순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순응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하여 아동의 순응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응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부

족하므로,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자의 요구나 지시에 대한 아동의 반응인 순응은 자기

조절이 나타나는 초기 형태이며(Kopp, 1982),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는 데 기초가 된다(Kochanska & Aksan, 1995). 따라서 

아동의 순응은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아동의 높은 순응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낮은 순응성은 통

제의 부족을 의미하여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몇

몇 연구자들은 아동의 순응 또는 불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24개월 

때 아동의 불순응과 36개월 때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정적 관

련성을(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3세 아동의 불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을

(Combs-Ronto, Olson, Lunkenheimer, & Sameroff, 2009), 40개

월 아동의 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을 발견

하였다(Kochanska & Kim, 2013). 뿐만 아니라 종단 연구들에

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유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이나 공격성을 예측함을 밝혔는데,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은 5

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반항과 같은 

걸음마기 아동의 불순응은 5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Kuczynski & Kochanska, 1990). 또한, 2세 때 어머

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보인 불순응은 4세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으로 연결되었으며

(Chen, Chen, Wang, & Liu, 2002), 3세 때 실험실 상황에서 아

동이 나타낸 불순응은 6세 때 어머니와 교사 보고로 측정한 외

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었다(Combs-Ronto et al., 2009). 국내

의 경우 아동의 순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순응의 결과보다

는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아동의 순응이 적응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

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최근 국내의 종단 연구에서 유아기 아

동의 불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다루어졌는데, 3

세 때 불순응은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으나, 4세 때 불순응은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H. Song, 2018). 아동의 순응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아

동의 낮은 순응성이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의 전조가 되리라 

가정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걸음마기 아동은 자기조절을 

배우는 초기 과정으로서 양육자의 규칙이나 기대에 따르는 순

응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 시기 낮은 순응성은 아동이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였음을 

뜻하므로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걸음마기 순응이 유아기 자기통제

로 발달함을 검증한 최근의 국외 연구(Feng et al., 2017)는 이러

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응 간의 관련성 그리고 아동의 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

의 관련성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서 순응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각 변

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Chen et al., 2002; 

Kochanska & Kim, 2013). 아동의 순응이 자기조절의 초기 형

태임에 근거할 때(Kopp, 1982),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

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예를 

들어, 양육행동과 유아기 아동의 일과(routine), 자기조절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의 연구에서는 주양

육자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3-5세 아동의 자기조절을 통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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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Bater & Jordan, 

2017).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표

현성은 각각 55-79개월 아동의 조절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었다(Eisenberg et al., 2001). 국내의 연구에서도 

3-5세 유아기 아동의 자기통제가 어머니의 애정 또는 심리적 

통제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

(Sung & Han, 2015).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아동

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는 걸

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이 나타나는 초기 형태인 순

응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한편,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다. 걸음

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및 반응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

의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Brook, Zheng, Whiteman, & Brook, 

2001; Um & Park, 2006), 어머니의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행

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Brook 

et al., 2001; B. Park, 2013; Um & Park, 2006). 또한, 공격성이

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

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달래거나 항복하는 것과 같

이 느슨한(lax) 훈육과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것과 같이 분

노를 표현하며 과잉 반응하는(overreactive) 훈육을 보다 더 나

타내었다(Del Vecchio & O’Leary, 2006; O’Leary, Slep, & Reid, 

1999). 뿐만 아니라 걸음마기에서 유아기로의 종단 연구들

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걸음마기 때 어머니

의 반응적 양육행동 또는 정보 제공이나 제안, 설명하는 양육

행동(low-power parenting)은 유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Kochanska & Kim, 2013; Wang, Chen, 

Chen, Cui, & Li, 2006), 걸음마기 때 어머니의 힘 행사적 양육

행동(power assertion) 또는 설명 없이 금지나 요구, 명령하는 양

육행동(high-power parenting)은 유아기 아동의 공격성 및 외현

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Chen et al., 2002; Wang et 

al., 200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치리라 예측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

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어머니의 부

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관

련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은 유아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며(O’Leary 

et al., 1999; Shaw et al., 1998; Smith et al., 2004), 이는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나 청소년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Bornstein, Hahn, & Haynes, 2010; Heller, Baker, Henker, 

& Hinshaw, 1996). 또한, 아동 초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정서사회적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기 시

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기 이후의 발달단계에 비해 연구

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

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양자 간의 관계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구

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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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본 연구는 18-36개월 걸음마기 아동 432명과 그들의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보고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걸음마

기 아동의 경우 성별은 남아가 208명(48.1%), 여아가 224명

(51.9%)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273명(63.2%), 둘째가 

138명(31.9%), 셋째가 21명(4.9%)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연

령은 만 23-45세로 평균 만 34.2세(SD = 3.6)였으며, 만 30-34

세가 186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만 35-39세가 

177명(41.0%)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33명

(5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103명(23.8%), 대학원 이상이 58명

(13.4%),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38명(8.8%)이었다. 직업

은 일반사무직 혹은 보안업무 종사자가 136명(31.5%)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업주부가 127명(29.4%), 회사원, 은행

원, 공무원 및 교사가 97명(22.5%), 전문직이 44명(10.2%) 순

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125명(28.9%),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109명

(25.2%), 경기도가 104명(24.1%), 경상도가 41명(9.5%), 전라

도가 26명(6.0%) 순이었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Zimmer-Gembeck, Webb, 

Thomas와 Klag (2015)의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부모 척도-

걸음마기용(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Toddlers 

[PSCQ-T])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Skinner, Johnson과 

Snyder (2005)가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

으로 개발한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부모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PSCQ])를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에

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6

가지 하위요인들이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온정(warmth)은 “나는 아이와 함께 무

언가 특별한 것을 한다.”, 구조화(structure)는 “아이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준다.”, 자율성 지지

(autonomy support)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아이의 

노력을 지지한다.”, 거부(rejection)는 “나는 내 아이를 잘 이해

하지 못하겠다.”, 혼란(chaos)은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내버려둔다.”, 강압(coercion)은 “아이가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때때로 느낀다.” 등의 문항

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어머니가 각 하위요인의 양육행동 특성을 더 많이 나

타냄을 의미한다. Zimmer-Gembeck 등(2015)은 6가지 하위요

인들 중 온정과 구조화, 자율성 지지는 양육행동의 긍정적 차

원에, 거부와 혼란, 강압은 양육행동의 부정적 차원에 속한다

고 구분하고 있다. 또한, 몇몇 선행 연구들(Byrd-Craven, Auer, 

Granger, & Massey, 2012; Kennison & Byrd-Craven, 2015)은 

PSCQ의 6가지 하위요인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온정이 .59, 구

조화가 .52, 자율성 지지가 .71, 거부가 .70, 혼란이 .65, 강압이 

.73이었으며,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각각 .80

과 .86이었다.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측정하기 위해 Smetana, Kochanska

와 Chuang (2000)의 규칙 척도(Rules Questionnaire [RQ]) 가

운데 규칙에 대한 아동의 순응을 평가하는 부분을 Pu (2010)

가 번안하고 J.-S. Lee (201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30개의 규칙을 자녀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안전·

건강(prudential), 실제성(pragmatic), 도덕(moral), 사회 관습

(conventional), 개인(personal)의 5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행동

범주를 다루는 안전·건강(4문항)은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 소유물 보호에 대한 행동범주를 다루는 실제성(3문항)

은 “책을 찢으면 안 된다.”, 대인관계에 대한 행동범주를 다루

는 도덕(4문항)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된다.”, 복

종과 질서, 음식과 식사시간의 일상, 가족의 일상과 사소한 일 

등에 대한 행동범주를 다루는 사회 관습(12문항)은 “부모가 

말한 것(지시한 것, 시킨 것)을 해야 한다.”, 자기 보호, 개인 등

에 대한 행동범주를 다루는 개인(7문항)은 “세수나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

혀 따르지 않는다(1점)에서 항상 따른다(5점)까지의 5점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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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걸음마기 아동이 

각 영역에서 어머니의 규칙이나 요구를 잘 따름을 의미한다.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의 Cronbach’s α는 안전 · 건강이 .83, 실

제성이 .75, 도덕이 .85, 사회 관습이 .87, 개인이 .64이었으며, 

순응 전체는 .92이었다.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riggs-

Gowan과 Carter (1998)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정

서적 평가 척도(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ITSEA])를 Na, Yee와 Han (2006)이 번안한 척도 가운데 외

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33문항을 사용하였다. ITSEA는 

12-36개월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와 유능성에 대해 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로, 원래는 외현화 문제행동, 내

면화 문제행동, 조절문제, 부적응 행동 및 유능성에 대해 측

정한다. 이 중 외현화 문제행동은 활동성(activity), 공격성/반

항(aggression/defiance), 또래공격성(peer aggression), 부정적 정

서표현(negative emotional reactivity)의 4가지 하위요인들로 구

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활동성(8문항)은 

“주의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공격성/반항(12문

항)은 “아이나 성인을 때리고, 밀치고, 차거나 무는 행동을 한

다.”, 또래공격성(8문항)은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는

다.”, 부정적 정서표현(5문항)은 “화를 자주 내거나 쉽게 뾰로

통해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

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걸음마기 아동이 각 하위요인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걸음마기 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Cronbach’s α는 활동성이 .86, 공격성/

반항이 .90, 또래공격성이 .88, 부정적 정서표현이 .81이었으

며,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는 .94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64-32)을 받은 후 온라인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연구

대상자 모집을 대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서치 업체

는 100만명 이상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패널을 대

상으로 연구주제를 공지하고 20-45세에 해당하는 여성 패널

에게는 연구주제에 대해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설문조

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패널은 ‘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자신의 성별과 출생년도, 자녀 유무와 자녀수, 자녀의 성별

과 출생년월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18-36개월 걸음마기 자

녀를 두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보상,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설명서를 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설명서를 읽은 후 참여를 원할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

겠다는 ‘동의함’ 버튼을 누르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2018년 8월에 18-36개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49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63

명을 제외하고 432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도

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

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

화 문제행동의 기술통계와 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

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해 χ2와 함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와 절대 적 적합도 지수인 Goodness of Fit Index (G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살펴보았

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Results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평균 2.04∼3.10 (SD = 0.34∼0.54),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의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는 평균 3.07∼3.55 (SD = 0.5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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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

는 평균 1.22∼1.82 (SD = 0.32∼0.49)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

도는 각각 -0.49∼2.28과 -0.73∼5.27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이 각각 3 미만과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

(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유의하였다. 먼저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

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r = -.15, p < .01),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9, p < .001). 구체적으로 각 하

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은 걸음마

기 아동의 활동성 및 공격성/반항과, 어머니의 구조화는 걸음

마기 아동의 공격성/반항 및 또래공격성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걸음마기 아동의 활동성, 공격성/반항 및 또래공격성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온정: rs = -.16∼-.12, p < .05 또는 

p < .01; 구조화: rs = -.10, p < .05; 자율성 지지: rs = -.18∼-.11, p 
< .05, p < .01 또는 p < .001), 어머니의 거부, 혼란 및 강압은 걸

음마기 아동의 활동성, 공격성/반항, 또래공격성 및 부정적 정

서표현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거부: rs = .39∼.52, p < 

.001; 혼란: rs = .37∼.41, p < .001; 강압: rs = .34∼.50, p < .001). 

즉,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거나 부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

의 순응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r = .26, p < .001),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

다(r = -.38, p < .001). 구체적으로 각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은 걸음마기 아동의 안전·건강, 실

제성, 도덕, 사회 관습 및 개인에 관한 순응 모두와, 어머니의 

구조화 및 자율성 지지는 걸음마기 아동의 안전 · 건강, 실제성, 

도덕 및 사회 관습에 관한 순응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온

정: rs = .17∼.29, p < .001; 구조화: rs = .11∼.19, p < .05, p < .01 

또는 p < .001; 자율성 지지: rs = .13∼.25, p < .01 또는 p < .001), 

어머니의 거부, 혼란 및 강압은 걸음마기 아동의 안전·건강, 실

제성, 도덕, 사회 관습 및 개인에 관한 순응 모두와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거부: rs = -.30∼-.21, p < .001; 혼란: rs = -.35∼-.19, 

p < .001; 강압: rs = -.34∼-.17, p < .01 또는 p < .001). 즉, 어머

니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거나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

게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순응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

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01). 구체적으로 각 하위요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걸음마기 아동의 안전·건강, 실

제성 및 도덕에 관한 순응은 활동성, 공격성/반항, 또래공격성 

및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와,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 관습 및 개

인에 관한 순응은 활동성, 공격성/반항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안전 · 건강: rs = -.36∼-.21, p < .001; 실

제성: rs = -.28∼-.10, p < .05, p < .01 또는 p < .001; 도덕: rs = -.29

∼-.19, p < .001; 사회 관습: rs = -.28∼-.23, p < .001; 개인: rs = 

-.19∼-.11, p < .05, p < .01 또는 p < .001). 즉, 걸음마기 아동은 

순응을 적게 보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

동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 323.38 (df = 

84, p < .001), χ2/df = 3.85, NFI = .89, TLI = .90, CFI = .92, GFI 

= .91, RMSEA = .08 (90% CI [.07, .09])로 나타났다(Table 2). χ2

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이 기

각되기 쉬우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NFI, TLI, CFI, GFI는 .90 이상(Hong, 2000), RMSEA는 .08 이

하(Browne & Cudeck, 1993)를 적절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판

단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NFI가 적절한 적합도의 기

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를 기초로, 걸음

마기 아동의 순응에 대한 측정변인들 중 사회 관습의 오차와 

개인의 오차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301.67 (df = 83, p < .001), χ2/df = 3.64, NFI 

= .90, TLI = .90, CFI = .92, GFI = .91, RMSEA = .08 (90% CI 

[.07, .09])로 나타나(Table 2), 적절한 적합도의 기준을 모두 충

족하였다.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β)

은 .50∼.94로 절대값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J. J. Song, 

2015)에 모두 부합하였고, Critical Ratio (C.R.) 값 역시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Table 3),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

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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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 301.67 (df = 83, p < .001), χ2/df = 3.64, 

NFI = .90, TLI = .90, CFI = .92, GFI = .91, RMSEA = .08 (90% 

CI [.07, .09])로 나타나, 적절한 적합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

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Table 4, Figure 2).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

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관

련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β = .05, p > .0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62, p < .001). 즉, 어머니

가 거부, 혼란 및 강압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

록 걸음마기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

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 .19, p < .01)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

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β = -.39, p < .001)을 

Table 2
Fit Indices of the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χ2/df NFI TLI CFI GFI RMSEA (LO90∼HI90)
 Initial model 323.38*** 84 3.85 .89 .90 .92 .91 .08 (.07∼.09)
 Modified model 301.67*** 83 3.64 .90 .90 .92 .91 .08 (.07∼.09)
Note. N = 432.
***p < .001.

Table 3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Variables B β SE C.R.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armth 1.00 .65
  Structure  .98 .71 .09 10.96***
  Autonomy support 1.25 .80 .11 10.99***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Rejection 1.00 .81
  Chaos  .83 .76 .05 15.92***
  Coercion  .99 .81 .06 16.84***
Toddlers’ compliance
  Prudential 1.00 .74
  Pragmatic 1.08 .76 .08 14.21***
  Moral  .90 .71 .07 13.50***
  Conventional  .76 .74 .06 13.95***
  Personal  .50 .50 .05 9.28***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ctivity 1.00 .69
  Aggression/defiance 1.16 .94 .07 16.45***
  Peer aggression  .65 .68 .05 13.13***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92 .73 .07 13.95***
Note. N = 43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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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며,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16, p < .01). 즉, 어머니가 온정, 구조

화 및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거나 

거부, 혼란 및 강압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순응을 적게 나타내었으며, 이는 외현화 문

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β = -.03, p < .01)

과 부정적 양육행동(β = .06, p < .05) 모두 걸음마기 아동의 순

응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

의하였다. 또한, 내생변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어

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은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46.5% 설명하였으며, 어

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23.6% 설명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

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확인하고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걸

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부정

적 양육행동만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Table 4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between variables B β SE C.R.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5 .05 .05 1.0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48 .62 .05 9.19***
Toddlers’ compliance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9 -.16 .03 -2.85**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compliance .31 .19 .10 3.13**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compliance -.51 -.39 .08 -6.33***
Note. N = 432.
**p < .01. ***p < .001.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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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거부, 혼란, 강압과 같은 부

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활동성, 공

격성/반항, 또래공격성, 부정적 정서표현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들도 대체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높은 외

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걸음

마기 시기 어머니의 거부나 통제, 강압은 자녀의 공격성 및 외

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횡단적(Brook et al., 

2001; B. Park, 2013; Um & Park, 2006) 그리고 종단적(Chen et 

al., 2002; Combs-Ronto et al., 2009; Wang et al., 2006) 연구 설

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간섭(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rad, 2015)이나 과잉 반응적 훈육(O’Leary et 

al., 1999)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

을 더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어머니의 거부

나 강압의 경우 자녀로 하여금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거나 자녀에게 부적절한 모델이 됨으로써 외현

화 문제행동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혼란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적절한 규칙이나 제한을 설정하

지 않아, 걸음마기 시기 급격하게 발달하는 자기조절능력을 

저해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 양육행동과 달리, 온정, 구조화, 자율성 지지와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

제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몇몇 유의한 부적 상관이 발견되

었으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함께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걸

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

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및 외현화 문

제행동 간에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 반면(Brook et 

al., 2001; Mendez, Durtschi, Neppl, & Stith, 2016; Um & Park, 

2006), 유의한 상관을 밝히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B. Park, 

2013; Smith et al., 2004). 또한, 걸음마기 남아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양방향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지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

만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지지나 긍정적 훈육이 걸음마기 남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

였다(Verhoeven, Junger, van Aken, Deković, & van Aken, 2010). 

이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외

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다소 비일관

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Pettit과 Bates (1989)는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종단 연

구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의 부재가 부정적 양육행동의 존재

만큼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는데, 어머

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걸음마기 시기에 즉각적으

로 발휘되기보다는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

하는 유아기 이후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van Aken, Junger, Verhoeven, van Aken과 Deković 

(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

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아동의 

기질과 같은 제 3의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순응의 매개

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후속 연구에서도 양자 간의 관

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제 3의 변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매개

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은 모두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온정, 구조화,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

동을 덜 보일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거부, 혼란, 강압과 같은 부

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순응을 적게 

나타내었고,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 것

으로 연결되었다. 아동의 순응이 초기 자기조절의 원형이 된

다는 점에 근거할 때(Kochanska, Coy, & Murray, 2001; Kopp, 

1982),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아동의 자

기통제 혹은 자기조절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

접적 영향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들(Bater & Jordan, 

2017; Sung & Han, 2015)과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유아기 아동의 조절 능력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Eisenberg et al., 

2001)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기 아동의 자기통

제나 자기조절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것에서 나아가, 본 연

구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초기 형태인 걸음마

기 아동의 순응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녀

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자녀

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내기 쉬울 것이며, 이러한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높은 

자기조절을 기대하여 자녀가 순응성이나 자기조절을 발달시

Table 4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between variables B β SE C.R.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5 .05 .05 1.0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48 .62 .05 9.19***
Toddlers’ compliance →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9 -.16 .03 -2.85**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compliance .31 .19 .10 3.13**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Toddlers’ compliance -.51 -.39 .08 -6.33***
Note. N = 432.
**p < .01. ***p < .001.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todd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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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결과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

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걸

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

마기 아동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온정, 구

조화, 자율성 지지와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

마기 아동의 순응에 정적 영향을, 거부, 혼란, 강압과 같은 어

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부적 영

향을 미쳤다. 이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긍정

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순응 간에는 정적 관련성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순응 간에는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들(Calkins et al., 1998; Chen et al., 2003; 

Feldman & Klein, 2003; Feng et al., 2017; Laurin & Joussemet, 

2017; Lehman et al., 2002; S.-Y. Park & Shin, 2007; Spinrad et al., 

2012)과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β = -.39, p < .001)이 긍정적 양육행동(β = .19, p < .01)에 

비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2-5세 자녀의 자기조절 간

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결과(Karreman, van 

Tuijl, van Aken, & Deković, 2006)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arreman 등(2006)은 양육행동을 긍정적 통제, 부정

적 통제 및 반응성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자기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중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적대적이며 자녀를 

비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부정적 통제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임을 밝혔으며, 자기조절의 하위 범주 중 순응이 부

모의 긍정적 통제와는 정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통제와는 부

적으로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걸음마

기는 운동능력의 발달로 활동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자율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이전보

다 자녀에게 규칙이나 요구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되나, 자녀의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

하기 쉽다.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

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순응 또는 불순응 행동이 발달하는 시

기인 걸음마기 시기에 온정적이고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하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어

머니와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 시 적절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은 외현

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쳐, 낮은 수준의 순응을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24개월 때 걸음마기 아동이 보인 불순응이 36개

월 때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보고한 Keenan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걸음마기 순응이 이후 유아기 외

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함을 발견한 연구들(Chen et al., 2002; 

Kuczynski & Kochanska, 1990)이나 유아기 순응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Kochanska & Kim, 2013; 

Prodromidis, Lamb, Sternberg, Hwang, & Broberg, 1995; H. 

Song, 2018)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걸음마기에 나타나는 

순응이 양육자의 지시나 요구에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

하는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Kochanska et al., 2001; Kopp, 1982)

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 순응에서의 개인차는 부모나 또래와

의 상호작용 시 상대방의 기준이나 목표에 맞춰 자신의 행동

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아동의 낮은 

순응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온정, 구조화, 자율성 지지

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통해 간

접적으로만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거

부, 혼란, 강압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

니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될 위험

이 높기 때문에(Keane & Calkins, 2004; Wood, Cowan, & Baker, 

2002), 부모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 

온정, 구조화, 자율성 지지 등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거부, 혼

란, 강압 등을 덜 나타내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순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걸음마기 아동

이 규칙이나 지시에 대한 순응성, 즉 자기조절의 초기 형태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 아동의 협조적 행동을 강화하거나 아동

에게 긍정적 행동의 모델이 되는 것과 같은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이 순응 행동을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부정적 양육행동이 걸음마

기 아동의 순응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정에서 아동을 사

회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이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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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

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낮은 

순응성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아동 초기에 어머니와 아동 간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의 패턴이 확립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 간

에 부정적 행동은 Patterson 등(1989)에 근거할 때 점차 악화되

어 이후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걸

음마기는 아동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모의 훈육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걸음마기 자

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 시기 발달적 특성과 바람직한 양

육행동 등에 대해 다루는 부모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본 국외의 연구들은 실험실 관찰

을 통해 연구변인들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데 반해(e.g., Chen et 

al., 2002; Kochanska & Kim, 2013; Spinrad et al., 2012), 본 연구

는 모든 연구변인들을 어머니 보고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동의 

행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 연구변인들을 측정하

거나 실험실 또는 일상생활 관찰 등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객

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세 변인 간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측정하기 위

해 어머니가 부여하는 규칙에 대해 아동이 순응을 얼마나 자

주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어 양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하

지만 아동이 순응 행동을 보일 때 양육자의 의견이나 지시를 

자신의 것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 양육자의 감독 없이 순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양육자의 통제가 있을 때에만 협력적으

로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국외의 연구들(e.g., Chen et 

al., 2003; Kochanska & Aksan, 1995)은 순응의 유형을 보다 세

부적으로 자발적 순응(committed compliance)과 상황적 순응

(situational compliance)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추후 연구에

서는 아동이 순응 행동을 보일 때 기분이나 마음, 동기 등을 고

려하여 질적 차원에서 순응 행동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순응의 세부적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보이는 불순응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고하므로(Smith 

et al., 2004; Verhoeven et al., 2010), 후속 연구에서는 교류적 관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양방향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

해 걸음마기라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국외의 척도를 번

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온정과 구조화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과 관련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

로 측정하는 문항수가 증가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는데(E. H. Lee, Lee, & Park,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의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하위요인들이 각 4문항씩으로 구성

되어 비교적 많지 않은 문항수로 측정되었다. 6가지 하위요인

들은 Zimmer-Gembeck 등(2015)의 연구에서는 .60∼.71의 신

뢰도를, 본 연구에서는 .52∼.73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한

편,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들을 합쳐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

행동으로 구분할 경우 .80과 .86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뢰

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더해, Zimmer-Gembeck 등(2015)의 연

구에 비해 본 연구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부모가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데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자 그 선행 요인으로

서 개인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개인 내적 변인인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변인이 

모두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중요함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초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적 

기원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보다 확장하

여, 걸음마기 시기에 발달적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아동

의 순응이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가 됨을 발견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동 초

기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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