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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1,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 부교수2

Objectives: The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child’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Method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a total of 400 parents and 286 teachers, finally 
each of 271 were analyzed, from 12 institut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 area. The model was 
tested using the SPSS and AMOS programs.
Results: First,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had a direct impact on parenting stress, the child’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Second,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child’s 
emotional regulation, but child’s temperament had no effect on it. Third, parenting sensi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ress had a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n school 
readiness, through mediating child’s emotional regulation. Parenting sensibility also affected school 
readiness through mediating child’s emotional regulation. Fourth, parenting stress influenced school 
readiness by fully mediating child’s emotional regulation. However, child’s temperament did not affect 
emotional regulation, and had no mediating effect on school readiness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Conclusion: The higher the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the lower the rate at which parenting 
stress increases. This, then, continuously led to the increase of child’s emotional regulation. This, in 
turn, had a more positive impact on school readines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mothers’ 
parenting sensitivities enhance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nd improves their school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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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학령초기의 학교적응은 그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초등학교로의 전

이는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보다 정형화된 새로운 사회적 체

계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로서, 이에 대한 발달적 준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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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 시기에 요구되는 총제적인 발달 역량을 학교준비

도(school readiness)로 개념화하고 있다(Y. Cho, 2018). 학교준

비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및 학업태도와 수행을 예측함

과 동시에 현재의 발달적 양상이 적절한지도 반영한다. 이러

한 학교준비도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예전에는 읽기, 쓰기, 셈

하기 등 학습적인 요인과 관련된 개인적 성숙 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아동과 환경 간의 양방향성에 초점을 두

고 있다(Murphey & Burns, 2002). 즉, 학교준비도를 아동 자신

과 아동의 발달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문화적 경험

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적 산물로 이해하며, 학업수행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적응 영역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본다.

학교준비도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습과제수행과 관련

된 기초학습능력인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와는 구별된

다(Bang & Hwang, 2013). 학교준비도의 구성영역은 사회정서 

행동, 의사소통, 학업에 대한 태도,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등 학교환경 적응 및 그에 따른 발달적 준비에 필요한 총체적 

개념이다. 즉, 아동의 발달과 학습, 이전보다 정형화되고 확장

된 학교라는 사회적 체계로의 이행 및 상호작용에 필요한 발

달적 영역이며(Y. Cho, 2018), 사회적 적응 및 수행과 추후 아

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Pears, 

Carpenter, Kim, Peterson, & Fisher, 2018). 학령초기의 학교적응

은 학업적 측면과 학교생활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업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적응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

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학업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

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 Kim, Kim, Choi, & 

Yoo, 2013). 초기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정서적 위축이나 우울 

등 내재화된 문제행동이나 비행이나 학업 중단 등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Y. S. Cho & Lee, 2010),  

아동기 이후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 사회적 성공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ughes, 2011; Jung & Chi, 2006) 등을 

고려할 때 취학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발달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학습태도 및 수행,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적응 전반을 예측

하는 요인으로 스스로를 규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한

다(Murphey & Burns, 2002). 조절능력이 높을 경우 학습태도

가 긍정적이며 문해 및 수학과제 수행 결과가 긍정적(Blair & 

Razza, 2007)인 반면, 조절능력이 낮으면 학습태도나 이해력, 

그리고 인지적 추리 및 수리적 과제의 수행점수가 낮고(Spira 

& Fischel, 2005), 또래 및 사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 성향이 적

으며 공격적이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며(Guralnick, 1992),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

였다(K.-P. Hong & Jo, 2015). 이는 아동의 조절능력이 이전보

다 정형화되고 확장된 학교환경에 적응하여 바람직한 학습태

도와 성공적인 학업수행,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에 핵심 변인임을 뒷받침한다.

최근 뇌신경발달 연구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동과 두뇌 영

역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조절능력 

또한 이를 관장하는 두뇌 영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달

한다는 견해가 우세해졌다. 즉,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활동

을 통해서 뇌의 영역 간 연결망이 구축되고 활성화되며, 조

절능력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는 것이다(Tarullo, 

Obradović, & Gunnar, 2009). 이러한 연구는 애착이론에서 강

조하는 민감한 양육, 따뜻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발달 전

반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험임을 뒷받침한다. Bowlby 

(1969)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설명하면서 

유기체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환

경 및 자신을 통제하려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스로 상

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는 정신 구조의 역동적 측면을 의

미한다. Lopez와 Brennan (2000)은 Bowlby의 이러한 견해를 확

장시켰다. 즉, 영아는 양육경험을 내적작동모델에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표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애착욕구나 양육자의 

반응패턴으로 발생한 정서에 자신이 반응하는 암묵적인 행동

전략을 규칙으로 부호화하여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묵

적 규칙을 Wallin (2007)은 영아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 적

응하는 애착전략으로 보았으며, Fonagy와 Target (1997)은 암

묵적(implicit) 기억에 의해 애착전략이 내적작동모델에 규칙

으로 부호화되어 저장된다고 설명하였다. 정보처리가 암묵적 

기억으로 진행될 때 정서와 행동 조절은 자동적으로 익숙해진 

패턴으로 작동하며, 감각적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

동적 표상은 스스로 의식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

에 행동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인 패턴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J. Kim, 2013).

애착관련 연구들은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일관

적으로 따뜻하게 수용하는 민감한 양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평가, 환경 및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 및 

해석 등 발달 및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핵심 요

인임을 뒷받침한다. 양육 민감성이 높은 어머니의 영아는 애

착욕구가 충족되고 정서가 안정되어 탐색행동이 촉진되며(H. 

M. Lee, Park, & Seo, 2008), 자신과 환경에 대한 조절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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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Bowlby, 2005),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 잘 다룰 수 있었다

(Field, Diego, & Hernandez-Reif, 2006). 반면, 양육민감성이 낮

은 어머니의 영아들은 공동주의(joint attention) 수준이 낮으며

(Gaffan, Martins, Healy, & Murray, 2010), 운동 및 정서 발달의 

지연(Murray & Cooper, 1997), 유아기 분리불안 및 학령기 또

래관계 어려움,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았다(Kam et al., 2011).

애착관련 연구들은 또한 민감한 양육을 통해 긍정적인 내

적작동모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조절능력도 발달한다는 

Bowlby (1969)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는 학교준비도의 중요 

변인인 조절능력 발달의 전제 조건이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임

을 의미한다(H. J. Park, Lee, Choi, & Bang, 2005). 조절능력 중 

특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문제행동과 가장 관련성

이 높다(Seo & Shim, 2016)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

도와 관련된 조절능력으로 정서조절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정

서조절능력이 미숙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야기하여 위축 또는 공격성을 유발시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보고

한 연구들(Hwang & Bang, 2012; S. A. Kim & Park, 2009; Seo & 

Shim, 2016)은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태도가 정서조절능력 발

달의 전제조건임을 뒷받침한다. 양육 민감성의 중요한 측면

인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자녀가 내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MacDonald, 1992), 그 과정에서 부모가 정서조절 방법을 직

접 가르치거나 모델을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조절을 돕게 된

다(Isley, O’Neil, Clatfelter, & Parke, 1999). 더 나아가 온정적 양

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양육자에

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순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Yoo & Kim, 2017),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

는 연구결과(Choi, Yoon, & Yeon, 2016; W. K. Lee, Kim, & Yun, 

2018)는 민감한 양육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면 부

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

에 필요한 능력 및 학업수행을 위한 기초학습능력 등 인지적 

기술 발달로 이어져 학교준비도를 높인다는 점에서(J. A. Lee, 

Park, Chung, & Yi, 2017), 민감한 양육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

련성을 학습준비도와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과 함께 고려

하면 민감한 양육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정서조

절능력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민감한 양

육은 또한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에게 보호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예민하고 잘 우는 등 부정적 정서

성이 높은 영아가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을 경험하면 그렇

지 않은 영아에 비해 이후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으

며(Belsky, Hsieh, & Crnic, 1998; Morrell & Murray, 2003), 기질

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한 양

육 경험을 제공하는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았음이 보고되었다(Pluess & Belsky, 2010).

앞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

키는 일차적인 환경은 가정이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애착이론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

인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양육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에 대

해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지고(Suchman & Luthar, 2001), 중추

신경계 및 호르몬 분비변화로 인해 정서조절이 어려워져 온

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줄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Bugental, Olster, & Martorell,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관련 문제 및 또래관

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J. Yoon, 2017), 일상적인 양육

행동에도 반영되어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eater-Deckard, 1998). 

출산 후 4년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대한 연구

(S. Park & Park, 2016)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가 만 3세가 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표현 증가 및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감

소에 간접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

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요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예민해지며 부정적 정서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결

과적으로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또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 Kim, Koo, & Kim, 2019; J. Yoon, Lee, 

& Lee, 2017).

양육스트레스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양육행동 및 자녀의 사

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그 경로의 역방향, 즉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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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표현 증가로 인한 반응변인으로 설명한 연구(Kwon, 2011)

도 있다. 반응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를 다루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성, 즉 자녀의 정서표현을 

어머니가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도 있으나(S. Park & 

Park, 2016),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증가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되었을 수도 있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Belsky 

et al., 1998; Morrell & Murray, 2003; Pluess & Belsky, 2010)는 양

육민감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

을 뒷받침한다. 즉, 민감한 양육이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

시킴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부모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져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양육의 민감성을 높이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낮춘다면 양육

스트레스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학령기 전이시기의 학교적응과 이후의 

사회적 적응 및 성취수준에 중요한 발달지표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양육은 양육스트

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성 등 유아의 기질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가정양육환경 변인, 그리고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등을 포함한 개인적 변인들의 개별적 또

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많으나, 학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양육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기질의 매개 효과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효과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

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

차적인 요인을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으로 가정하고, 그 경로

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기질의 매개 효과와 유

아 정서조절능력의 연속다중매개효과(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령기로의 

전이시기에 학교적응에 중요한 학교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부모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 초점을 양육민감성에 

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델(Figure 1)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만감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학

교준비도 간에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와 기질이 양육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3

정서조절능력이 양육스트레스 및 기질과 학교준비도를 매개

하는가?

Figure 1.  The model for the hypothesis.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2개 기관의 만 5

세반 20학급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

급 전체 아동의 가정으로 어머니용 질문지 총 400부를 배부하

였고, 그 중 회수된 286명의 아동에 대해 각 아동의 담임교사

가 교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286명 중 자료 분석 대상은 총 271명이

었다. 남자아동 150명(55.4%), 여자아동 121명(44.6%)이었으

며, 모의 연령은 27-35세 73명(27%), 36-43세 178명(65.8%), 

44-52세 19명(7%), 53세 이상 1명(0.4%)이었고, 교사의 연령

은 23-30세 146명(53.9%), 31-40세 37명(13.7%), 50세 이상 16

명(6%)이었다(Table 1).

Parenting  
Sensitivity 

Parenting  
Stress 

School  
Readiness 

rEmotion  
Regulation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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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양육민감성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은 한국아동패널연구 1차년도 조사부

터 사용된 양육행동척도(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Bornstein et al., 1996) 중 사회적 양육유형 하위척도로 측정하

였다. PSQ는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tion)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 setting)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회적 양육유형은 어머니가 실제로 자녀와 주고받는 관계적 상

황에서의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정성 및 반

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Bowlby (1969)는 안정애착 형성

을 위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태도를 따뜻함, 수용적이고 지

지적임, 조율적인 반응으로 개념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온정성 및 반응성을 양육의 민감성으로 개념화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K. H.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Scale [PSS]) 중 ‘부모역할 

수행의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원 도구는 이 요인 외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을 포함하여 구성

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연구 3차년도부터 포함된 양육스

트레스 조사 시 PSS 중 부모역할 수행의 부담감 및 디스트레

스 요인만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 요인을 양육스트레

스의 대표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원 도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의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

인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2007년도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진술이 명확하지 않

은 1문항을 제외한 11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그 

11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유아기질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은 한국아동패널연구 3차년도 이후 조사부터 

사용된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EAS; Mathiesen & Tambs, 

1999)로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정서성(emotionality) 5문

항, 활동성(activity) 5문항, 사회성(shyness/sociability)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정서성 점수가 높을

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며, 활동성 점수는 높을수록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이, 사회성 점수는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정서성 5문항에 대한 원도구의 채점방식을 역으로 산

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표현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

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77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성 

.77,  활동성 .76, 사회성 .82이었다.

 

유아 정서조절 측정도구

유아의 정서조절은 Rothbart, Ahadi와 Hershey (1994)가 3-7

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d Behavior 

Questionnaire [CBQ]) 중 의도적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

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용 관찰척도로서 총 27문항이며, 하위

척도는 ‘주의집중하기’ 9문항, ‘통제하기’ 13문항, ‘주의전환하

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BQ는 관찰을 통해 부모가 유

아의 의도적 통제능력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Moon, 2010).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
Child’s gender Male 150 (  55.4%)

Female 121 (  44.6%)
Mother’s age 27-35 73 (  27.0%)

36-43 178 (  65.8%)
44-52 19 (    7.0%)
53+ 1 (    0.4%)

Teacher’s age 23-30 146 (  53.9%)
31-40 37 (  13.7%)
41-50 72 (  26.6%)
50+ 16 (    6.0%)

Total 271 (100.0%)
Note. N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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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주의

집중하기 .66,  통제하기 .79, 주의전환하기 .70이었다.

학교준비도 측정도구

학령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한국아동패널연구 7차년 조사

에서 사용된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의 일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Murphey와 Burns (2002)가 개발한 척

도로서 사회정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

통 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 총 2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척도의 사회성 문항들과 유사한 사회정서발

달 영역 6문항을 제외하고 3개 하위영역 16문항만 사용하여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고 하위영역

별로는 학습에 대한 태도 .90, 의사소통 .86, 인지 및 일반적 지

식 .79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K도 소재 유치

원과 어린이집 어머니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1차적으로 각 학급의 전체 유아 가정으로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을 평가하는 어머니

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

으로 학교준비도를 평가하는 교사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두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대상은 총 286명이었으나 그 중에서 일

관응답 또는 무선응답을 한 대상을 제외시킨 27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추정법 중의 하나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기에 표본의 크기가 150-400정도가 적당

하기 때문에(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본 연구에

서는 1차적으로 20학급 총 40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용 질문

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기관장 및 담임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였

고, 질문지 배부와 함께 연구의 목적 및 동의서도 함께 배부하

였다. 어머니 동의서에는 자녀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연

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 교사의 동의서

도 교사용 질문지를 배부할 때 포함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평

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

들 간의 상관을 알기 위해 PASW 18.0 (SPSS Inc., Chicago, IL)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할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AMOS 18.0 (IBM Co., 

Armonk, NY)를 사용하여 가설의 검증은 양측검정(two-tailed)

을 선택했고 유의수준이 .05일 때,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은 

C.R.(검정통계량) 값이 1.96이상이면 통계적 유의확률이 높

게 된다. 모델 적합도 검정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카이제곱(χ²)검

정, GFI, AGFI, RMSEA 지수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구모델

이 영모델(null model)에 비해 얼마나 측정되었는지는 증분적

합지수(incremental model)인 CFI, NFI의 값(Browne & Cudeck, 

1992; Byrne, 2009; S. Hong, 2000)을 통해 평가하였다. 각 지

수는 χ²의 p-value < .05, 0.5 < RMSEA < 0.8, AGFI, GFI > 0.9, 

NFI, CFI > 0.9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와 간접 효과의 유의수준은 p < .05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다중매개효과 검정은 Sobel (1982) 검정방법을 선택하였고 

Z값 통해 각각의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보고하였다.

Results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구조방정식의 정규성 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와 첨도 절대

값이 3-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Kline, 2015).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구모델의 측

정변인과 잠재변인들 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p < .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측

정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는 Table 4에 제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민감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r = -.465, p < .01), 기질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145, p < .05). 또한 양육민감성은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정

적상관을 보였다(r = .424, p < .01).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390, p < .01). 정서조절은 

학교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22,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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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Parenting sensitivity Parenting stress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School readiness

M 3.84 2.38 3.42 3.60 3.41

SD .43 .63 .40 .40 .42

Skewness -.143 .427 -.106 .109 -.935

Kurtosis .074 .203 .160 -.052 .696

Note. N = 271.

Table 3
Estima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Final Model

Path B SE C.R. β

Parenting sensitivity → Sen1 1 .81***

Parenting sensitivity → Sen2 .762 .077 9.92 .68***

Parenting sensitivity → Sen3 .840 .082 10.26 .71***

Parenting stress → S1 1 .80***

Parenting stress → S2 .957 .074 12.94 .81***

Parenting stress → S3 .966 .076 12.73 .80***

Temperament → T1 1 .90***

Temperament → T2 1.46 .143 10.19 .75***

Temperament → T3 1.42 .143 9.93 .90***

Emotion regulation → Em1 1 .63***

Emotion regulation → Em2 1.20 .139 8.653 .84***

Emotion regulation → Em3 .76 .108 7.082 .53***

School readiness → Sc1 1 .89***

School readiness → Sc2 .466 .054 8.632 .58***

School readiness → Sc3 .612 .060 7.066 .77***

Note. N = 271.
***p < .001.

Table 4
The Correlation Matrix for the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Parenting sensitivity —

2. Parenting stress -.465** —

3. Temperament .145* -.011 —

4. Emotion regulation .424** -.390** .035 —

5. School readiness .087 -.064 .077 .222** —

Note. N = 271.
*p < .05. **p < .01.



Shim and Woo   76

연구 모델 적합도 평가 결과

연구모델의 지수판단기준은 적합도와 간명도라고 할 수 있

는데, 상대적 부합도 평가지표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 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S. 

Hong, 2000). 연구모델의 RMSEA의 적당한 모형 지수는 .05

∼.08 이하이면 가능하고 간주된다. Table 5에서 제시된 것처

럼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² = 140.812 (df = 82, p 

< .001), χ²/df = 1.717 (χ²/df < 2), AGFI = .910, GFI = .939, NF I 

= .909, CFI = .959, RMSEA = .052로 모든 적합도 기준에 양호

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검정 결과

본 연구 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는 Table 6, 모델의 표준화된 

각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6에서 제시된 것처럼 첫째, 양육민

Table 5
The Goodness of Fit Index and Parsimony Index of the Model

χ² df χ²/df GFI AGFI NFI CFI RMSEA [CI]
140.812*** 82 1.717 .939 .910 .909 .959 .052 [.037∼.066]

***p < .001.

Table 6
Estimation of the Model Parameter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l

Path B SE C.R. β
Parenting sensitivity → Parenting stress -.76 .11 -7.18 -.56***
Parenting sensitivity → Temperament .11 .05 2.31 .17*
Parenting sensitivity → Emotion regulation .30 .08 4.01 .39***
Parenting stress → Emotion regulation -.16 .05 -3.22 -.29**
Parenting stress → School readiness .10 .08 1.22 .11
Temperament → Emotion regulation -.06 .08 -1.06 -.07
Temperament → School readiness .21 .14 1.56 .11
Emotion regulation → School readiness .48 .15 3.24 .30**
Note. N = 271.
*p < .05. **p < .01. ***p < .001.

Table 7
The Standardized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Each Path of the Model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arenting sensitivity → Parenting stress -.561** -.561*** —

Parenting sensitivity → Temperament .172* .172* —

Parenting sensitivity → Emotion regulation .545** .404***   .152* .141*
-.011

Parenting sensitivity → School readiness .116* — .116*
Parenting stress → Emotion regulation -.272** -.272** —

Parenting stress → School readiness .010 .081 -.071*
Temperament → Emotion regulation -.067 -.067 —

Temperament → School readiness .090 .107 -.018
Emotion regulation → School readiness .262** .262** —

Note. N = 27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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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은 양육스트레스(β = -.56, p < .001), 기질(β = .17, p < .05), 

정서조절(β = .26, p < .001) 모두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양육민감성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여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β = .15, Z = 3.72, p 

< .001). 그러나 양육민감성은 기질을 매개하지 않았고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β = -.01, Z = -0.80, p > .05). 또

한 양육민감성은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β = .12, Z = 1.68, p < .05)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

스트레스는 정서조절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여 학교준

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7, Z = -1.68, p < 

.05). 그러나 기질은 정서조절을 매개하지 않았고 학교준비도

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β = -.02, Z = -0.75, p > .05). 본 연구

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와 유의성 검증결과를 Figure 2에서 그

림으로 제시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

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밝히고,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

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

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으로 양육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낮

았으며, 낮아진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양육의 민감성을 부분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어머

니의 양육민감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낮추고 활동성 및 

사회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양육민감성이 높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양육민감성이 양육스

트레스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즉, 민감한 양

육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 및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반

응하는 행동전략을 발달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유아의 적응 행동은 어머

니로 하여금 양육의 어려움을 낮추어 양육스트레스가 줄고 이

는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 증가로 이어져 다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을 높이는 상보적 순환과정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론은 Bowlby (1969)의 내적작동모델 개념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양육의 민감성을 높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며, 이는 궁극적으

로 자녀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원적인 접근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유아의 기질행동 중 부정적 정서성

Figure 2. Standardized factor estimation of the research mode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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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추고 활동성 및 사회성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의 결과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기질적으로 예민하

고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

해(Belsky et al., 1998; Morrell & Murray, 2003)를 뒷받침한다. 

또한 지지적이고 민감한 양육경험을 제공한 중재프로그램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

과(Pluess & Belsky, 2010)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양육민감성의 직접 및 간접 

영향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Bowlby (1969)의 애착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민감한 양육

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영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

감 발달을 토대로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H. J. Park et al., 

2005). 정서조절능력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긍

정적인 감정 교류 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내적 기쁨을 경험하

게 하고(MacDonald, 1992), 이는 양육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순응하게 하며(Yoo & Kim, 2017), 그 과정에서 부모가 정서조

절 방법을 직접 가르치거나 모델을 제공하여(Isley et al., 1999)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이 높을 때 자녀가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조절감을 느끼

며(Bowlby, 2005),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룰 수 있고(Field 

et al., 2006),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

로(Hwang & Bang, 2012; S. A. Kim & Park, 2009; Seo & Shim, 

2016)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양육민감성이 유아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기질 변인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평

행다중매개 모델(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가설을 검증

한 결과, 양육민감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를 

통해서 간접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

스는 정서조절능력의 완전매개를 통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

적 영향을 밝혀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만 3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증가 및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유아의 정서관련 문제 및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S. Park & Park, 2016; 

J. Yoon, 2017),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

업수행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Y. Kim et al., 2019; J. Yoon et al., 2017). 이러

한 간접 영향의 경로를 추론하면, 높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

하고, 자녀는 욕구충족 부족으로 인해 더 예민해지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면서 상호 간에 부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해 통제력 부족이나 부정적 또래관계 등 학교

적응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자녀와의 부

적절한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양육스트레스의 간

접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Deater-Deckard, 1998) 역시 이러한 

경로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령 전 학교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유아 기질의 매개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민감성 및 양육스트레스를 기질과 함께 분석한 결과, 기질

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

아의 기질에 적합하도록 조율된 민감한 양육을 제공하는 경우 

유아의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교준

비도에도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

아의 발달 및 적응능력을 돕기 위한 방안은 환경 변인인 양육민

감성과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기질이란 개인적 변인

은 조화적합성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양육민감성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여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민간성은 

양육스트레스가 정서조절능력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여 

학교준비도에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정서조절능력의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

의 결과는 조절능력과 학습태도 및 과제수행간의 정적인 상

관을 밝힌 선행연구(Blair & Razza, 2007; Spira & Fischel, 2005) 

결과와 일치한다. 양육민감성이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학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따뜻하고 

합리적인 양육이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지적 기술 발달

을 포함하여 학교준비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J. A. Lee et al., 

2017)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서조절능력은 학습태도 및 수행,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적응 전반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강조된다(Blair & Razza, 

2007; Murphey & Burns, 2002). 본 연구에서 양육민감성이 정

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감한 양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발달 

및 적응에 일차적 요인으로 작동함을 뒷받침한다. 뇌신경발

달 연구를 근거로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Tarullo 등(2009)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활동이 조절능력을 관장하는 두뇌영

역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활성화시켜 조절능력이 발달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감한 양육 경험은 영아의 정서를 안정

시켜 탐색행동을 촉진하며, 이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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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이러한 경험은 조절능력을 관장하는 두뇌영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조절력 발달을 이루어짐을 뜻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

차적인 요인은 양육민감성이며, 정서조절능력을 통한 연속다

중매개효과(serial multiple mediator effect)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양육민감성은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직접 영향 뿐 아

니라 양육스트레스를 통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정서조

절능력를 매개하여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정서조

절능력은 양육스트레스와 학교준비도 간에 영향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을 양육민감성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과 함께 분석했을 때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이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혔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본다. 또한 양육민감

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어머니 특성 변인

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완전 매개하여 학교준비도에 영향

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의 초점을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 증진에 두어야 함을 밝

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학령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기질이 아닌 

양육의 민감성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변인이라는 

점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뿐 아니라 

학령기 및 그 이후의 발달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차

적 환경은 가정, 특히 어머니이며, 민감한 양육을 통해 유아가 

어머니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할 때 다양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행동관찰에 근거한 어머니 

평가만을 실시하였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은 교사, 또래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상황변수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Moon, 2010)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교실 등 다른 맥락에서도 평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유아 기질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과 함께 분석하였을 때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뒷받침할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려웠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 및 유아 

기질의 영향력을 동시에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기질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또한 양육민감성이 발달 및 적응에 일차적 요인

으로 작동함을 뒷받침하였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어

머니의 양육민감성을 높이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밝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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