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Korean J Child Stud 2020;41(1):1-13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Change Trajectory of Mothers’ Value of Children in
Infan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Childhood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Hyun Soo Jung1, Jin Suk Lee2
Master,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1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2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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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for the
change trajectory of mothers’ value of children in infancy and how this value affect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ubsequent behavioral problems of the child.
Methods: This study employed longitudinal survey data from the 1st (2008)~3rd (2010) and the 6th
(2013) surveys conducted by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601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sults: Mothers’ value of children in infancy demonstr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both emotion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 both showing a
decrease over tim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effect on th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higher the initial emotional value, the warmer and more
controlling the parenting behavior. In addition, larger rates of change led to parenting behavior with lower
levels of warmth and control. Additionally, mo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was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 resulting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The higher the
initial instrumental value, the warmer and more controlling the parenting behavior. However, the rate of
change for the instrumental value did not affect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childhood nor the
behavioral problems of the childre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mothers’ value of children in infancy changes over time. In addition,
it also confirms that mothers’ value of children is an important mechanism that influence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by mediating parenting behavior; this occurs throug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in which mothers’ value of children in infancy affects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childhood and
the subsequent behavioral problems of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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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되었고,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
동이 많이 나타나고,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

유아기의 사회정서발달은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발달하

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 A. Lee, Park, Chung, &

며 이후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Yi, 2017; Shin, 2016).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신념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사회정서발달

이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중재한다고 보고

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좌절을

하였고(Chan, Bowes, & Wyver, 2009),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야기할

목표나 욕구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능력이 발

( Judith, 2017). 이는 부모의 자녀가치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

달하고 사회기술을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

는 바가 양육의 기준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다

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여

적극적인 양육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러 가지 심리, 정서 문제나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자녀가치는 양육행동에 선행되며, 양육행동과 함께 유아의 문

최근 ADHD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수가

제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급증하면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을 찾

또한, 부모의 자녀가치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도 영향을

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S.-J.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Park (2012)은 영아기 어

Lee & Yoo, 2012)에서 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

머니의 자녀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영아의 사회 · 정서발달

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치가 유아의

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행동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긍정적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국내 선행

또래상호작용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부정적 또래상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고 통제적 양육행

호작용에는 약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

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

Lim & Choi, 2015). 이처럼 부모의 자녀가치는 영아기와 유아

타난다고 꾸준하게 보고되었다(Kang & Oh, 2011; M.-E. Kim,

기의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6). 뿐만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강압적

그러나 자녀가 영아기일 때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이후

이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

자녀의 유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는 부족한 실정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Leve, Kim, & Pears, 2005; Yoon et al.,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가치의 변화가 이후 유아기

2017).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부모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주는 환경 변인으로 관심이 높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

맞추고자 한다.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녀가치는 1970년대 초부터 사용되었으며, 자녀를 통해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가

얻는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찾는 도구적 가치와 자

지닌 자녀에 대한 가치(이하 자녀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녀로 인해 얻는 기쁨과 애정,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을 포

고 있다. 자녀가치(the value of child)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

함한 정서·심리적 가치로 구분된다.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포

는 관점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생기는 이득과 손

함한 부모의 자녀가치는 사회문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실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를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와 자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 간의 비교나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연

로 인해 얻는 기쁨과 애정,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포

구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농업사회였던 과거에 비해 현

함한다. 초기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출산 동기나 출

대사회에서는 정서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를 점점 낮게 인식

산 경향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Okagaki와

한다고 보고하였다(Arnold & Fawcett, 1986; Kwon, 2003). 이러

Sternberg (1993)는 자녀가치가 자녀의 양육행동을 이끌면서

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높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경험들을 구조화시키는 시

게 평가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사회였던 전통 사

작점으로 보고하는 등 자녀가치가 양육행동 및 자녀 발달과

회에서는 자녀를 가계를 계승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가

관련된 연구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

치를 두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면, Ok (2018)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

얻고 부모가 되는 일에 가치를 두는 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

적 가치가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

다. 더불어, 최근 영아기 부모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에 대한

3 Change Trajectory of Mothers’ Value of Children

Methods

종단연구인 J. Lee, Kim과 Lee (2015)의 연구에서 자녀의 출생
부터 3세가 되는 동안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짧은 시기
에도 변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아기 부모의 자녀

연구대상

가치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하는 한 편만 있을 뿐이다. 이에 부
모가 가진 자녀가치는 사회 문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an Children [PKSC])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150가구를 전체 표본으

이상의 내용을 통해, 영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도구적 자녀

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6차년도(2013년)까지 유지된 1,662

가치는 이후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양

명 중 1차년도(2008년)부터 3차년도(2010년)에 조사한 어머

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

니의 자녀가치에 2년 이상 응답하고, 6차년도(2013년)에 조사

상된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가치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간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응답한 자료를 분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자녀가치와 문제행동 간의 연

석에 사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1,601명이다. 유아의 성

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황이다. 또한 자녀가치와 양육행

별은 남아가 825명(51.5%), 여아가 776명(48.5%)으로 남녀아

동, 문제행동 간의 단기 종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S. A. Lim &

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연구윤리위원회

Lim, 2015)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더불어, 부모의 자녀가치가

(IRB) 승인 면제를 받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선행연구(Kwon, 2003; J. Lee
et al., 2015)를 미루어 볼 때 자녀가치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면

연구도구

서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영아기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녀가치

자녀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이후 유아기 양육행
동과 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

어머니의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5)의 자녀가치

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도는 자녀가치를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누어 측정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

하였다.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

는 일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와 같

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도구적 자녀가치의 변화궤

은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여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내

적을 살펴보고, 자녀가치의 변화궤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용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적 가치는 “자녀가 있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이 경제적인 부분

가치 및 양육행동의 영향을 밝히고,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

과 가계 계승, 사회적 의무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7문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가 높은 것

다음과 같다.

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
서 산출한 신뢰도는 정서적 가치는 .60～.69이고, 도구적 가치

연구문제 1

는 .71～.73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녀가치의 신뢰도가 낮은 편

어머니의 자녀가치(정서적, 도구적)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이나 .60이상이면 내적일치도로서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어 분
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Bae, 2011).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녀가치(정서적, 도구적)의 변화궤적이 유아의 문

어머니의 양육행동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ho, Lee, Lee와 Kwon
(1999)의 양육행동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정한 척도

Jung and Lee 4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 by Sub-Factor of the Problem Behavior Scale
Sub-facto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Total number of questions
Emotionally reactive

9

Anxious/depressed

8

Somatic complaints

11

Withdrawn

36

Attention problems

5

Aggressive behavior

19

를 사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료분석

양육의 즐거움 등으로 구성된 온정요인과 자녀에게 행동표준
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 요인으로 나누었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와

였고, AMOS 18.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확인적

같은 온정적 양육 6문항과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

요인분석과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을 확인하

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기 위해 잠재성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다.”와 같은 통제적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문항이다.

변화궤적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단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온정

였고, 구조적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모두 2문항씩 항목묶음을 실시하여 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각 3개의 측정변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였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

유아의 문제행동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과 기대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 [EM])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유아행동평가척

적합도는 NFI,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도(CBCL 1.5-5)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반

고, RMSEA는 .10 이하는 보통, .08 이하는 괜찮음, .05 이하는

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 위축(8문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Bae, 2011). 그러나 완전정보최대우

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

도법은 부트스트래핑에 제약이 있어, 기대-최대화를 사용하

서불안, 신체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측

여 결측치를 처리한 후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하였다.

정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5문항), 공격행동(19문
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

Results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

에서 응답지를 토대로 매뉴얼에 의거해 계산한 값을 제공하였

정식 모형을 실시하기 위해 분석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

고, 제공한 문제행동척도의 총점, 백분위, T점수 중 T점수를

하여 정규분포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지 확인한 결과, 왜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95에서 .30이었고, 첨도는 -.36에서 1.10사이로 확인되었다.

구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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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Mother’s EVC

M (SD)
Skewness
Kurtosis
4.48 ( .52)
-.95
.57
4.32 ( .59)
-.87
1.10
4.29 ( .57)
-.65
.46
Mother’s IVC
2.96 ( .77)
.01
-.29
2.92 ( .77)
.12
-.07
2.90 ( .75)
.09
-.09
Mother’s WPB
3.68 ( .55)
-.06
.19
Mother’s CPB
3.49 ( .51)
-.07
.15
Children’s IBP
Wave 6 (2013)
48.21 (9.88)
.30
.09
Children’s EBP
47.09 (9.57)
.21
-.36
Note. N = 1,601. EVC = Emotional value of children; IVC =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WPB = Warm parenting behavior; CPB =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IBP =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EBP =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Wave 1 (2008)
Wave 2 (2009)
Wave 3 (2010)
Wave 1 (2008)
Wave 2 (2009)
Wave 3 (2010)
Wave 6 (2013)

Table 3
Correlation of Mother’s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and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1. EVC
(2008)
―

2. EVC
(2009)

1.
―
2.
.44***
3.
.38***
.52***
4.
.37***
.23***
5.
.29***
.41***
6.
.22***
.25***
7.
.15***
.18***
8.
.03
.06*
9.
-.07**
-.09***
10.
-.09***
-.11***
Note. N = 1,601.
*p < .05. **p < .01. ***p < .001.

3. EVC
(2010)

4. IVC
(2008)

5. IVC
(2009)

6. IVC
(2010)

7. WPB
(2013)

8. CPB
(2013)

9. IBP
(2013)

10. EBP
(2013)

―
.24***
.31***
.41***
.17***
.05
-.12***
-.13***

―
.64***
.55***
.08**
.05
-.12***
-.12***

―
.62***
.10***
.09**
-.11***
-.10***

―
.08**
.09***
-.10***
-.07**

―
.21***
-.20***
-.28***

―
.02
.02

―
.73***

―

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유아의

료는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켜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이 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자녀가치는 내재화

능함을 확인하였다.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도구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 자녀가치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유의미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 추정

하지 않았다. 도구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약한 정
적 상관을 보였고,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적상관을 나타났다.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Fig-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

ure 1과 같이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정서

화 문제행동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

적 자녀가치와 도구적 자녀가치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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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atent growth model of the value of children.
Table 4
Latent Growth Model Fit by the Type of Change Model
Variables
Mo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Mother’s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Type of change model

χ²( df )

NFI

TLI

CFI

215.44 (4)

.75

.62

.75

.18

Linear model

25.32 (1)

.97

.83

.97

.10

No change model

27.35 (4)

.98

.98

.99

.06

.13 (1)

1.00

1.00

1.00

.00

No change model

Linear model

RMSEA

Table 5
Mean and Variances of Intercept and Slope
Variables
Emotional
Instrumental
***p < .001.

Intercept mean
4.55***
3.00***

Intercept variance
-.09***
-.03***

Slope mean
.22***
.58***

Slope variance
.04***
.04***

I↔S covariance
-.05***
-.10***

Table 4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기 어머니의 정

Table 5에 제시된 정서적 자녀가치의 초기값 평균은 4.55

서적 자녀가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과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의 모형간의 χ² 및 자유도의 차이는 190.12, 3

( p < .001)이고 변화율 평균은 -.09 ( p < .001)로 영아기 동안
해마다 .09씩 감소하였다. 초기값의 분산은 .22 ( p < .001)이고

으로 임계치인 7.81보다 크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한다. 이

변화율의 분산은 .04 ( p < .001)로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에 두 모형은 유의하게 다르며, 선형모형이 선택되었다. 도구
적 자녀가치의 경우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간의 χ² 및 자유

의 변화 궤적은 유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 사

도의 차이는 27.22, 3으로 임계치인 7.81보다 커서 영가설을

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한 어머니는 정서적 자녀가치가 완

기각한다. 따라서 두 모형은 유의하게 다르며, 선형모형이 자

만하게 감소하였다.

이의 공분산이 -.05 ( p < .001)로 음수로 나타나 시작점에서 정

녀가치의 변화패턴을 보다 잘 설명하여 선형모형이 선택되었

도구적 자녀가치의 초기값 평균은 3.00 ( p < .001)이고 변화

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자녀가치의 경우 TLI값

율 평균이 -.03 ( p < .001)로 영아기 어머니의 도구적 자녀가치

이 .90보다 작으나 NFI, CFI 값이 .90이상이고, RMSEA 값이

는 해마다 .03씩 감소하였다. 초기값 분산은 .85 ( p < .001)이

.10이하로 권장 수용수준 이상으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

고 변화율 분산이 .04 ( p < .001)로 어머니 도구적 자녀가치의

로 판단하였다.

변화궤적은 유의미한 개인차를 확인하였으며, 초기값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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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사이의 공분산이 -.10 ( p < .001)로 음수로 나타나 시작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

서 도구적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한 어머니는 도구적 자녀가치

적 가치의 초기값이 클수록 양육행동의 온정 및 통제 수준이

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높아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적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가치의 변화율은 온정적 양육행동(β = .23, p < .001)과 통제적
양육행동(β = .10, p < .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다. 이
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변화율, 즉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

빠르게 감소할수록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도 빠르게 감소하

및 통제적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

고, 정서적 가치가 느리게 감소할수록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

악하기 위하 Figure 2와 같이 기저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

동도 느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을 통해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이 유아기 어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초기값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

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² =

미한 부적 영향력을 보인다(β = -.10, p < .01). 어머니의 정서적

581.66 (df = 80), NFI = .91, TLI = .89, CFI = .93, RMSEA = .06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이

으로 TLI값이 .90이상이지 않지만 그 외 적합도가 양호한 수

낮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의 변화율은 유아

준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모

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보인다(β

형으로 선택하였다.

= -.11, p < .01).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빠르게 감소할수록 유

가치의 초기값이 클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자녀가치를 정서적 자녀가치와 도구적 자녀가치

아의 문제행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정서적 가치가 느리게 감

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자녀가치의 변화

소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궤적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² = 378.78 (df = 37, p < .001), NFI = .94, TLI =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
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

.92, CFI = .94, RMSEA = .08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모형으

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로 확인되었으며, 각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영향력은 Figure 3

적 영향력(β = -.29, p < .001)을 가진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통

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의 초기값은 온정적 양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육행동(β = .30, p < .001)과 통제적 양육행동(β = .11, p < .01)에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Figure 2. Hypothetical model of the trajectory of mothers’ value of children, WPB, and CPB, and children’s IBP and 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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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ypothetical model of EVC trajectory, WPB, and CPB, and children’s IBP and EBP.
**p < .01. ***p < .001.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

화율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정서적 가치의 변화율이 유아의 문제행동이 미치는 직접적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6과 같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

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초기값의

동을 매개경로로 투입함으로써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효과분해 결과, 직접효과(β = -.10, p < .05)와 간접효과(β = -.08,

타났으므로,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p < .01), 총효과(β = -.18, p < .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초기값의
간접효과는 정서적 가치 초기값 → 온정적 양육행동 → 유아

도구적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
동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² = 372.59 (df = 37, p

의 문제행동, 정서적 가치 초기값 → 통제적 양육행동 → 유아

< .001), NFI = .94, TLI = .93, CFI = .95, RMSEA = .08로 나타나

의 문제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초

양호한 수준의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변인들 간의 구체

기값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적인 영향력은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

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의 초기값은 온정적 양육행동(β = .15, p < .001)과 통제적 양육

정서적 가치의 초기값이 유아의 문제행동이 미치는 직접적인

행동(β = .16, p < .001)에 정적 영향력을 보인다. 즉, 어머니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

도구적 가치의 초기값이 클수록 양육행동의 온정 및 통제 수

동을 매개경로로 투입함으로써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온

타났으므로,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도구적 가치의 변화율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변화율의

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에 약한 정적 영향

효과분해 결과, 직접효과(β = -.11, p < .05)와 간접효과(β = -.06,

력을 가진다(β = .18, p < .01). 이는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가 빠

p < .05), 총효과(β = -.17, p < .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르게 감소할수록 통제적 양육행동도 빠르게 감소하고, 도구적

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변화율의

가치가 느리게 감소할수록 통제적 양육행동도 느리게 감소하

간접효과는 정서적 가치 변화율 → 온정적 양육행동 → 유아

는 것을 의미한다.

의 문제행동, 정서적 가치 변화율 → 통제적 양육행동 → 유아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 초기값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

의 문제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변

영향력을 보인다(β = -.12, p < .001).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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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EVC Model
EVC intercept
EVC slope
EVC intercept
EVC slope
EVC intercept
EVC slope
WPB
CPB
Note. N = 1,601.
*p < .05. **p < .01.

Paths
→
→
→
→
→
→
→
→

WPB
WPB
CPB
CPB
Children’s BP
Children’s BP
Children’s BP
Children’s BP

Total effects (β)
.30*
.23*
.11*
.10*
-.10*
-.11*
-.29**
.07

Direct effects (β)
―
―
―
―
-.08**
-.06*
―
―

Inderect effects (β)
.30*
.23*
.11*
.10*
-.18*
-.17**
-.29**
.00

Figure 4. Hypothetical model of IVC trajectory, WPB, and CPB, and children’s IBP and EBP.
**p < .01. ***p < .001.

초기값이 클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어머니

같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 초기값

의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이 낮은

의 효과분해 결과, 간접효과(β = -.03, p < .05)으로 유의하였으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의 변화율은 유아의 문

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의 도구적 가치 초기값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가 유의하고, 정서 초기값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유

에 부적 영향력(β = -.31, p < .001)을 나타낸 반면, 통제적 양육

의하지 않아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행동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

났다. 이는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 초기값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며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

어머니의 도구적 자녀가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

또한,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 변화율의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

과,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

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7과

의 도구적 가치 변화율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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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IVC Model
Paths
IVC intercept
IVC slope
IVC intercept
IVC slope
IVC intercept
IVC slope
WPB
CPB
*p < .05. **p < .01.

→
→
→
→
→
→
→
→

WPB
WPB
CPB
CPB
Children’s BP
Children’s BP
Children’s BP
Children’s BP

Total effects (β)
.15*
.10
.16*
.18**
-.12
.02
-.31*
.07

Direct effects (β)
―
―
―
―
-.03*
-.02
―
―

Inderect effects (β)
.15*
.10
.16*
.18**
-.15
.00
-.31*
.07

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 매개하지 않는 것을 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미한다.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
이 많이 나타나며, 정서적 가치의 변화율이 온정 및 통제적 양

Discussion

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정
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온정과 통제수준이 높다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자녀가치의 변화궤적과 양육행동

보고한 연구( J. A. Lee et al., 2017; Shin, 2016)및 온정적 양육행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양육행동

동에 높다고 보고한 연구(Ok, 2018)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출

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산 초기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

하면 다음과 같다.

인 정서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이후 유아에 대한 애정 및 통제

첫째, 어머니의 자녀가치를 정서적 자녀가치와 도구적 자

적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아

녀가치로 나누어 자녀가치의 변화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

기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빠르게 감소할수록 이후 양육행동

해 확인해본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화

의 온정 및 통제수준이 빠르게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율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적 자녀가치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양육의 실제인 양육행

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도구적 자녀가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됨이

치는 정서적 가치에 비해 초기값이 낮았고, 변화율 역시 낮은

나 자녀를 통해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0-3세가 되는 동안 어머니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정과 통제 수준이 고루 높은 양육

인식하는 정서적 자녀가치와 도구적 자녀가치가 감소하는 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화궤적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J. Lee 등(2015)의 연구와 맥락을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의 변화궤적이 유아의 문

같이한다. 즉,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가치의 초기값과

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이 감소하며, 가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계계승이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가치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즉, 영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

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고 영아기 동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제행동 수준이 낮고, 0-3세 시기의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빠

자녀를 경제적 이득을 얻는 존재로 여기기보다 정서적 만족을

르게 감소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이 또한 양육 과정에서의

이는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

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S. A. Lim & Lim, 2015)와

지 변인들로 인해 영아기에 인식한 자녀가치가 변화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어머니의 초기 자녀가치

생각할 수 있다.

가 높고 정서적 가치의 변화율이 낮을수록 온정적이고 통제적

둘째, 영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의 변화궤적과 유아기

인 양육행동이 증가하며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문제행동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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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구적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셋째,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의 변화궤적과 양육행동, 유아

애정을 갖는 양육행동을 갖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도구적

부정적 행동발달을 예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받

가치의 초기값은 양육행동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

을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 변화 양상을 파악

면, 변화율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하고,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이후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었다. 구체적으로, 영아기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의 초기값은

행동을 매개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알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도구적 자녀

아보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가치가 높을수록 온정 및 통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된 육아정

또한 도구적 가치의 초기값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

책연구원의 아동패널조사(PSKC)를 이용함으로써 특정지역

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아

에서 수집된 자료보다 더 높은 일반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변화하는 것과 영아기 자녀가치가 이후

머니의 도구적 자녀가치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유아의 문제행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S. A. Lim & Lim, 2015)와 차이가 있다.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유아의 문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자녀가치에 비해 초기 도구적 자녀가치

제행동의 감소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부모가 되

수준이 낮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비롯한 자녀가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

그 이유로는 전통사회에는 가계 계승과 같은 사회적 의무나

성을 시사하며, 부모교육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력으로 평가하는 등 도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현

도 의의를 지닌다.

대 사회에는 자녀를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자녀 양육으
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도구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더불어 아버지의 자녀가치에 대

넷째,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전임했던 과거와는

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달리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의 사회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가

성 발달 등에 있어 아버지 양육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치 초기값이 온정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

보고되는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양육행동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적 가치의 변화율의 효

과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분해 역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둘째, 자녀가치의 변화함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변화에 따라 양육행동을 부분 매

확인하였다. 이는 자녀가치가 변화하는 것에 있어 개인차에

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어머

따른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치에 영향을

니의 도구적 가치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

주는 다양한 관련 변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서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도구적 가치의 초기값은 온정적 양

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보다 더 변화폭이 큰 것은 부모가 되는

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것에 대한 가치나 정서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정서적 가치는

타났으나 변화율에 따른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나 부부갈등 등의 어머니가 받는 부정적인 정서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자녀의 문제행
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인 자

경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녀가치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녀가치가 양육의 실제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자녀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며, 영아기의 자녀가치가 유아기 양육행동에 이르기까지 긍정
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볼 때, 부모가 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
녀출산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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