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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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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through inhibitory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aggress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277 toddlers, who were 24 to 35 months, and their mothers and
homeroom teachers. A scale of toddlers aggression: TBC (12 questions), a scale of inhibitory control:
BRIEF-P (16 questions), a scale of negative emotionality: ECBQ-short (12 questions) and a scale of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9 questions)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fo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etween variables using PROCESS macro methods.
Resul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hibitory contro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aggression of toddlers. Second, negative emotionalit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Last, the
mediating effect of inhibitory control was moderated by negative emotion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aggression of toddlers.
Conclusion: These results support Belsky’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When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is average or above, the more sensitive and responsive the increase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rough inhibition control, which has been confirmed to reduce
aggression. Implications of the intervention of early intervention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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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걸음마기 아동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

걸음마기의 아동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자율성과 능동성이 증

적으로 많고 이 시기에 제공되는 양육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가하며, 세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충동성을 보인다. 또한, 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의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느

어능력 향상 및 자아의 발달을 통해 자기주장과 함께 독립성

끼고 온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머니의

이 강해지기 시작한다(B. Park, Kim, Shin, Yun, & Noh, 2019;

양육민감성(parenting sensitivity)을 고려할 수 있다(Ainsworth,

Yoon & Lee, 1999). 이로 인해 기분의 변화가 심해지며, 의도

Blehar, Waters, & Wall 1978; N. Hong & Bang, 2018; Lee, 2005;

한 바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negativity)를

Shim & Woo, 2019).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은 자녀가 요구하

강하게 표현하는 등의 공격성을 표출한다(Brownell & Kopp,

는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부모의

2007; Y. E. Kim, 2014).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들

양육 능력을 말하며(Ainsworth, Bell, & Stayton, 1971), 따뜻함

은 걸음마기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에 직

과 정서적 지원과 같은 양육 행동을 포함한다(Stams, Juffer, &

면하게 된다.

Van IJzendoorn, 2002). 양육민감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

공격 행동의 발달적 변화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대부

녀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Bowlby, 2005; N.

분은 생후 6개월경부터 분노표출과 신체적 힘의 사용이 관찰

Hong & Bang, 2018), 자녀의 정서적 신호에 수용적이고 민감

되며, 일부 영아들은 이미 6개월 이전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

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

을 보인다(Hay et al., 2010, 2014). 물론 걸음마기 아동들이 보

친다(Belsky, 1984; J. Kim, 2016).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이는 공격성은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아동

다수이지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또래갈

의 개인내적 요인들과 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등, 사회적 기술 저하, 학업 실패 및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

면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다(Campbell, Spieker, Burchinal, Poe, & The NICHD Early Child

공할 수 있을 것이다.

Care Research Network, 2006).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이 보이는

아동의 공격성은 2-3세 동안 최고조에 달한 다음 5세부터

공격성을 발달 과정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Hay et al., 2014; NICHD Early Child

하기보다 공격성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 간

Care Research Network & Arsenio, 2000). 특히, 걸음마기 아동

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이는 신체적 공격은 의도적이기보다는 다소 격렬한 좌절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

이나 분노, 두려움에 의해 촉발된 충동적인 행동 억제의 실패

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적 요인으

로 볼 수 있다(Tremblay, 2000). 아동은 점차적 성장하면서 자

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Y. E. Kim, 2014; B.-K.

기조절의 발달과 더불어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

Park, 2013; van Aken et al., 2007)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개

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

인 내적요인으로는 아동의 기질(Lahey et al., 2008; Rothbart &

한다(Tremblay, 2010). 이처럼 아동들은 성장해 가면서 공격 행

Bates, 2006)과 자신의 행동 및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

동 표출 등의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조

력(Denissen, Thomaes, & Bushman, 2017), 실행기능(Kong &

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자기조절 능

Lim, 2012)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다. 아동의 공격성은 이

력은 실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Bernier, Carlson, &

러한 환경적 요인들과 아동 내적인 유전적, 심리적 요인들이

Whipple, 2010; Blair & Ursache, 2011). 실행기능을 발달시키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임이 밝혀지고 있으나(J. Chung, 2017;

는데 있어 부모의 초기 양육행동은 주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Verhoeven, Junger, van Aken, Deković, & van Aken, 2010) 주로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부모는 생애 초기부터

학령 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앞서 언

자녀의 행동에 대한 외부조절자 역할을 하며, 점진적으로 내

급한 것처럼 걸음마기 아동은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부정성이

부 조절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을 돕는

증가하여 자신의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등 부모와의 갈등이

역할을 한다(Grossmann & Grossmann, 1991; Spangler, Schieche,

높아지는 시기로 이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Ilg, Maier, & Ackermann, 1994).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보이는 공격성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 변인과 아동 내적 요인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실행기능에 대해 살펴본 국내외

들이 서로 어떠한 조건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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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행기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Cipriano-Essel, Skowron, Stifter와 Teti (2013)는 부정적 정서

(Kong & Lim, 2012; B. Park & Noh, 2020; Sulik et al., 2015; van

성 수준이 높은 유아에게서만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Dijk et al., 2017).

양육행동이 억제통제를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민감성은 순한

실행기능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억제통제(inhibitory

기질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유익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control), 전환 능력(shifting)을 포함한다(Diamond, 2013). 이

었다.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

중 억제통제는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고 공격적 충동을 억제

의 실행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써 아동의 조절 능력

하는 능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된다. 억제통제는 목

을 지원하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lair et al., 2014;

표 달성을 위해 부적절하거나 간섭을 일으키는 자극을 억제

Roskam, 2018; Stams et al., 2002). 이때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

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Best, Miller, & Jones, 2009).

에 따라 양육의 유익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즉,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흥분하였을 때 고함치는 것 같은 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인 억제통제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배적 반응을 억제하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

Belsky (1997)의 차별적 민감성 가설(differential susceptibility

는 인지적 조절능력을 말한다(Garon, Bryson, & Smith, 2008).

model)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긍정적

Gandolfi, Viterbori, Traverso와 Usai (2014)는 걸음마시기에 억

인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제통제가 충동적 또는 지배적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인 반응

아동들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인다. 이 가설은 생애 초기

억제와 간섭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인 간섭억제로 구분될 수

부정적 정서와 열악하고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취약성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갈등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외

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아동의 개성과 환경 사이의 또 다른 중

부의 요구에 따라 지연하거나 순응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요한 상호작용 형태를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의 기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억제통제는 생후 초기부터 점진적으

질을 취약성이 아닌 민감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을 제안한

로 발달하기 시작하다 만 2세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

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들은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사

므로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Diamond, 2016;

회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발달적 과업의 성취와 자신

Maccoby, 2007; Morasch & Bell, 2011; Roskam, 2018).

의 행동을 조절하는 억제통제의 발달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한편, 아동의 공격성은 타고난 기질적 성향과도 밀접한 관

다. 하지만 초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관계 및 어머니의 지지적

련성이 있다(Lahey et al., 2008; B.-K. Park, 2013; Rothbart &

이고 온정적인 양육 행동에 따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

Bates, 2006). 특히, 부정적 정서성과의 관련된 연구가 가장 일

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아동

관되게 보고된다(Pluess & Belsky, 2010; van Zeijl et al., 2007).

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elsky &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은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

Pluess, 2009; Kochanska, Kim, Barry, & Philibert, 2011).

는 특성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쉽게 반응하여 울음과 짜증, 흥

지금까지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걸음마기 아동의

분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

공격성, 억제통제 및 부정적 정서성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부

애 초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이후의 자기조절 미숙

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제시하는 온정적

을 포함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취약성으

인 환경과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의 유익성이 아동의 억제

로 고려되어져 왔다(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Lahey

통제를 증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공격성 수준을 낮출

et al., 2008). 하지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영유아가 합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리적인 훈육을 경험한 경우 쉬운 기질의 영유아보다 행동문

간의 관계에서 억제통제의 매개효과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제를 더 적게 보였으며(van Zeijl et al., 2007), 같은 맥락으로 높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은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는 유아에게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보다 확장하여 양육민

육 경험을 제공하였을 때 양육의 유익성이 가장 높았다(Pluess

감성이 억제통제를 매개로 걸음마기 공격성에 미치는 관계에

& Belsky, 2010).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을 걸음마기 아동이 보

서 부정적 정서성의 역할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

이는 충동적인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격 행동 표출

개(moderated media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

을 취약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

은 조건부과정모형으로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단순히 확

서성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인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을 단일모형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합하여 전체적인 변인들간의 복합해진 관계를 깊이 있게 검

Kim and Kim 108

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H.-K. Lee, 2016). 즉, 예측변인이 매개

령은 30.42개월(SD = 3.97)이었으며, 남아 137명(49.5%)과 여

변인을 통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

아 140명(50.5%)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0세가

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116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가 112명(40.4%), 40-45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세 32명(11.6%), 30세 이하 17명(6.1%)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억제통제의 매개 역할을 확

학교 졸업이 159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79

인하고,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언제 발생하는

명(28.5%), 대학원 이상이 23명(8.3%), 고등학교 졸업이 16명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칠 수 있

(5.8%) 순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301-400만원 미만이 93가구

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의 기질

(33.6%)로 가장 많았고, 501만원 이상 81가구(29.2%), 401-500

적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억제통제

미만 63가구(23.1%), 201-300만원 미만 32가구(11.6%), 200만원

의 역할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방적 차원

미만 7가구(2.5%) 순이었다. 89명의 담당 교사의 경력은 5년 이

을 넘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실천 가능한 조기

상 7년 미만이 22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7년 이상 10년

중재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만이 20명(22.5%), 3년 이상 5년 미만이 17명(19.1%), 1년 이상
3년 미만이 14명(15.7%), 10년 이상이 10명(11.2%), 1년 미만이 6

연구문제 1

명(6.7%) 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 졸업이 42명(47.2%)로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0명(33.7%), 보육교사 교육원

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졸업이 15명(16.8%), 대학원 이상이 2명(2.2%) 순이었다.

연구문제 2

연구도구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
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The Parental Style Ques-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공격성의

tionnaire (PSQ; Bornstein et al., 1996)를 H. M. Lee (2006)가 번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안한 척도를 Shim과 Woo (2019)가 적용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
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은 어머니가 자녀와 맺는 관계적
상황에서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온정성 및 반응성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him & Woo, 2019). PSQ는 어머니가
측정하는 질문지로 하위영역은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 한계설
정 유형, 가르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의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는 “나

Figure 1. Study model.

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
다.”,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
을 보인다.”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

Methods
연구대상

다 (1점), 아주 가끔 그렇다 (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
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와 G에 소재한 34곳의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24-36개월 걸음마기 아동 277명과 그들의 어머니이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다.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보육교사가 보고하였다. 277명 아동의 평균 연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2세 0개월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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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1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Isquith, Gioia와 Espy (2004)의 실

연구절차

행기능 평정척도-유아용(BRIEF-P)을 Seo와 Park (2011)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RIEF-P는 어머니가 측정하는 질문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억제통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의 일상적인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의 양육민감성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

5가지 하위항목(억제, 전환, 작업기억, 정서조절, 계획 · 조직

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5일

화)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충동 조절

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시설의 보육교

능력 또는 동작, 반응 및 동작을 중지/변환하는 능력을 측정하

사에게 어머니용과 교사용의 설문지에 대한 질문내용을 설

기 위해 억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명한 뒤 가정통신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여 아동을 통해 설문

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의 3점 척도로

지를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보육교사가 아동의 공격성에 대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억제통제가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해 평정한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총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3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연령이 맞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응답 자료 33부를 제외한 27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
었다.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자료분석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18개월에
서 36개월 영아용 기질 측정도구인 한국판 Rothbart 걸음마

자료분석은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기 기질 척도(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version 3.5 (Hayes, 2018)를 사용하였다. SPSS 20.0을 통해 기

축약형을 사용하였다(K. B. Yun, 2012). ECBQ의 축약형은 어

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머니가 측정하는 질문지로 하위영역은 부정적 정서성, 외향

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의 간의 관계에서 억제통제와 부

성, 의도적 통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정적 정서성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언제나

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 Model 1, Model 8을 사

그렇지 않다, 대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반반이

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다, 그런 편이다, 대개는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로 평정하였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Results

로 나타났다.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zelere,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억제통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Amberson과 Martin (1989)에 의해 개발된 Toddler Behavior

의 양육민감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기

Checklist (TBC)를 B. Y. Kim (2005)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

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용하였다. TBC는 담당 보육교사가 측정하는 질문지로 공격

같다.

적 행동, 반항적 행동, 정서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 행

Table 1에 의하면, 각 변인 평균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민감

동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행동 12문항을 사

성은 3.94 (SD = .51),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는 2.52 (SD =

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없다 (1점), 가끔 발생한다 (2점), 자

.41),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3.67 (SD = .99), 걸음

주 발생한다 (3점), 아주 많이 발생한다 (4점)의 4점 척도로 평

마기 아동의 공격성은 1.71 (SD =. 59)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왜도의 절대값 2.0 이내, 첨도의 절대값이 4.0 이내로 이를 포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함하므로 본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여(S. Hong, Malik,

나타났다.

& Lee, 2003) 자료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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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

1.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29***

―

3. Negative emotionality

-.24***

-.42***

―

4. Aggression

-.23***

-.56***

.28***

M

3.94

2.52

3.67

3.83

SD

.51

.41

.99

.59

Skewness

-.36

-1.15

.39

1.14

Kurtosis

.29

1.01

.08

.69

2. Inhibitory control

―

Note. N = 277.
***p < .001.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와 부정적 정서성 모두와 유의한 상
관이 있었다. Table 1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r = .29, p < .001)는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r = -.24, p < .001), 공격성(r = -.23, p < .001)은 부적 상
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
을수록,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수준이 높았지만,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의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
통제와 부정적 정서성(r = -.24, p < .001)과 공격성(r = -.42, p <

Figure 2.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inhibitory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aggression of toddlers.
***p < .001.

.001)은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걸음마기 아

Table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β = -.09)은 걸음마

동의 억제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의 수

기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억제통제

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β = -.76, p < .001)는 걸음마기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

쳤으며,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은 억제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

적 정서성은 공격성(r = .28, p < .001)과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

쳤다(β = .24, p < .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에서 걸음

하게 나타났다. 즉,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

마기 아동의 공격성 간의 총 효과는 β = -.27 ( p < .001)이었으

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나 매개변수인 억제통제가 투입되면서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β = -.09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간의 영향에서 억제통제의 매개효과

로 감소하여 억제통제가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에서 억제통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사이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으며, 부
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로 설
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Figure 2와 같다.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의 간접효
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억제통
제의 매개효과로 인해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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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Inhibitory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Aggression of Toddlers
95%

Pathway
β
SE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Inhibitory control
.24
.04
→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ggression
-.09
.05
→
Inhibitory control
Aggression
-.76
.07
→
Note. N =277.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cit confidence interval.
***p < .001.

t
5.15***
-1.48
-10.47***

LLCI
.14
-.21
-.91

ULCI
.33
.03
-.62

Table 3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Inhibitory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Aggression of Toddlers
Effect
SE
LLCI
Total effect
-.27
.07
-.40
Direct effect
-.09
.06
-.21
Indirect effect
-.18
.04
-.27
Note. N = 277.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cit confidence interval.

ULCI
-.14
.03
-.10

Table 4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of Toddlers
Variables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
Negative emotionality (B)
A×B

95%

β
.13
-.16
.09

SE
.04
.02
.03
R2
.01

t
3.03**
-7.15***
2.49*

LLCI
.04
-.20
.02

ULCI
.22
-.11
.17

p
.013

F
6.19*
95%

Conditioning Values
-1SD (-.99)
M (0)
+1SD (.99)

Effect
.04
.13
.23

SE
.06
.04
.05

t
.62
3.01
4.50

LLCI
-.08
.04
.13

ULCI
.17
.22
.33

Note. N = 277.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cit confidence interval.
*p < .05.**p < .01. ***p < .001.

는 간접효과 크기는 β = –.18, 신뢰구간이 (-.27, -.10)으로 나타

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

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

심화 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은 억제통제에 정적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
통제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13, p < .01),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다(β = -.16, p < .001).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사이에서 걸

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항은 억제통제에 정적으

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 = .09, p < .01), 상호작용에 따른 R2

Hayes (2018)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적용하였다. 다중공

의 증가량도 유의미하여(△R2 = .01, p < .01) 조절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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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Negative Emotionality
M Negative Emotionality'
High Negative Emotionality

Figure 3.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다음으로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

PROCESS macro를 통한 회귀선의 유의성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과 매개변인,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였으며, 부트스트랩

는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

Figure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Figure 4와 같다.

의 억제통제에 대한 조건부효과는 부정적 정서성의 값이 평균

Table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아동의

수준(M)과 높은 수준(+1SD)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낮은 수준

부정적 정서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1SD)에서는 조건부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

에 이르는 경로(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민감

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 때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

성(β = -.07),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β = .02), 양육민

기 아동의 억제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효과가 없었다. 즉, 부정

감성과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항(β = .04)로 유의하지 않

적 정서성의 수준이 평균이나 그 이상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았으나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β = -.73, p < .001)는 부적인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통제도 높아진 반면, 부정적 정서성

영향을 미쳤다.

이 낮은 수준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
공격성의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를 매개로 하여 걸음마기 아동의 공

Figure 4. Statistical diagram.
*p < .05. **p < .01. ***p < .001.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

반면, 상호작용항이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를 거쳐 걸

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즉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걸음마기

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간접효과)를 살펴본 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걸음마기 아동의

과,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항(β =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직접효과)와 상호작용항이 걸음마기

.09, p < .01)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억제통제를 거쳐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이르는 경

아울러 조절된 매개지수는 β = -.07로 나타나 신뢰 구간

로(간접효과)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13, -.00)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

위하여 Hayes (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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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of Negative Emoti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and Aggression of Toddlers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
Negative emotionality (B)
A×B

Pathway
→
→
→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
Inhibitory Control
Negative emotionality (B)
A×B

Pathway
→
→
→
→

Inhibitory Control
Inhibitory Control
Inhibitory Control

β
.13
-.16
.09

Mediated variables of model
SE
t
LLCI
3.03**
.04
.04
-7.15***
-.20
.02
2.48*
.02
.03

ULCI
.22
-.11
.17

Aggression
Aggression
Aggression
Aggression

β
-.07
-.73
.02
.04

Dependent variables of model
t
LLCI
SE
.06
-1.16
-.19
.08
-9.17***
-.89
.03
.76
-.04
-.05
-.87
-.14

ULCI
.04
-.58
.09
.05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L
-.07
		
.03
Note. N = 277.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cit confidence interval.
*p < .05. **p < .01. ***p < .001.

LCI
-.13

ULCI
-.00

Table 6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Inhibitory Control
Negative emotionality
Effect
SE
LLCI
-1SD (-.99)
-.03
.04
-.13
M (0)
-.10
.03
-.17
+1SD (.99)
-.17
.04
-.27
Note. N = 277.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cit confidence interval.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ULCI
.06
-.03
-.08

Discussion

에 미치는 영향에서 억제통제에 의한 부정적 정서성은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정적 정서성의

본 연구는 24-36개월 걸음마기 아동 277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구체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매

한 결과 Table 6과 같다.

개로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Table 6에 의하면, 하한값(LLCI)와 상한값(ULCI) 사이에 0

다르게 작용하는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걸음마기 공격성에 대

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을 제외한 나머

한 이해와 예방적 개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지 수준에서는 유의한 조건부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값이

첫째, 걸음마기의 억제통제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걸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의한 수준에서 조건

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전매개역

부간접효과의 계수가 음수이므로 조건부간접효과가 부적인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억제통제가 어머니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평균이

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거나 그보다 높아질수록 조절된 매개효과 값이 더 커진다. 이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Kong

는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평균이거나 그 보다 높을수록 어

& Lim, 2012; B. Park & Noh, 2020; Sulik et al., 2015; van Dijk

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매개로 공격성을 낮출 수 있

et al., 2017).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조절자로서 어머니의 역

는 반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이러한 매개

할을 강조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어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니와의 상호작용의 이점을 보고한 연구 결과(Granic, O’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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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ler, & Lewis, 2007; van Dijk et al., 2017)와도 맥을 같이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매개하여 걸음마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을수록 자녀와 안정적인

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이점을 통해 걸음마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기 아동의 억제통제가 증진되며,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적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걸음마기 자녀에게 온

는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수준을 제외하고 평균과 높은 수준

정이고 민감한 반응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은 지지

에서 발생하며 조절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

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적인 양육행동이 억제통제를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관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조

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Kong & Lim, 2012; B. Park & Noh,

절할 수 있는 억제통제가 발달하며 결과적으로 충동적이고 부

2020; Sulik et al., 2015; van Dijk et al., 2017)에서 확장하여 걸

적절한 행동을 억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

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억제통제의 영향이 아동의 부

해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억제통제와 같은 자기조절 능력을

정적 정서성이 수준에 따라 양육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밝혔다.

이고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생애 초기 아동의 외부행동을 조절하거나 관리하

둘째,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에 미치는 관계에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

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육행동은 억제통제를 촉진한다(Valcan et al., 2018). 이때, 억제

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을수록 억제통

통제는 순한 기질의 아동을 제외하고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제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높은 아동에게서만 어머니의 양육 유익성을 보고한 Cipriano-

아동을 제외하고 평균이나 그보다 높은 아동에게서만 유의미

Cipriano-Essel 등(201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며, 이러한 억

하였다. 이는 차별적 민감성가설(Belsky, 1997)을 지지하는 결

제통제가 높은 아동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다

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서만 어머니의 온정

는 Buss, Kiel, Morales와 Robinson (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

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환경과 지원의 영향으로 더 높은 억제통

다.

제를 보였다는 선행연구(Cipriano-Essel et al., 2013; S. Kim &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Kochanska,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감하고

있는 정도가 아동이 얼마나 환경에 민감한가에 따라 다르게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어머니가

변화할 수 있다는 Belsky (1997)의 차별적 민감성 가설을 지지

제공하는 온정적인 양육환경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의 유

하는 결과로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억제통제가 아

익성이 크게 나타나 충동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게 작용

능력인 억제통제를 더 효과적으로 발달시킴을 의미한다. 즉,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순한 기질에 비해 까다로운 기

어머니는 생애 초기부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외부 조절자 역

질의 아동은 긍정적인 양육의 유익성이 더 크게 발현되며 아

할을 하는데 이때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아

동의 억제통제를 증진하고 공격성을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 볼

동의 억제통제를 발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특히, 분노와 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다로운 기질의

절 등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수준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아동이 스스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양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익한 효

로 적절한 행동을 함에 있어 부모의 지지적이고 민감한 반응

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Pluess & Belsky, 2010; Roisman et al.,

이 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 정서

2012)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성이 낮은 아동에게서는 양육의 유익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의 억제통제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

이는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억제통제의 조절효

모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이 아동의 정신적인 과정의 발달을 촉

과를 살펴본 연구(Suurland et al., 2015)에서 어린 연령의 경우

진하는 중요한 역할로 강조된다(Valcan et al., 2018). 특히, 일상

기질적 요인보다 규제전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주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아동들에게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보다는 스캐폴

는 어머니가 보이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 행동의 유익성이

딩(scaffolding)과 같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 성공

크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양육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부모교육 및 실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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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아지면 아

성이나 지나친 활동적 기질 특성도 공격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의 억제통제는 높아지고 공격성은 낮아지는 매개모형이 성

(S. L. Kim, 2016)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질적 특성들을 함

립하였으며, 이 매개효과를 부정적 정서성이 조절하는 조절된

께 고려하여 초기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따른 양육의 상호작

매개모형도 성립됨을 확인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억제통제를 매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민감

로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다

성과 공격성의 영향에서 억제통제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부정

르게 작용함을 밝혔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적 정서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밝혔다. 이는 차별적 민감성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

경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음으로써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이 높을수록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큰 영향

통해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억제통제를 효율적으로

을 받아 억제통제가 발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성이 감

발달시켜 공격성을 감소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걸음마기 공격성에

다. 또한, 아동의 억제통제는 자기조절의 핵심 요소로써 초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의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각성 조절에서부터 복잡

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

한 실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

로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민

련성(Roskam, 2018; Sulik et al., 2015)이 보고된다. 각성을 조절

감성 및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따른 양육 효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초기 관계가 매우 중요한 반면, 효과

또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실천 가능한 부모교

적인 생리적 조절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이러한 지지 기반은

육 및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질적 수준의 차이에 따

점에 의의가 있다.

라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Notes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적 정서성과 억제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행동 발달에 미
치는 개인내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21, and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2020 Annual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의 양육민감성이 각 발달연령에 따라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
를 보이는지 살펴본다면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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