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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과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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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executive func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Specifically, it examined 
how behavioral inhibition mode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were 273 3-to 4-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0.0. Meanwhile, the PROCESS Macro 3.5 software was used for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medi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Results: Our findings indicated that, first,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xecutive function, social 
withdrawal,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executive func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Third, the behavioral inhibi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xecutive function. Last, the 
findings verifi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was moderated by behavioral inhibi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mproving executive function and reducing social withdrawal 
through maternal autonomy support can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even when 
behavioral inhibition is high. Thus, they can be us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arenting behaviors 
in shaping young children’s temperament. Furthermore, the results could provide a framework fo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an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reducing social withdrawal in 
children. 

Keywords: young children, social withdrawal, executive function, behavioral inhibition, maternal 
autonomy support

강수림1, 김선희2



Kang and Kim  616

Introduction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다(Coplan & Ooi, 2014). 이는 이전 시

기와 달리 가정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른 유아나 집

단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이다(W. 

Kim, Kim, Lee, & Nam, 2014). 그러나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

를 맺는 유아가 있는 반면,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도 있다(Jo & Shin, 2017).

사회적 위축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이

나 두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Coplan, Ooi, Xiao, & Rose-Krasnor, 2018; Gazelle & 

Ladd, 2003). Coplan 등(2018)은 사회적 위축이 타인에게 접근

하고자 하는 접근 동기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려는 회

피 동기 두 가지 상반된 동기의 내적 갈등에 따라 갈등적 수줍

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갈등적 

수줍음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모두 높은 반면, 사회적 무

관심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모두 높아 사회적 상호작용

을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회피는 접근 동기는 낮

으나 회피 동기가 높아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을 의미

한다(Coplan et al., 2018).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고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위축된 유아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Rubin, Coplan, & Bowker, 2009). 특히, 유아기에 나타나는 사

회적 위축 행동은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Rubin과 Wilkinson (1990)의 연구에서 유아기의 사회

적 위축은 청소년기의 외로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plan et al., 2018).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

적 위축은 개인의 삶에 장단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

고,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환경

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있다. 우선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

의 양육행동(Zarra-Nezhad et al., 2014), 교사와의 관계(Jo & 

Shin, 2017)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기질(Kiel & 

Buss, 2014), 정서조절능력(J. A. Han, 2016), 실행기능(Toren et 

al., 2000) 등이 있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위축은 환경적 요

인과 개인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므로(Younger 

& Daniels, 1992),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

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와의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S.-R. Kim, 2020).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유아의 첫 사회화 대행

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축

된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유아의 관점과 결정을 지지해 주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선택권을 제공

하는 자율성 지지가 중요하다(Grolnick, Gurland, DeCourcey, 

& Jacob, 2002; Joussemet, Koestner, Lekes, & Landry, 2005). 자

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Deci & Ryan, 1985), 자율성은 인간

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양육행동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양육행동은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유아기에 스스로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측

면에서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유아

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성

공적인 또래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H. G. Hong, 2015; 

Moon & Shin, 2017). 반면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el & Buss, 2014). Park (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독립심을 많이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유아의 주

도성을 지지해 주면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의존하

기보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자신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개인적 요인인 실행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 중 하

나인 실행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자신

의 정서, 사고, 행동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억제, 작업기억, 전환, 감정조절, 계획 및 조직화로 구성된다

(Gioia, Isquith, Guy, & Kenworhy, 2000; Welsh, Pennington, & 

Grosser, 1991). 실행기능은 만 3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발달

하는데, 사회, 정서, 적응을 비롯한 또래관계를 예측한다는 점

에서 발달적 중요성이 있다(Chevalier & Clark, 2017). 실행기

능이 낮은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좌절감을 보이는데, 불

안이 높은 유아의 경우, 사고가 경직되어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한다(Toren et al., 2000).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사회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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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조절하지 못하여 또래관계에서 위

축된다(Kiel & Buss, 2011; Liew, 2012). 국내연구에서도 실행

기능이 높은 유아는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갈등상황에서 유연

한 태도로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위축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R. Kim, 2020). 즉, 유아의 실행기

능 수준은 유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행동양식을 사

용해야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실행기능은 환경

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 가능하며(Bernier, Carlson, Deschênes, 

& Matte-Gagné, 2012), 그중에서도 어머니 양육행동은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Chevalier & Clark, 2017). 특히 유아기는 

이전과 달리 더 넓은 환경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도전

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

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Cha, 2018). 이때, 어머니가 유아

의 관점과 결정을 지지해 주면 유아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Joussemet 

et al., 2005).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실행기능을 향상시키고(Bernier et al., 2012; Chevalier 

& Clark, 2017), 실행기능은 사회적 위축 감소에 영향을 미침

(Liew, 2012)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실행기능의 개인차

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러한 영향은 유아의 기질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행동억제기질은 친숙하지 않

은 상황이나 사람, 새로운 감각자극에 대해 두려움과 경계심

을 보이는 기질적 특성이다(Pérez-Edgar et al., 2011). 또한 낯

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반응 양

식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유아의 인지발달을 저해한다(Thai, 

Taber-Thomas, & Pérez-Edgar, 2016). 이는 우측 전두엽의 활성

화와 코르티솔 분비와 같은 생물학적 기저와 관련이 있다(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행동억제기질 수

준이 높은 유아는 코르티솔 분비량이 많은 경향이 있는데, 많

은 양의 코르티솔은 전두엽의 두께를 감소시켜 작업기억이나 

전환과 같은 실행기능을 저하시킨다(Feola, Dougherty, Riggins, 

& Bolger, 2020). 또한 Gramszlo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행

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주의가 편향되

어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반면, 행동억제기질 수

준이 낮을수록 다른 자극을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증가한다(Buss & Kiel, 2013). 이와 같이 유아의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실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면 행동억제기

질 수준이 높은 유아라 하더라도 실행기능이 증진될 수 있다. 

유아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더라도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

을 지지해 줌으로써 유아가 독립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

을 것이며(Rochette & Bernier, 2016), 이를 통해 도전의 기회가 

많아지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어 실행기능이 발달할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

는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과 정서를 지지해 주

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실행기능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밝혔다(Rochette & Bernier, 2016; Suor, Sturge-Apple, Davies, & 

Jones-Gordils, 2019). 이는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경우, 상

호작용의 질이 높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유아의 자

율성을 지지해 주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 모두에서 더 긍정적

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면(M.-K. Kim, 2011; Y. H. 

Seo, 2013),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

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S.-R. Kim, 

2020)과 같이 포괄적으로 검증하여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인데, 이는 차별적 민감성 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

다. 차별적 민감성 가설은 기질적 특성을 취약성이 아닌 민감

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아가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면 더 높은 발달적 성취를 보이는 것

을 의미한다(Belsky, 1997). 그러나 차별적 민감성 가설을 지지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까다로운 기질과 같이 포괄적인 

기질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

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의 기

질적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라 하더라도 어

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면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 실행기능이 향상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궁

극적으로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고 긍

정적인 사고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

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와 행동억제기

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합한 조절된 매

개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사

회적 위축에 대한 매개 및 조절 효과만을 검증한 선행연구와

는 달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단일모형에 결합하여 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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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매개변인을 거치는 인과적 경로

가 조절변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 정교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Jung & Seo,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라는 환경이 유아

의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가 행동억제기질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

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위축의 개인차를 설명

하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

아가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행동억제기질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유아의 실행기능, 사회적 위축의 관계

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Figure 1. Study model.

Methods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B시와 G도에 소재한 13곳의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만 3, 4세 유아 27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유아

의 연령은 만 3세 130명(47.6%), 만 4세 143명(52.4%)이었으

며, 성별은 남아 146명(53.5%)과 여아 127명(46.5%)으로 구

성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10명(3.7%), 31-35

세가 64명(22.4%), 35-40세가 130명(47.6%), 40-45세가 65명

(23.89%), 45세 이상은 4명(1.5%)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55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67명(24.5%), 대학원 이상이 26명(9.5%), 고등

학교 졸업이 22명(8.1%), 중학교 졸업이 3명(1.1%)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하가 2명(0.7%), 201-300만 원이 22

명(8.1%), 301-400만 원이 44명(16.1%), 401-500만 원이 83명

(30.4%), 501만 원 이상이 122명(44.7%)이었다. 30명의 담당 

보육교사의 경력은 1년 미만이 1명(3.3%), 1년 이상 3년 미만

이 3명(10.0%), 3-5년이 6명(20.0%), 5-7년이 9명(30.0%), 7-9

년이 4명(13.3%), 9년 이상이 7명(23.3%)이었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Grolnick, Ryan과 Deci (1991)의 부모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laes [POPS]), Williams와 Deci 

(1996)의 학습풍토 질문지척도(Learning Climate Questionnarie 

[LCQ]), Soenens 등(2007)의 자율성 지지 척도를 Noh, Park과 

Chee (2011)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 단일요인으로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문항의 예

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Noh, Park과 Chee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은 Gioia 등(2000)가 개발한 아동용 실행기

능척도를 기초로 유아용으로 타당화한 Isquith 등(2004)의 

유아용 실행기능척도(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를 J. Seo와 Park (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3문항으로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과

제를 수행할 때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등이 있

다. 하위요인으로는 억제(16문항), 작업기억(17문항), 전환(10

문항), 감정조절(10문항), 계획조직(10문항) 5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그렇다(4점)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

Ma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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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의 전

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J. Seo와 Park 

(201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억제 .97, 작업

기억 .97, 전환 .92, 감정조절 .94, 계획조직 .9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4, .95, .90, .88, .89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

유아의 행동억제기질은 Bishop, Spence와 McDonald (2003)

가 개발한 행동억제척도(Behavioral Inhibition Questionnarie 

[BIQ])를 Lee (202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 “새로

운 상황이나 활동에 매우 주저하며 다가간다.” 등이 있다. 하

위요인으로는 또래(6문항), 성인(4문항), 수행 상황(4문항), 분

리/유치원(4문항), 낯선 상황(8문항), 신체적 도전(4문항) 6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거

의 항상 그렇다(7점)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

동억제기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20)의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

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또래 .82, 성인 

.80, 수행 상황 .75, 분리/유치원 .79, 낯선 상황 .83, 신체적 도

전 .74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Coplan 등(2018)가 개발한 사회적 선호 척도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3 [CSPS-3])를 Ko (2019)가 교사평

정으로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

으로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 “아이는 종종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한다.” 등이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갈등적 수줍음(7문항), 사회적 무관심(4문항), 사회

적 회피(4문항)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음을 의미한다. Ko (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

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갈등적 수줍음 .89, 

사회적 무관심 .78, 사회적 회피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유아의 사회적 위축, 실행기능, 행동억제기질과 어머니의 자

율성 지지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설

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보육기관

에 전화하여 원장 및 담당 보육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조사방법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보육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

지는 유아를 통해 가정에 전달하였다. 담당 보육교사가 유아

의 사회적 위축을 평정한 교사용 설문지와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어머니에 한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담

당 보육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평정한 교사용 설문지

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총 

29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 

24부를 제외한 27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3.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

수를 산출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과 행동억제기질

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번, 4번, 7번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실시하였다.

Results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위축, 실행기능, 행동억제기질, 어머니의 자율

성 지지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모든 변인이 왜도의 절대값 2.0 이내, 첨

도의 절대값이 4.0 이내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 Hong, Malik, & Lee, 2003).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위축은 어머니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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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지(r = -.40, p < .01), 유아의 실행기능(r = -.51,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높을

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낮아짐

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은 행동억제기질(r = .21, p < 

.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행동억제기질이 높

을수록 사회적 위축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 간
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

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 (2018)

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을 

5,000회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

과 Table 2, Figur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실행기능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 = .78, p < .001), 실행기능은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B = -.54, p < .001) 실행기능은 어

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매개

하였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

지의 총 효과는 B = -.72 (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실행기

능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자율성 지지의 직접 효

과가 B = -.30 (p < .01)으로 감소하여 실행기능이 매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1. Maternal autonomy support ―

2. Executive function .29** ―

3. Behavioral inhibition -.24** -.42** ―

4. Social withdrawal -.23** -.56** .28** ―

M 3.04 3.03 3.55 2.45
SD .43 .58 .84 .76
skewness -.28 -.30 -.58 .81
kurtosis 1.75 -.97 -.29 -.97
Note. N = 273.
**p < .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Pathway B SE t
95%

LLCI ULCI
Maternal autonomy support  →  Executive function .78 .07 11.50*** .65 .92
Maternal autonomy support →  Social withdrawal  .30 .11 -2.63*** -.52 -.08
Executive function →  Social withdrawal -.54 .08 -6.51*** -.70 -.38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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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크기는 -.42,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61, 상한값은 -.26으로 나

타났다.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 사이에서 유아의 행

동억제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018)가 제

안한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핑 

5,000회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다중공선

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

심화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실행기

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 = .64, p < .001), 유아

의 행동억제기질은 실행기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B = -.21, p < .001).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행동억제기질의 상호작용

항은 실행기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

었다(B = .29, p < .001). 또한 상호작용에 따른 R²의 변화량은 

△R² = .04 ( p < .00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과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

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기

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B = .37, p < 

.001), 중간 집단(B = .71, p < .001), 높은 집단(B = .83, p < .001)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Indirect Effects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72 .10 -.91 -.52
Direct effect -.30 .11 -.52 -.08
Indirect effect -.42 .09 -.61 -.26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xecutive Function in Young Children

B SE t
95%

LLCI ULCI
Maternal autonomy support (A) .64 .07 9.72*** .51 .78
Behavioral inhibition (B) -.21 .03  -6.11*** -.28 -.14
A × B .29 .07 4.33*** .16 .42

R2 F
.04 18.73***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01.

Table 5 
Significance of the Simple Slopes

Behavioral inhibition Effect SE t
95%

LLCI ULCI
-1SD .37 .10 3.66*** .17 .57
M .71 .07 10.87*** .58 .83
+1SD .83 .07 11.63*** .69 .97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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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는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아질수

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동억제기질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실행기

능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낮은 집단(B = .37, p < 

.001), 중간 집단(B = .71, p < .001), 높은 집단(B = .83, p < .001)

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자율

Figure 3. Moderating eff 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xecutive function.

Table 6
Moderated Mediation Eff 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DV: Executive function
95% CI

B SE t LLCI ULCI
Constant 3.06 .08 111.21*** 3.00 3.10
Maternal autonomy support (A) .64 .07 9.72*** .51 .78
Behavioral inhibition (B) -.21 .03 -6.11*** -.28 -.14
A × B .29 .07 4.33*** .16 .42

DV: Social withdrawal
95% CI

B SE t LLCI ULCI
Constant 4.08 .25 12.06*** 3.58 4.58
Maternal autonomy support -.30 .11 -2.63** -.52 -.08
Executive function -.54 .08 -6.51*** -.70 -.38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1. ***p < .001.

Figure 4. Statistical diagram.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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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지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집단

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욱 높아진다. 즉, 행동

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많이 해

줄수록 실행기능이 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유아의 실행기능,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
효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거쳐 사회적 위축

에 이르는 경로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

랩핑 5,000회를 지정하고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독

립변인, 조절변인, 매개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6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실행기능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B = .64, p < .001), 실행기능은 사회적 위

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 = -.54, p < .001),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 = -.30, p < 

.01),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행동억제기질의 상호작용항은 

실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 = .29, p < .001)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가 행동억제기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을 사용하여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지수로 조건부 간

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B = -.16로 나타났

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이 -.26, 상한값이 -.08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이에 행동억제기질의 구체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의하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

은 집단 모두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관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유아의 행동억제기질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실행기능을 

거쳐 유아의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를 조절 매개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 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매개 관계에서 유아

의 행동억제기질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맥락과 더불어 유아의 개인 

내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의 개인차를 설

명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유아기 사회적 

위축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Table 7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of Behavioral Inhib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Withdrawal in Young Children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Boot LLCI Boot ULCI
-.16 .05 -.26 -.08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8
Significance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ehavioral inhibition Effect SE LLCI ULCI
-1SD -.20 .08 -.37 -.07
M -.38 .08 -.54 -.25
+1SD -.45 .09 -.63 -.30
Note. N = 273.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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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거나 혹

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향상시켜 사

회적 위축을 감소시켰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양육행동을 경험한 유아가 사회적으로 덜 위축된다는 선

행연구(Park,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어머니가 유아의 관

점을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할수록 실행기능이 높아져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였다는 연구(S.-R. Kim, 2020)와 유사한 맥락이

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을 보

일수록 실행기능이 높았고, 그 결과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더 

유능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Moon 

& Shin, 2017)와 유사하다.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해 줄 경우, 유아는 주도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Joussemet et al., 2005).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조절하는 실행기

능이 향상되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된 행동이 감소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독립심을 격려할수록 유

아는 적극적으로 또래에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한다(Park, 

2013). 즉,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촉진할 때, 타인과의 관계

에서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이 증진되어 충동적인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여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

지가 실행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더라도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지

지해 주면 실행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

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질적 특성을 가진 유

아에게 어머니가 민감하고 자율적인 양육을 제공하였을 때, 

인지능력이 더욱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한 M.-K. Kim (2011)

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억제기질의 

경우 실행기능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낯선 환경

을 두려워하는 유아의 경우, 부모가 유아를 수용하고 관여하

지 않는 양육을 제공하였을 때, 실행기능의 한 영역인 억제통

제가 향상되었다는 연구(Rochette & Bernier, 2016; Suor et al., 

2019)와 유사하다.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는 유아가 독

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

로써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기회를 많

이 경험할 수 있다(Joussemet et al., 2005). 이는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Rochette & Bernier, 2016).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

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양한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

히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하

여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의 행동억제기

질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동

억제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주의가 편향되어 유연하게 사고를 전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Gramiszlo, Geronimi, Arellano, & Woodruff-Borden, 

2018). 이는 유아가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어려워 또래와

의 관계에서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인 요인에 비해 실행기능이 사회적 위축을 예

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Selcuk, Yavuz, Etel, Harma와 

Ruffman (2017)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스스로 하려는 유아의 의지를 지지할 때, 유아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Deci & Ryan, 1985).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

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여 위축을 덜 보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유아는 어머니

가 자율성을 지지해 주면 실행기능이 증진되어 사회적 위축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개

인의 인지적 특성인 실행기능의 변화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뇌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 

Schmidt와  Miskovic (2013)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어떤 양육환경이 제공되는가에 따

라 다른 발달 결과를 야기한다. 유아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제공하면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반면, 부정적이고 스

트레스가 많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면 우측 전두엽이 활성화된

다(McLaughlin, Fox, Zeanah, & Nelson, 2011). 이때, 행동억제

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에게 긍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는 경

우,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이 증진되고 이는 또래와의 성공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Coan & Allen, 2004; Schmidt & Miskovic, 2013). 

이러한 메커니즘은 행동억제기질에 의해 차별적 민감성 가설

(Belsky & Pluess, 2009)이 지지될 수 있음을 제안한 Schmid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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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ovic (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기질의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어

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더 나은 발달결과를 보였다

는 연구(J. Han, Lee, & Kim, 2020)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처

럼 까다롭고 민감한 기질의 유아는 자신의 정서나 사고를 조

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유아일수록 어머니가 유

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발휘하면,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해 양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차별적 민감성 모델 검증을 위해 포괄적인 기질

적 특성을 다루었던 것과 달리 행동억제기질이라는 구체적인 

기질적 특성도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

지해주는 양육행동을 제공하여 자신의 정서, 사고를 조절하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실행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

더라도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지지해 주면 유아가 독립적으

로 환경을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문

제해결능력이 상승되어 사회적 위축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행동억제기질 수준이 높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머

니의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환경은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

고 주의를 전환하는 실행기능을 발달시켜 사회적 위축을 감소

시키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기

에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대안

적 경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사회

적 위축과 관련한 다양한 매개 변인들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유아의 사회

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동억제기질 외에 까다로운 기질을 고려하였

을 때,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

동 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선행연구(Belsky & Pluess, 2009)와

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기질

의 조절적 역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예비분석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

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행기능 간의 연령차

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Kang & Kim, 2018; Y.-M. Kim, 2018)

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모의 보고로 이루어진 BRIEF 척

도의 경우, 모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주관적 판단하여 실제 능

력보다 더 높이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실행기능에 따른 연령차를 고려하고 어머니 평정 외에

도 과제와 같은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어

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검증하거나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과 달리,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와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모형으로 밝혔다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

해서는 각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포괄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적 변인과 유아의 기질간의 상호

작용과 더불어 양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위축 예방을 

위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까다로

운 기질과 같은 비교적 포괄적인 기질적 특성에만 초점이 맞

춰졌던 차별적 민감성 가설을 행동억제기질이라는 구체적인 

기질적 특성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Belsky & 

Pluess, 2009; Bradley & Corwyn, 2008)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예방

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및 유아의 실행기능의 중요

성을 규명하고,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

회적 위축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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