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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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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Understanding peer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is crucial because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ir peer play behavio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4 years old), fathers’ parenting behavior (5 years old), and peer play 
behavior (6 years old)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play behavior was investigated.  
Methods: A total of 1,070 children and their fathers were extracted for analysis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Study (PSKC) 2012 (Year 5) to 2014 (Year 7).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levant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5.0.
Result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ren’s emotionality and sociability were associated with 
fathers’ parenting behavior, whereas their sociality and activity were associated with their play 
disturbance. Nex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fathers’ warm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s. The full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s’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temperament (emotionality and sociability) and peer 
play behaviors such as disruption and disconnection were confirmed. Children’s activity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peer play interaction and disruption. 
Conclusion: Peer play behavior revealed the importance of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temperament, especially in peer play disruption and disconnection. In particular, we 
confirmed the influence of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temperament. 

Keywords : temperament (EAS), father’s parenting behavior, peer play behavior (PIPPS), play 
disruption, play disconnecti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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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놀이는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방식이다. 유아는 놀

이 속에서 또래와 규칙을 정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2019 개정누리과정은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자신

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경험을 강조한다(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lath and Welfare, 2019). 놀이 중

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이해하

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

졌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또래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필

요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Hampton, Fantuzzo, & Manz, 1999; J. W. Kim & Lee, 2007). 유

아의 놀이는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상호작용에 근거한 사회화 

형태로 발전하며(O. B. Chung, 2002), 유아의 개별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antuzzo 등(1995)은 또래놀이행동을 긍정적 측면인 놀이상

호작용(interaction)과 부정적 측면인 놀이방해(disruption), 놀이

단절(disconnection)로 구분하였다. 놀이상호작용은 유아가 놀

이에 몰입하고 놀이를 확장하도록 돕는 친사회적인 특성을 가

지는 반면, 부정적 측면인 놀이방해는 놀이에서 공격적이고 부

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놀이단절은 놀이 시 위축되거나 타인에

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와의 놀이

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래놀이행

동 관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인 놀이단절이나 

놀이방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검증하는 연구로 놀이상호

작용 역량을 기르거나(Lim, 2018; Moon & Ohm, 2009), 자유선

택활동 놀이상황에서 유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놀이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Moon & Ohm, 2009). 그러나 또

래놀이행동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과 더

불어 또래의 놀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놀이방해) 또래에 

의해 부적절하게 거부당하고 또래놀이 상황에서 위축되어있

는 놀이행동(놀이단절)을 독립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

한 놀이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아동패널연구(H. S. Hwang & Suh, 

2018; S. L. Kim & Park, 2015)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은 연령

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만 3세(H. 

S. Hwang & Suh, 2018)의 또래놀이행동은 놀이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단절의 평균이 모두 만 4세(S. L. Kim & Park, 20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만 3세는 또래에게 관심을 보

이는 병행놀이가 주로 나타나는 시기이고, 만 4세는 사회적 놀

이가 발달하지만 조직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협동놀이

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다. 만 4세 이후 유아는 언어

적 능력의 향상으로 또래와 협동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져 또래

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이 더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M.-R. Cho, 2007). 종합하면, 유

아기 또래놀이행동은 놀이에서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중요

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

회·인지적으로 성숙한 놀이에 참여하게 되므로(H. Lee & Shin, 

2014), 유아의 놀이행동이나 또래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의 또래놀이 발

달과정을 고려할 때, 놀이행동의 양상이 사회·인지적으로 성숙

한 만 6세를 중심으로 또래놀이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의 개인적 변인 중 기질(H. S. Hwang & Suh, 2018; E. O. Jo & 

Choe, 2003; S. L. Kim & Park, 2015; M. R. Lee, 2015; J. H. Lee 

& Kim, 2012; Y. J. Song, 2017)과 부모 변인(W. Cho & Kim, 

2014; H. S. Hwang & Suh, 2018; J. Song & Lee, 2017; Y. J. Song, 

2017; Suh, 2017)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또래놀이행

동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 중 기질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며 

또래놀이행동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Y.-S. Hwang & 

Choi, 2007; W. Y. Park, Ma, & Chon, 2004), 놀이성향을 예측하

는 설명력이 높다(E. O. Jo & Choe, 2003). W. Kim, Kim, Lee와 

Nam (2014)은 만 4세 유아의 기질 중 특히 정서성, 활동성 기

질이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유아의 기질을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패널연

구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아동패널연구에서는 행동을 조절

하는 요인으로 기질을 강조하며, 정서성(emotionality), 사회성

(sociability), 활동성(activity)으로 나누어 기질을 측정한 Buss와 

Plomin (1984)의 Emotionality, Activity and Sosiability (EAS) 척

도를 사용하였다. 아동패널연구의 4차년도(만 3세) 연구(H. 

S. Hwang & Suh, 2018)와 5차년도(만 4세) 연구(S. L. Kim & 

Park, 2015)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

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만 3세의 경우, 기질 하위

척도 중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상호작용)과 정적 상

관을 보이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단절, 방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정서성과 활동성은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상호

작용)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단절, 방해)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S. L. Kim & Park, 2015). 만 4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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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Hwang & Suh, 2018), 기질 하위척도 중 사회성은 놀이

상호작용과 놀이방해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놀이단절에서

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성은 놀이단절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활동성은 놀이방해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동패널연

구 이외에도 제주지역 만 4-5세 유아 217명을 대상으로 한 J. 

H. Lee와 Kim (2012)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는 기질 중 사회성이 놀이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을, 놀이단절

과 놀이방해는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패널자료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기질과 또래놀이행동 간

의 관련성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기질 중 사회성과 정서성은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깊이 연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만 4-5세의 기질 중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과 관련을 보이고, 정서성과 활

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히 이러한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는 놀이방해와 놀이단

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령별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결과는 앞서 지적한 유아기 놀이행동 발달과정으로 인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유

아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난다(S. L. 

Kim & Park, 2015). 뿐만 아니라 Magdalena (2015)는 유아의 또

래놀이행동에 기질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강력한 예

측변인임을 밝혔다. 국내패널연구(S. L. Kim & Park, 2015)에

서도 전반적인 유아기를 대상으로 기질과 또래놀이행동 간의 

발달적 변화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만 4세 대

상 Shin (2019)의 연구에서는 기질과 또래놀이행동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러므로 발달 

초기 유아의 기질 특성이 이후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발달해간다(Miller, 2011). 부모는 유아가 태어나서 처

음 만나는 사람으로 유아의 발달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존

재이다.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성격과 사회성 발달이 

좌우되기도 하고(Y.-S. Chung, Kim, & Park, 2001),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발달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O. B. Chung, 

2006).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으로

는 양육행동(Chung, Yee, & Kang, 2017; I. Kim, 2017; K. S. Kim 

& Park, 2002; S.-H. Lee, Lee, & Park, 2019; J. Song & Lee, 2017; 

Y. J. Song, 2017; Suh, 2017; Woo, 2016), 양육참여(C. R. Lee & 

Moon, 2011; Yeon & Choi, 2014), 양육태도(H.-R. Choi, Yoo, & 

Kim, 2017; Yeon & Choi, 2014) 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

동은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umrind

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과 통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이고, 통제적 양육행

동은 자녀에게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

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

동이다. 선행연구(Y. Kim, 2012; J.-Y. Park & Lee, 2009)를 살펴

보면, 온정적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유아의 사회적 자

발성이 높아져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이나 협동활동이 증가하

고, 통제적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유아의 신체적, 사회

적, 인지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고(Rho,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양육행동은 어린 

연령보다는 유아기에 주된 영향력을 지닌다(J. H. Kim, 2017). 

아버지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머니

나 또래친구보다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Hur, 

2006). 또한 아버지 양육행동은 주로 놀이를 중심으로 나타나

는 경향(Grossmann et al., 2002)이 높기 때문에 유아가 또래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h, 2017). I. Kim (2017)은 유아의 언어와 사회·

정서적 능력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43개월 이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의 범위를 좁

히는 양육행동이 영유아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즉, 아

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 발달 중 또래관계에 영향력이 있으며

(Suh, 2017; Yamagata, Nakamuro, & Inui, 2013), 아버지의 놀이

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K. S. Kim 

& Park, 2002),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관련하여 아버지 양육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Chung, Yee, & Kang, 2017). 

아동패널연구 7차년도(만 6세) 자료를 사용한 S.-H. Lee 등 

(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또래

놀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7차년도(만 6세) 유아의 사

회적 기술을 매개로 한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놀이행동에 대

한 선행연구(J. Song & Lee, 2017)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통

제적 양육행동과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

만,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은 놀이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놀이단절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5차년도(만 4

세) 자료를 사용한 연구(Woo, 2016)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만 4세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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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있어 아버지 양육행동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Woo, 2016), 만 6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 놀이상

호작용의 연관성(J. Song & Lee, 2017)을 통해 만 5-6세 시기 아

버지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만 5

세 유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만 6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I. Kim (2017)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과 자녀가 보이

는 발달상의 문제를 관련지어 따뜻함과 단호함을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Suh (2017)는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고 보았다. 특히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행동을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의 요구와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

녀의 수준 및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맞

추는 양육방법이다(K. Choi & Song, 2010). 표현적 기능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아버지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사회에 맞

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습득하는 가치의 판단자로서 도

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B. Cho, 2006). 또한 아버지

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에는 덜 참여하지만 놀이활동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적응

의 훈련을 받아 친구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을 제시받는다(O. B. 

Chung & Chung, 2019).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

의 또래놀이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

의 매개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양육행동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만 3세(4차년도) 대상 패널연구(W. Cho & Kim, 2014)에서

는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긍정

적 또래놀이행동인 놀이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또래놀

이행동인 놀이방해는 기질 중 사회성과 정서성이 정적 영향을, 

놀이단절은 기질 중 정서성과 활동성이 정적 영향을 주었으

며,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W. Cho & Kim, 2014)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

향력이 극대화되는 만 5세의 아버지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초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단순 상관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가 충돌하여 나타나는 억제효과와 가장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H. -H. Kim & Kim, 2020; K. Lee, 202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5-7차년도 아동패널 종단데이터를 활용하

여 만 6세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만 4세 기질과 만 5세 아버지 

양육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만 4세 기질과 만 6세 또래

놀이행동의 관계에서 만 5세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만 4세 유아의 기질과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이 안정화되는 만 6세에 나타난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만 

5세의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igure 1에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질,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Figure 1. The hypothesized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질,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의 

Temperament (Age 4) 

Emotionality 

Shyness/Sociability 

Activity 

Father’s Parenting 
Behavior (Age 5) 

Father’s Warmth 

Father’s Control 

PIPPS (Age 6)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Play Di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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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KICCE])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의 5-7차년도(2012-2014년) 자료를 사

용하여, 5차년도 만 4세 유아의 기질, 6차년도 아버지의 양육

행동, 7차년도 만 6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차수별로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후, 총 1,070

가구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유아의 평균 월

령은 5차년도 기준으로 50.99 (SD = 1.20)개월이었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558명(52.1%), 여아 512명(47.9%)으로 구성되었

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491명(45.9%), 둘째 457명(42.6%), 셋

째 이상 123명(11.6%)이었다. 아버지의 연령과 최종학력은 6

차년도 기준으로 무응답 3명을 제외한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미만 8명(.8%), 30대 643명(60%), 40대 이상 416명(39%)이었

으며,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95명(27.6%), 전문대졸 222명

(20.7%), 4년제졸 449명(42.0%), 대학원졸 101명(9.4%), 무응

답 3명(.3%)이었다.

연구도구

유아기질(EAS)

유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 (1984)이 개발한 EAS 척도를 

Mathiesen과 Tambs (1999)가 타당화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번역한 척도를 이용해 조사되었다. 본 척도는 아동이 부정

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서성(5문항),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사회성(10문항), 아동이 움직이길 좋

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는 활동성(5문항)의 3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자료 중 어머니가 평정

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의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

을 참고하여 사회성에서 19번(Cronbach’s α = .069) “우리 아이

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를 삭제하였다. 본 연구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성 .736, 사회성 .860, 활동성 

.762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

아버지 양육행동은 B. Cho 등(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이용해 

조사되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온정적 양

육행동(6문항)과 자녀에게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

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

하는 통제적 양육행동(6문항)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패널의 6차년도(2013년)에 유아의 아버지에 의해 응답된 자료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온정적 

양육행동 .808, 통제적 양육행동 .880이었다.

또래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Fantuzzo 등(1998)이 개발한 또래놀이

행동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H. Y. Choi

와 Shin (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

구진이 검토/수정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한 척도

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본 척도는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

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인 놀이상호작용(9문항), 공격적이

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인 놀이방해(13문항), 위축되거나 타인

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인 놀이단절(8문항)의 3개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 중 교

사가 평정한 자료를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의 하

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하

위요인별 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의 항목-전

체 상관관계 값을 참고하여 놀이방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역

채점 문항 14번(Cronbach’s α = -.055)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

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를 삭제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놀이상호작용 .799, 놀이방해 .898, 놀이단절 

.888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IBM Co., Armonk, NY)와 AMOS 25.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으며, 먼저 SPSS 25.0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빈

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한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첫째, 

유아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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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래놀이행동(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유아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과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간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 

양육행동(온정, 통제)의 직·간접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수행하였다.

Results

유아기질,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

유아기질(EAS), 아버지 양육행동(father’s parenting behavior), 

또래놀이행동(PIPPS)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

과 같이 유아기질 중 정서성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 = -.12, p < .001)을 보였다. 반

면, 유아기질 중 사회성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r = .08, p 

< .05)과 통제적 양육행동(r = .10, p < .01)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r = .14, p < .001)과 활

동성(r = .14, p < .001)은 놀이방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놀이단절(r = -.08,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아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기질(만 4세)과 또래놀이행동(만 6세)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만 5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또래놀이행동

의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76) = 213.694, p = .000이고, 

GFI = .976, NFI = .975, TLI = .974, CFI = .984, RMSEA = .041

로 적합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서 아버지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모형에 기초한 직·간

접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2, Table 2와 같다.

먼저,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만 4세 유

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은 만 5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행동을 매개로 만 6세의 놀이방해(β = -.075, p < .05)와 놀이단

절(β = -.087, p < .05)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특히 정서

성의 경우 만 5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적 상관(β = 

-.126, p < .001)을 보였으나, 사회성은 만 5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정적 상관(β = .125, p < .05)을 보였다. 유아의 정

서성과 사회성은 또래놀이행동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

지 않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만 4세의 정서성 및 사회

성과 만 6세의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통제적 양육

행동만이 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s of EAS,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IPPS

Variables

EAS
Father’s 

parenting behavior PIPPS

1 2 3 4 5 6 7 8

1. Emotionality ―

2. Shyness/Sociability -.21*** ―

3. Activity -.04  .57*** ―

4. Father’s warmth -.03  .08*  .05 ―

5. Father’s control -.12***  .10**  .02  .20*** ―

6. Play interaction -.06  .04 -.03 -.01  .06 ―

7. Play disruption -.05  .14***  .14***  .06 -.04 -.31*** ―

8. Play disconnection -.03 -.04 -.05 -.04 -.08** -.37***  .58*** ―

M 2.80 3.58 3.75 3.44 3.62 3.09 1.89 1.64

SD  .63  .58  .61  .59  .63  .44  .56  .58

Skewness  .15 -.15 -.25 -.04 -.20 -.55  .65 1.16

Kurtosis  .37  .12 -.03 -.08  .41  .97  .00 1.27
N = 107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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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IPPS structural model pathway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Table 2 
Path Coefficient and Direct/Indirect Effects of the PIPPS Structural Model 

 Variables
 

SE
 

CR
β

Direct Indirect Total
Emotionality →          Father’s warmth .052  -.575 -.023 -.023

→          Father’s control .053 -3.271 -.126*** -.126***
→          Play interaction .040 -1.012 -.039 -.004 -.043
→          Play disruption .039  -.983 -.037  .008 -.029
→          Play disconnection .049 -1.270 -.049  .011* -.037

Shyness/Sociability →          Father’s warmth .063  1.579  .093  .093
→          Father’s control .063  2.118  .125*  .125*
→          Play interaction .048  1.803  .103  .002  .105
→          Play disruption .047  1.313  .074 -.003  .070
→          Play disconnection .060  .337  .019 -.013  .007

Activity →          Father’s warmth .058  -.319 -.019 -.019
→          Father’s control .058 -1.225 -.070 -.070
→          Play interaction .045 -2.135 -.123* -.002 -.125*
→          Play disruption .043  2.046  .116*  .004  .120*
→          Play disconnection .055 -1.360 -.078  .006 -.072

Father’s warmth
 

→          Play interaction .028  -.890 -.032 -.032
→          Play disruption .028  1.880  .067  .067
→          Play disconnection .035  -.496 -.018 -.018

Father’s control
 

→          Play interaction .027  1.134  .040  .040
→          Play disruption .027 -2.144 -.075* -.075*
→          Play disconnection .034 -2.416 -.087* -.087*

*p < .05. **p < .01. ***p < .001.

Emotionality 
(Age 4) 

Emotion2 Emotion1 

Activity 
(Age 4) 

Act2 Act1 

Father’s 
 lortnoC

(Age 5) 

Control2 Control1 

Shyness 
Sociability 

(Age 4) 

Social2 

Social1 

Father’s 
Warmth 
(Age 5) 

Warmth2 Warmth1 

-.252*** 

.687*** 
-.058 

-.126*** 

.125* 

.75 .99 
.63 .90 

.82 .79 
.83 .96 

.91 

.87 

Play 
Interaction 

(Age 6) Inter2 

Inter1 .69 
1.00 

Play 
Disruption 

(Age 6) Disruption2 

Disruption1 .86 
.96 

Play 
Disconnection 

(Age 6) Disconnect2 

Disconnect1 .74 
1.12 

-.075* 
.116* 

-.123*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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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만 4세 유아의 활동성은 만 6세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에 이르는 직접 경로만 유의하였으며, 만 5세 아버지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활

동성과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부적상관(β = -.123, p < .05)을 보

였으나, 놀이방해는 정적상관(β = .116, p < .05)이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2012-2014년) 종단적 자료

를 이용하여 만 4세 유아의 기질, 만 5세 유아의 아버지 양육

행동, 만 6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고, 만 4세 유아의 기질과 만 6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서 만 5세 유아의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 4세 유아의 높은 정서성은 1년 뒤 아버지 통제적 양육행동

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만 4세 유아의 높은 사회성은 1년 

뒤 아버지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의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영아(0-2세)의 정서성이 낮을수록 유아

기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게 나타난 Jang과 Kim (2018)

의 연구와 다른 결과로, 영아기와 유아기 기질에 따른 아버

지 양육행동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

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는 만 4세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

은 유아의 만 6세 놀이방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만 3세 유아의 활동성이 놀이방해와 정적 상관을 보인 H. 

S. Hwang과 Suh (2018)의 연구와, 만 4세 유아의 사회성과 활

동성이 놀이방해와 정적상관을 보인 S. L. Kim과 Park (2015)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해보면 

만 4세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은 만 5세 아버지의 양

육행동, 특히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만 4세 유아

의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은 만 6세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

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에서 아버지 온정적 양

육행동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 5세 아버지 통제

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만 4세 정서성, 사회성과 만 6세 놀이방

해, 놀이단절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만 4세 유아에게는 만 5세 

아버지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부적절한 행

동을 규제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만 6세 

때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타인과 잘 어울리고 덜 수줍어하는 사

회성이 높은 만 4세 유아에게는 만 5세 아버지가 규칙과 기대

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만 6세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줄어

드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의 부정적인 요인(놀이방해, 놀이단절)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5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

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직접경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하

여 사회성 기질과 놀이방해 간의 상관은 가장된 관계(spurious 

relationship)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기질 중 사

회성,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의 부정적인 요인(놀이방해, 놀

이단절)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

버지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Suh, 2017; Yamagata et al., 2013)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의 범위를 좁히는 양육행동

이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I. Kim, 2017)와 달리 

자녀의 정서성과 사회성에 따라 규칙과 기대에 따르게 지도, 

훈육하며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만 5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만 6세 놀이방해나 놀이

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단

절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J. H. Lee & Kim, 2012)와 사회성

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H. S. Hwang & Suh, 2018; S. L. Kim & Park, 2015; M. R. 

Lee, 2015; W. Y. Park et al., 2004; Y. J. Song, 2017)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행동을 살펴

본 Kang과 Lee (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을 통제적 양육행동은 정적상

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에서 부적상관을 보여, 아버지 양육행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와 상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면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 5세 시기 아버지의 적절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이후 만 6세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기질 중 활동성과 또래놀이행동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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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 직접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활동

적인 특성을 가진 만 4세 유아는 만 6세 시기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놀이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

서표현을 보이는 놀이방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기질을 통해 놀이성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Y.-S. 

Hwang & Choi, 2007; E. O. Jo & Choe, 2003)를 부분적으로 지

지하며, 활동성이 높은 유아(49-54개월)가 또래활동에서 방해

가 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Y. J. Song, 2017; W. Kim 

et al,. 2014)와 유아의 높은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상

호작용)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H. S. Hwang & 

Suh, 2018)와 일치한다. 그러나 유아의 활동성과 놀이단절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 S. Hwang & Suh, 2018; S. 

L. Kim & Park, 201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

질이 놀이 시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거부당하는 놀이단

절에 이르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 개인적 변인인 기

질이 환경적 변인인 아버지 양육행동(O. B. Chung, 2006)을 통

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또래와의 놀이에서 행위를 

주도하거나, 협동을 통해 성장한다(Lasley, 2007/2012). 특히 기

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버

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

을 살펴본 선행연구(Kang & Lee, 2011)와 상반된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효과는 강조되고 아버지의 

놀이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 놀이 또는 양육에 참여하는 것

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J. Kim, 2017). 따라서 유아

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자녀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면 이후 유아의 놀이단절이나 놀이방

해와 같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통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달리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놀이방해, 놀이단절)에 영향을 주는 만

큼,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현재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예비부

모교육을 위한 대학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고 있으며, 육아 관련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육아 당

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요구되고 있다(Kwon, 

Moon, & Kim, 2019). 서울 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교육원

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바른 양육

행동,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C. Park, Kim, & Choi, 2018)을 

교육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양육을 돕고 있다. 본 

연구결과도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키

는 만 4세 유아에게 아버지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Suh 

(2017)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

펴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구

분하여 아버지 양육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만 4세 기질, 만 5세 양육행동, 

만 6세 또래놀이행동의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점

들을 추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변인들의 부분을 통제하고 분석하

거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다면 변인의 자세한 영

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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