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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ternal overprotection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rough their anxiety. In this study, maternal 
overprotection was defined as anxiously shielding their young children from having negative 
experiences and maintaining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trusive and permissive parenting for 
their 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were 183 mothers and 18 teachers with young children aged from four to six 
years. Mothers rated themselves on the degree of their overprotecting behaviors measured by a 
maternal overprotection scale for young children (Y. S. Chung & Park, 2021). Teachers rated young 
children’s anxiety and social compet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ootstrapping method was appli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young children’s 
anxiety and social competence.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pported the hypothesized 
relations among maternal overprotection, young children’s anxiety and social competence after 
controlling with young children’s gender, maternal academic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the level of young children’s anxie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varying 
levels of young children’s anxiety and social competence. Additionally the maternal overprotection 
linked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directly through their anxiety. These findings offer basic 
knowledge applicable to parent education and the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improving 
parenting behaviors. The limitations and oth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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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는 시기이다(Erikson, 1963). 

이 시기에 부모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아를 보호하지만, 이

러한 보호적 행동이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이루어지

면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

면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도전을 만나고 대처하면서 성

장한다(Moreland & Dumas, 2008). 유아기의 도전은 스스로 옷

을 입고, 양육자와 분리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고, 집

단 환경 속에서 또래와 장난감을 공유하고 규칙을 배우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과보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유아의 도

전에 포함된 위험과 어려움을 앞서 걱정하며 자녀의 행동과 

환경을 제한하거나 대신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유아는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과보호 양육을 받은 유아는 세

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과 걱정을 내면화하고 일상의 도전

과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과 유능감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

여 사회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다(Edwards, Rapee, & Kennedy, 

2010; Rubin, Coplan, & Bowker, 2009).

과보호 양육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 과보호 양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

년 및 성인 초기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K. M. Chung 

& Yoon, 2015; Perez, Nicholson, Dahlen, & Leuty, 2020). 하지

만 부모의 과보호 양육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

향이 있으며, 부모는 이러한 태도를 이후에도 지속하기 때

문에(Laurin, Joussemet, Tremblay, & Boivin, 2015; LeMoyne & 

Buchanan, 2011)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 양육을 유아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보호하여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통제하고 허용하는 양육태도로 정의하고(Y. S. Chung & Park, 

2021),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과보호 양육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사

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ubin, Burgess, & 

Hastings, 2002). 과보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유아가 일상 속에

서 스스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 문제를 앞서 도와주거나 

문제 자체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연령

에 적합한 비계설정을 해주지 못해 유아가 자신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행동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한하며, 

그로 인해 유아가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전략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 있다(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ard, 2015). 또

한 허용 수준이 높은 과보호 양육은 유아가 좌절 상황에서 부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훈육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게 원하는 바를 미리 파악하고 해주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 

과제를 대신 해주는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가 어려움을 딛고 

숙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고(L. Kim, 2017), 좌절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Jang, 2016).

최근 국내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능

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J. Kim의 연구

(2020)에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통제하지 않는 어머니

의 과보호 및 허용 양육은 유아가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에 부

적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을 비롯한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아 행동에 대한 한계와 규

칙을 형성하는 양육은 유아가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youn과 Shin의 연구(2021)에서 어머

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승인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미성숙 수준을 높이고, 또래와 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S. Lee와 Kang의 

연구(2018)에서도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또래와의 놀이 상

호작용이 감소하고 놀이방해와 단절이 증가하는 부적절한 사

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가 자신을 조절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사

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008년 한국아

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제작한 3개 문항을 통

해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을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의 가설과 반대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만 3세∼5

세 유아의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I. J. 

Chung, 2012).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O. B. Kim의 연구

(2014)에서 Doh와 Falbo (1999)의 과보호 질문지로 측정한 어

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정서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없

었다.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행연구들에서 

과보호를 측정할 때, 국외 도구, 대상 연령에 맞지 않은 도구, 

타당화 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Ryoo & Shin, 2018). 과보호 양육의 모습은 연령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

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되고 타당화한 과보호 

양육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능

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Y. S. Chung & Park, 2021).

한편 불안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심리학 용어 중 하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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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아의 불안은 두려운 정서 반응으로 표현된다. 두려움은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기하거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정서이다

(O. B. Chung, 2018). 유아들은 양육자와 분리될 때, 낯선 사

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일부 유아는 불

안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 일상의 기능과 적응적 발달을 방해

하며 불안장애로 진단된 유아의 경우 이후 우울 및 공존 질환

으로 연결되는 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H. Lee & 

Shin, 2020; Ooi, Nocita, Coplan, Zhu, & Rose-Krasnor, 2017).

불안 수준이 높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사회적으

로 유능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Kostelnik, So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5). Ooi 등(2017)은 평균 5.7세 유아의 

사회적 불안이 사회·정서적, 학업적 적응과 관계가 있는지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불안은 어머니가 평가하는 사회

적 적응 즉, 기관 밖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참여, 또래

와 놀면서 보이는 스트레스, 또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불안은 또래 배척, 비사회적 행동과 

같은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

용을 시작하고 또래 집단에 들어가고 또래와 갈등을 겪을 때,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적절하게 반응하거

나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적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Stewart & 

Rubin, 1995; Wilson & Hughes, 2011). 이들의 망설이는 행동

은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어

려움을 겪게 한다(Rubin, Bowker, Barstead, & Coplan, 2018).

유아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과

보호 양육이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

다. 과보호 양육을 하는 부모의 심리적 기저에는 자녀의 일과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보호 양육을 받은 

자녀 또한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

고 있다(Byoun & Shin, 2021; Chorpita & Barlow, 1998; Kiel & 

Buss, 2014; Rapee, 2009).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양육의 하위차원 중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관여와 통제 행동이 거부나 온정보다 유아의 불안에 

더 영향을 주었다(McLeod, Wood, & Weisz, 2007). 2세에 측정

된 어머니의 보호적 양육행동은 3세 때 유아의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여(Kiel & Buss, 2010, 2014; Kiel, Premo, & Buss, 

2016),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이른 시기부터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et al., 2010). 

종단 연구들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자녀의 불안의 예

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Laurin 등(2015)은 20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 불안의 궤적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의 하위 유형을 분석하였다. 종단 

자료는 아동의 나이가 2.5세 때 어머니의 양육 유형을, 그리

고 8세 때 아동의 불안 증상을 포함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자들

은 어머니의 양육을 온정, 구조, 허용, 강제, 과보호 양육으로 

구분하고 약 6년 뒤 아동의 불안 수준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강제와 과보호 양육 유형만이 아동의 불안 수준을 예측하였

다. 그 외의 종단 연구(Bayer, Sanson, & Hemphill, 2006; Rapee, 

2009)에서도 불안하고 보호하는 양육태도가 이후 아동의 불

안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초

기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

서와 관련된 특성을 형성하고 이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

달에 영향을 준다. 연구자들은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

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로 연결되는 경로를 정서

와 관련된 요인이 매개한다고 제안하였다(Cui, Morris, Criss, 

Houltberg, & Silk, 2014). 앞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불안 수준을 높

이고 불안이 높은 유아는 제한된 사회적 능력을 보인다. 동시

에 과보호를 받은 유아는 자기조절, 또래관계, 문제해결과 같

은 사회적 발달에서 미숙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인 간의 관

계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

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불안을 높이

는 것을 통해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Wood, Kiff, Jacobs, Ifekwunigwe와 Piacentini 

(2007)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 만 5-11세 아동의 불안, 그리고 

의존적인 문제해결 태도 간의 연쇄적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

우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에게 과보호 양육을 받은 아동

은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아동의 불안이 매개

하였다. 또한 자녀의 물건을 대신 치워주고, 지나치게 자주 신

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유아의 독립적 행동을 방해하는 어

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불안한 성향과 관계가 있었으

며, 2년 뒤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모습을 예측하

였다(Rubin et al., 2002).

유아기는 영아기와 비교해 사회적 환경이 넓어지고 다양해

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달된 사회적 능력은 이후에 맺게 될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Kostelnik et al., 2015). 연구자들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와 유아의 불안한 성향을 꼽는다. Rubin 등(2018)은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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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부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

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불안을 제안하였

다. 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후 아동기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avis, Votruba-Drzal, & Silk, 201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

의 불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

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유아의 불안을 높임

으로써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현대 사회의 과보호 양육현상을 향한 사회적 우

려가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양육방식 형

성을 위한 부모교육에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유아의 불안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4, 5세 반에 재원 중인 183명 유아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해당 유아의 어머니 183명과 담임교사 18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시기는 유아 후기로 아직은 학교, 

또래집단 등과 같은 가족외 요인보다 가족내 요인, 특히 어머

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며(Shaffer, 2009), 이 시기까

지 Erikson (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라 유아는 자율

성과 주도성을 발달시키며,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향상되어 

혼자서 밥먹기, 옷입기, 세수하기와 같은 자조활동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38세(범위: 29-51세, 표준편차: 

3.58세)이었다. 설문지 응답의 대상이 된 유아기 자녀의 평균 

월령은 68개월(범위: 58-79개월, 표준편차: 6.00개월)이었으며 

남아 101명, 여아 8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 

과보호 척도(유아용)를 사용하였다(Y. S. Chung & Park, 2021).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침해(intrusive 

control) 8문항, 응석/허용(permissive indulgence) 4문항 그리고 

걱정/보호(anxious protection)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침해는 

유아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기회를 제한하고 도와주며 개

입하는 양육태도이며, 응석과 허용은 유아에게 행동 지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훈육하지 않는 양육태도, 걱정과 보호는 유

아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만 하게 하려

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을 바탕으

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도와준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

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 “아이가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등이 있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과보호 양육 총점은 하

위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75이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침해 .76, 

응석/허용 .65, 걱정/보호 .70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불안

유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ence, Rapee, McDonald와 

Ingram의 연구(2001)를 바탕으로 만 3-6세 유아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유아 불안 척도(Preschool Anxiety Scale 

[PAS])의 교사용 질문지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불안, 일반화된 불안, 분리불안의 세 하위척도에 

포함된 15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

였으며, 문항의 예로는 “하던 걱정을 그만두는 것을 어려워한

다.”,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유

치원에서 부모를 찾으며 운다.” 등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2이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사회적 불

안 .85, 일반화된 불안 .87, 분리불안 .85로 나타났다.

유아기 불안은 하위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

합된 상태로 나타나 불안의 하위요인 간에 뚜렷한 구분이 되

지 않고 불안의 단일 차원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Eg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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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old, 2006; Howard, Muris, Loxton, & Wege, 2017). 또한 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불안의 3요인 모형

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χ2/df = 5.51, CFI = .76, TLI = 

.72, RMSEA = .16, SRMR =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

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

아의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sham과 Elliott 

(1990)이 개발한 유아용 사회적 기술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이끌어 내는 능력으

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유능한 행동들로 정의한다. 이 척도

는 협동/순응 10문항, 자기 주장 10문항, 자아 통제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자주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측정하며, 문항

의 예로는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과 협력한다.”, “또래에게 놀

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

을 때 잘 참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

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협동/순응 .87, 자기 주장 .88, 자아 

통제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대상 유아

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가구 총 월수입에 따

라 주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성별, 어머니

의 학력, 가구 총 월수입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점수는 여아가 남

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 = -2.15, p < .05),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았고(t = 2.40, p < .05), 가구 총 월수입이 세전 5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500만원 이상인 집단들이 유의하게 높았

다(F = 5.92, p = .001). 따라서 추후 분석과정에서는 유아의 성

별, 어머니의 학력, 가구 총 월수입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절차

어린이집 만 4, 5세 반 교사 2명과 어머니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무

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10곳을 섭외하여 연구 설명문과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를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교사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어머니 

설문지 183개, 교사 설문지 201개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한 

아동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보고 설문지가 모두 회수된 183세

트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Mplus 8.3 (Muthén & Muthén, 1998-2017)과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Boys 101 (55.2) Maternal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1 (  0.5)

Girls 82 (44.8) University 154 (84.2)

Age 4-year-old 18 (  9.8) Graduate school 28 (15.3)

5-year-old 102 (55.7) Monthly household
 income before tax
(10,000won)

Less than 499 15 (  8.2)

6-year-old 63 (34.4) Over 500-599 32 (17.5)

Birth-order First or only 126 (68.9) Over 600-799 43 (23.5)

Second 46 (25.1) More than 800 93 (50.8)

Third 11 (  6.0)
Note. N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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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

술통계분석, 차이검증, 상관관계분석 등의 기본적인 통계분

석 외에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편향 수정 부트스트레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였다.

Results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불안 및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범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과보호 양육의 하위 척도 점수

를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침해의 평균은 2.42점, 걱정/보호

는 2.47점, 응석/허용은 1.7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평균적으로 침해와 걱정/보호 문

항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서 가끔 그렇다(3점) 사이

의 응답을 하였으며, 응석/허용 문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미만의 응답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유아의 사회적 능력, 불안 및 어머

니의 과보호 양육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유

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24, p < .01), 유아의 불안과도 부적인 상관관

계가 있었다(r = -.33, p < .001).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불안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18, 

p < .05).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불안의 매개 경로를 검증하였으며, 유

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아의 성

별, 어머니의 학력, 가구 총 월수입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불안을 매개로 사회

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았기에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RMSEA, CFI, TLI

와 SRMR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

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df = 1.23, CFI = .99, TLI = 

.98, RMSEA = .04, SRMR = .05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β = -.20, p < .01)과 유아의 불안(β = -.30, 

p < .01)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불안 간의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23, p < .001). 즉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불안에 정적

인 영향을,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

아의 불안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M SD Range

Social competence 71.87 12.14 37.00-90.00

Cooperation 25.05 4.09 14.00-30.00

Assertiveness 23.49 4.68 11.00-30.00

Self-control 23.33 4.48 11.00-30.00

Anxiety 24.70 9.20 15.00-54.00

Maternal overprotection 6.61  .52 3.71-9.79

Intrusiveness 2.42  .51 1.13-3.50

Permissive indulgence 1.73  .55 1.00-3.25

Anxious protection 2.47 1.01 1.17-3.92
Note. N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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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편향 수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해당 방법은 표본재추

출 횟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신뢰구간을 얻을 수 있으므로 

10,000회를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은 하한한계와 상한한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

한 것으로 본다(S. Kim, 2016). 

본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총효과는 95% 신뢰구간(CI)에

서 하한값 –8.56, 상한값 -.4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 

불안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

를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CI)에서 하한값 -2.08, 상한

값 -.0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1. Social competence ―

2. Cooperation  .93*** ―

3. Assertiveness  .91***  .80*** ―

4. Self-control  .90***  .78***  .70*** ―

5. Anxiety  .33***  .33***  .27***  .32*** ―

6. Maternal overprotection  .24**  .26***  .21**  .19*  .18* ―

7. Intrusiveness  .17*  .14  .11  .22**  .17*  .62*** ―

8. Permissive indulgence  .18*  .20**  .16*  .14  .04  .60***  .13 ―

9. Anxious protection  .13  .19*  .15*  .03  .14  .80***  .30***  .27***
Note. N = 183. 
*p < .05. **p < .01. ***p < .001.

Table 4
Fit Index of Observed Model

χ2 χ2/df CFI TLI RMSEA SRMR
35.81

(df = 29, p = 0.18)
1.23 .99 .98 .04

.90 C.I. (.00, .07)
.05

Note. N = 183.

Table 5
Path Estimate of Research Model

Pathway

Estimate

SEB β

Maternal overprotection → Anxiety    6.90    .23**    .09

Maternal overprotection → Social competence   -2.57   -.20*    .10

Anxiety → Social competence    -.13   -.30***    .07
Note. N = 18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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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

보호 양육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

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유아의 불안을 통한 간접

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

육이 유아의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며(Kiel & Buss, 2014; H. Lee & Shin, 2020), 어머니의 과

보호 양육이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분리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 낯선 사람 등과 같은 전반적인 불안 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J. Lee & Han, 2019; Ryoo 

& Shin, 2018). 과보호하는 부모는 지나친 걱정으로 낮은 수준

의 위협 요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반

응이 누적되면 유아도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

로 해석하여 불안하고 위축될 수 있다(Kiel & Buss, 2014). 또한 

유아는 도전적인 일, 또래갈등, 실수와 같은 어려움을 시행착

오를 통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하지만 과보호 양육은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유아의 유능감을 저하시켜 불안 수준

을 높일 수 있다(Chorpita & Barlow, 1998). 

불안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면화 행동문제이

며, 유아의 불안은 신체화 증상,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적응적 어려움과 연결된다(Ryoo & Shin, 2018). 또

한 유아기 높은 불안 수준은 이후 우울 및 불안 장애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는 과보호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Table 6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wa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 95% CI) Total effect

Maternal overprotection
             → Social competence

-.20 -.07*
(.03, -2.08∼-.08)

-.27*
(.11, -8.56∼-.49)

Note. N = 183. 
*p < .05.

Figure 1.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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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점검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유

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부모의 과보

호 양육과 자녀의 분리불안 수준이 감소하였다(Mayer-Brien, 

Turgeon, & Lanovaz, 2017). 이러한 양육의 조기 개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영유아기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성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Byoun & Shin, 2021; J. Kim, 2020; S. Lee 

& Kang, 2018), 유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양육태도인 심리

적 통제와 침해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Eisenberg et al., 2015; Jang, 2016; L. Kim, 2017). 유아는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사회

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

시키는 경험이 필요하다. 자녀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 지나치

게 반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이러한 경험을 제

한하여 유아가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대처와 숙달의 기회를 

방해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Rubin et 

al., 2018).

한편 본 연구의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과

보호 양육의 하위요인별로 불안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부모의 통제적 수준에 

따라 과보호 양육이 야기하는 발달적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

다고 제안한다(Kiel & Buss, 2010; Thomasgard, Metz, Edelbrock, 

& Shonkoff, 1995). 통제적 수준이 높은 침해적 과보호 양육

을 받은 유아는 자신이 결정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여

(Eisenberg et al., 2015) 이후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aur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 중 침해하는 과보호 양육만이 유아의 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단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로 변인의 통계

적 영향력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과보호 양육의 하위유형에 

따라 발달적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

게 생각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포함

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과보호 양육의 복합적인 영향을 살

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

모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불안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유아의 불안을 통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사회

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검증한 Wood 등(2007)의 연구

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과보호 양육 연구들은 유아의 사회

적 능력보다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더 초점을 맞

추고 있었다(Kiel et al., 2016; Rapee, 2009; Ryoo & Shin, 2018). 

본 연구는 과보호 양육으로 불안 수준이 높아진 유아들이 사

회적 능력에서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과

보호 양육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적절한 양육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고 자녀의 발

달을 위해 시행착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모두 필요하다

(Grolnick, Caruso, & Levitt, 2019). 유아기는 부모의 보호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기질의 유아

에게는 민감한 양육이 보호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

만 어떤 사람도 긍정적인 경험만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녀

의 능력을 키우는 양육 또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일

상의 도전과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했을 때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은 향상된다. 연구자들은 부적절하게 허용하고 통제하

는 과보호적 양육현상의 배경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 있다고 제안한다. 우선 유아의 성별과 기질, 부모의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부모의 과보호 양육의 정도와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Shin & Lee, 2016). 또한 미디어에

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미

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건 및 사고 소식과 검증되지 않은 광

고성 양육 정보는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

해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

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 혹은 사회

적 요인들로 인해 부모들이 과보호 양육을 하게 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미진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오늘날 부모

들의 양육 현상의 배경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문화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집에 

따른 연구 결과 일반화와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95.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50.8%에 해당하는 가구가 총 월수입 800만원 이상이었다. 가

구 총 월수입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상 어머니의 78%가 취

업모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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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표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

보호 양육현상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I. J. Chung, 2012; Shaffer, 2009) 후

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표집 대상으로 

과보호 양육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었기 때문

에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불안의 상관관계를 해석하

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Kiel과 Buss (2014)의 연구에

서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기질의 영아의 경우, 해당 영아의 어

머니는 다른 기질의 영아 어머니보다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였으며, 국내 연구(H. Lee & Shin, 2020)에서도 행동

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도

움을 제공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위

축 및 수줍음과 같은 유아의 특정 기질이 부모가 자녀를 과보

호하게 한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도 불안 수준이 높은 유

아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의 과보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두 변인 간 상호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과보호 양육을 어머니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연

구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과보호 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긴 어머니만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

면서 유아의 발달에 아버지 양육의 기여도도 커지고 있으며

(M. Lee & Choi, 2014), 양육 유형에 따른 영향도 아버지와 어

머니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Beato, Pereira, Barros, & 

Muris, 2016).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은 서로 영

향을 주고 받는 상대방 효과가 존재한다는 종단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Brenning, Soenens, van Petegem, & Kins, 2017), 

과보호 양육에서 아버지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과보호 양육의 

초기 영향을 밝혀 유아기 발달에 바람직한 양육 방향은 무엇인

지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과보호 양육

은 자녀의 연령에 맞게, 문화에 맞게 적절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Y. S. Chung & 

Park, 2021).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국

내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불안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

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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