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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경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역할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강사1,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longitudinal pathways from mothers’ and fathers’ warmth and control 
to children’s prosocial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s well as academic outcome. The study 
also explored whether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plays the mediating role in the link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Methods: Participants were 1,671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ich were retrieved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irect relations between parenting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were examined. Indirect effect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were also 
investigated in these associ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and their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also used to examine the 
indirect effect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in the links between parenting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Results: Mothers' and fathers' warm parenting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which in turn predicted their subsequent prosocial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s well as academic outcome. Moreover, indirect relations between parenting variables and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via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were found.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parental warmth i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The present results also emphasize the role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as the pivotal mechanism that explains how mothers’ and fathers’ warm parenting predicts 
subsequent children’s outcomes in social and academic domains.

Keyword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prosocial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cademic outcom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한영숙1, 정영선2



 Han and Chung   248

Introduction

학령기로 진입하는 아동은 유아기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주어진 학습 과제 등을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이 사회적으

로 유능하고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학자들은 그동안의 누적된 연

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임을 밝혔다(Bronfenbrenner, 1979; 

Pinquart, 2017). 이제 연구자들은 양육의 중요성을 넘어서 양

육의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

고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모 

양육의 특성과 아동의 세부적인 발달 영역에 대한 종단적 탐

구가 요구되고 있다(Rothenberg et al., 2020).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

거나(S. Kim & Shin, 2020; Nelson et al., 2006) 어머니와 아버

지의 응답을 합하여 포괄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연

구하여(Pinquart, 2016), 상대적으로 아버지 양육이 아동의 발

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적다. 구체적

으로 아버지의 세부적인 양육행동의 특성이 아동의 어떤 발

달 영역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양육의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의 아동은 부모와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며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는 시기이며, 많은 연구

들을 통해서 유아기의 부모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중요

성이 알려지고 있다(Fay-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Williams & Berthelsen, 2017). 따라서 유아기 아버지와 어머니

의 양육행동 요인이 장기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 적응

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

러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 외현적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사회성에 초점을 두어(Nelson et al., 2006; 

Pinquart, 2017),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

는 사회적 발달과 세부적인 양육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 아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의 사회적 발달뿐 아니라 학

업능력에 대하여 함께 조사함으로써 학령기 시기에 중요한 발

달과 적응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

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학령기 자녀의 친사회성, 외현적 문제

행동, 학업능력을 예측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

한 종단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문제의 해결을 위

해 자신의 정서와 행동 및 인지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처리

하는 집행기능(Song, 2014)의 수준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

하는 것(Hughes & Ensor, 2008)은 물론 학업수행에도 깊은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Buhs & Ladd, 2001),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

력)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

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간

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모 양육에서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은 아동의 발달

적 결과와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하위요인이다. 온정적 양육

과 통제적 양육의 수준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ccoby와 Martin (1983)은 부모의 온정적인 애정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며, 애정의 부족은 아동의 공격

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의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

였다.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메타분석한 

Pinquart (2017)의 연구에서는 양육의 특정 차원이 외현화 행

동문제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부정

적인 통제유형이라 알려진 부모의 지나친 통제성은 심리적 

통제와 함께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

으며, 행동 통제도 미약하지만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일수록 아동

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inquart, 

2017), 이러한 상관관계는 어머니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부

모 양육의 온정성과 통제성은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에도 작

용하는데, 자녀에게 설명하고,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와 협의

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부족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Kimonis et al., 2006; Krinsley & Bry, 1992). 

외현화 행동문제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친사회성은 사회적 발달의 긍정적 측면

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도 부모의 양육 특성

과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아

동의 친사회적인 경향과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Eisenberg, VanSchyndel, & Hofer, 2015; Jung, 

2020; Padilla-Walker, Nielson, & Day, 2016). 온정적인 보살핌

은 자녀를 지지하는 상호적인 교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양육의 특성은 긍정적인 부모-아동 관계를 강화하고 아

동이 부모의 사회화 노력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한다(Spi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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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berg, & Valiente,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온정적 양육의 

수준은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예를 들

어, 어머니의 높은 온정적 양육 수준은 가족에 대한 친사회

적 행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높은 온정적 

양육의 수준은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Padilla-Walker et al., 2016). Eisenberg 등(2015)의 종단연구에서

는 학령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이후 공감, 동정과 같은 친

사회성을 예측하였다. 국내 연구(Jung, 2020)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온정적

인 양육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촉진하여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다.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가 많

지는 않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친사회성 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부모의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는 분

명하지 않다. 일부 연구들에서 처벌, 권위의 행사와 같은 통제

적 양육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등학생 자녀는 또래에

게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Padilla-Walker et al., 

2016).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자들은 사회적 발달뿐 아니라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이 아동의 학업적 유능성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다(Gottfried, 2019). Aunola, Stattin와 Nurmi (2000)의 연구에서 

온정적 양육의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 자란 아동은 실패에 대해 

앞서 생각하지 않고 수동성이 낮았으며, 높은 수준의 자신감

을 보이는 적응적인 학업 전략을 보였다. 하지만 통제적 양육

의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 자란 아동은 높은 수준의 수동성과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였다. Wang, Deng, 그리고 Du (2018)

의 연구에서도 온정성이 낮고 통제적인 양육은 성별과 관계없

이 아동의 낮은 학업적 성취를 예측하였다. 두 연구에서 양육

의 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 구분없이 측정되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온정적으로 자녀에게 행동할 때, 아동들은 부모의 목표

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한 

영역에서도 좋은 성취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Tian & Chen, 

2020). 온정적 양육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아동에게 높은 수준

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명하며, 아동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주고받기 때문이

다(Durking, 1995). 반대로 부모의 강압적인 통제는 아동의 심

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이는 학업적 과제에 덜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Eccles, Wigfield, Harold, & Blumenfeld, 

199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통제적 양육을 받은 아동의 

학업능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Choi, 2021; Kokkinos & 

Vlavianou, 2019). Kim과 Rohner (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학업능

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학업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제적 양

육에 대한 상충되는 결과는 통제적 양육의 개념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양육의 통제성은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

할 수 있다. 아동의 올바른 행동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

동적 통제는 아동의 심리를 조정 또는 억압하는 형태의 심리적 

통제와 질적인 특성이 다르다(Barber, 1996).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능력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며(Kokkinos & 

Vlavianou, 2019),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어머니의 행

동적 통제는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Choi, 2021). 본 연

구 모형에 포함된 통제성은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

도록 지도하고 훈육하며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행

동을 규제하는 양육방식으로 정의되며(Cho, Lee, Lee, & Kwon, 

1999), 이는 행동적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의 학업능력

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양육의 특성을 분석할 때 어머

니만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을 구분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어머니와 아버지

의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을 구

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Han, 2020). 관련 연구에서 어

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은 아동의 발달과 다른 관계를 보여주

는데 예를 들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과

는 관계가 없었다(Moilanen, Shaw, Dishion, Gardner, & Wilson, 

2010).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머니들이 아동의 양

육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조절되지 않

는 행동에 대한 반응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Moilanen et al., 2010).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는 문화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학자들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

권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서구문화권에서 강조되어왔던 어머

니의 양육 요인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였다(Chen, Liu, & Li, 2000; Han, 

2020; Han, Rudy, & Proulx, 2017). 예를 들어, Han (2020)의 연

구에서는 한국의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없

었으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일년 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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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다. 외현화 문제에 대한 아버

지와 어머니의 양육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 어머니 양육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부모의 양육 영향은 유사

하게 나타났다(Pinquart, 2017).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방글라데시 아동의 학업성취

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모두 정적인 관계가 있었

으며, 관계의 정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Uddin, 2011). 종합해

보면, 소수의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의 사회성을 각기 다르게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아버지와 어

머니의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Grolnick, Caruso, & Levitt, 2019).

최근 개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

게 행동하고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집행기능이 주목받고 있다(Choi, 2021). 집행기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 및 유지, 관리

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이며(Song, 2014), 목표설정 및 계획, 행

동의 조직화, 융통성, 주의력, 기억체계와 자기조절 등의 요소

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다(Denckla & 

Mahone, 2018).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

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려면 적절한 자극

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지 않은 행동과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집행기능이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행동억제

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

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Hughes 

& Ensor, 2008). 선행 연구(B. Park & Noh, 2020)에서도 학령초

기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만 7세에 측정된 집행기

능 곤란은 2년 뒤 아동의 공격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H. J. Kim, Youn, & Park, 2021). 또한 집행기능과 학교생활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집행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서 높

은 수행을 보이고(Min, 2018; Morgan, Farkas, Hillemeier, Pun, & 

Maczuga, 2019;), 학교에 잘 적응하며(H. Y. Kim & Kim, 2020), 

학업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uhs & Ladd, 2001).

집행기능은 신경생물학적 성숙에 따라 발달하며,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으로서 부모 요인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

과 관련이 있다(Devine, Bignardi, & Hughes, 2016). 집행기능

은 일종의 자기조절능력으로 아동의 관점을 수용하고 지지해

주는 온정적 양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발달하며(Grolnick et al., 

2019), 부모 관련 특성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ian & Chen, 2020). 관련 연구에

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업수행능력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양육행동이 학업수행능력에 미

치는 직접효과보다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J. Park & Lee, 2021). 구체적으로 통제성이 높은 어

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집행

기능 곤란을 통해 국어, 수학을 포함한 학업수행 전반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J. Park & Lee, 2021). Min (2018)의 연구에

서는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수준에 따라 발달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거쳐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업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적 양육은 집행기능 곤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었다. 또한 B. Park과 Noh (202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만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들은 양육의 하위요인에 따라,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양

육과 아동의 사회·학업적 결과 간의 발달 경로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 데이

터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이 학령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

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7(Time 1), 8(Time 2), 9(Time 3)차년도에 참여한 1,671

명의 아동들(남아 51%, 여아 49%)과 부모들이다. 본 연구에서 

Time 1, 2, 3에 참여한 아동들의 나이는 각각 만 6, 7, 8세이다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4, 2015, 2016). 구

체적으로, Time 1에 측정된 유아의 월령은 평균 75개월 (SD = 

1.46)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이며, Time 2에는 초등학교 1학년, 

Time 3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PSKC, 2014, 2015, 

2016).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층화다

단계 표본추출법으로, 패널 연구진들은 1차년도에 전국 대부

분의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연구에 참여 가능한 가족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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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Shin, Ahn, Lee, Song, & Kim, 2008). 패널 자료는 1차

년도 연구 이후부터 매년 1년이라는 동일한 간격으로 추적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PSKC, 2014, 2015, 2016). 

연구도구

양육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

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선행연구(Cho et al., 1999)를 기

반으로 제작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양육행동 질문지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이 각각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질문지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구

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

이며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예시 문항들은 다음과 같

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

아준다.”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엄

격하게 가르치는 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예시 문

항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

한한다.”,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Time 1)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6(어머니 응답), .87(아버지 응답)으로 나타났

다.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Time 1)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73(어머니 응답), .79(아버지 응답)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 곤란 질

문지(Song, 2014)를 성인용으로 수정하여 아동의 어머니가 응

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6개월 동안의 자녀의 행동

을 생각하며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자녀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

의 범위로 응답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3점 Likert 척도

로서, 네 개의 하위영역(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

서통제 곤란, 부주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

기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들의 총합이 분석에 포

함되었다. 집행기능 곤란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집행기능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

행기능 곤란 척도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교사가 곁에서 지켜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시간 내 주어진 활동이나 과제를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주 울컥한다.”, “책상이나 사물

함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집행기능 곤란

(Time 2)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Goodman (1997)이 개발한 Strengths 

&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의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하위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들은 Goodman (1997)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사용 

한국어 번역판 척도를 선택하여, 온라인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이를 아동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교사들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들에 대해 묻는 다섯 문항들

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의 범

위로 응답하였다. 교사가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아동

이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

을 더 많이 보이는 친사회적 아동이라고 볼 수 있다.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간

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

다.”,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

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Time 3)

는 .86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문제행동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SDQ (Goodman, 1997)의 외현화 

문제(exteranlising problems) 하위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교

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구성한 온라인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3점)의 범위로 응답하는 3점 Likert 척도이다. 교사가 응답

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표출

되는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현적 문제행

동 척도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아이들에게 종

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외현적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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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Time 3)는 .86으로 나타났다. 

학업능력

아동의 학업능력은 담임교사가 인지하는 학업능력 웹 질문지

(Rhee et al, 2008)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점수에 대한 4문항, 수학 점수에 

대한 5문항, 학업수행 전반에 대한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의 담임교사는 아동의 평소 학습활동을 기반으로 각 문항

들에 대하여 하위 20%이내(1점)부터 상위 20%이내(5점)의 범

위로 평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학업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예시 문항들로는 다음과 같다. “00이는 

다른 급우들에 비해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00이는 

다른 급우들에 비해 비교 능력(길이, 무게 등)은 어느 정도입

니까?”,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

까?”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학업능력 척도(Time 3)의 내적합치

도 계수는 .96이었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집행기

능과 학업능력(Waters, Ahmed, Tang, Morrison, & Davis-Kean, 

2021) 및 사회적 능력 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Bradley & Corwyn, 2002)에 근거하여 통제변인으로 부모의 

가구소득과 교육수준(Time 1)이 사용되어 분석되었다. 아동

의 보호자로 보고한 어머니(99%)가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조

사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에 응하였

고,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또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에 대하여 동일한 면접조사를 통해 

무학(1점)에서부터 대학원 졸업(7점)까지의 범위로 대답하도

록 하여 학력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상관분석

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그리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지만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적절하여(r = 

.13∼.32),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을 예측

하는지 살펴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T1)이 직접적

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T3)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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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어머니와 아

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T1)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T2)을 매개하여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

업능력(T3)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은 통제변인

으로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은 요인이 하나이기 때문

에 관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

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 요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Figur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

립변인들 간의 관계가 있으며, 종속변인인 아동의 친사회성,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의 잔차(residual) 간의 관계가 있다

고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은 독립, 매개, 종속변인들과 각각 관

계가 있다고 설정해 줌으로써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모형은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

문에 STATA 14.2 (StataCorp, 2015)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및 학

업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절성 판단을 위하여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

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

자들에 따르면 RMSEA가 .06 이하일 때와 CFI 및 TLI가 .95 이

상일 때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Hu & Bentler, 

1999;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마지막

으로 종단 연구자료의 결측치 처리를 위하여 완전정보 최대우

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었다. 

Results

사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사전 분석으로서 연

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친

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았다. 사전분석 결과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다(Table 1).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

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r =.32, p <.001),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r =.13, p <.001), 아동

의 친사회적 행동(r =.08, p <.05) 및 학업능력(r =.08, p <.05)과

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r = -.26, p < 

.001) 및 외현적 문제행동(r = -.07, p < .05)과는 외현적 문제행

동(r =-.07, p <.05)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은 어머니(r =.06, p <.05)와 아버지의 통제

적 양육(r =.14, p <.001)과 아동의 학업능력(r =.10, p <.01)과 정

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r =-.17, p <.001)

과 외현적 문제행동(r =-.09, p <.01)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

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r =.28, p 

<.001)과 아동의 학업능력(r =.08, p <.05)과 정적인 관계가 있

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친사회적 행동(r =-.20, p <.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the Main Variables in Research

1 2 3 4 5 6 7 8
1. MW  (T1) ―

2. FW  (T1) .32*** ―

3. MC  (T1) .13*** .06* ―

4. FC  (T1) .01 .14*** .28*** ―

5. CEF  (T2) -.26*** -.17*** -.03 .00 ―

6. CPB  (T3) .08* .06 -.02 -.06 -.20*** ―

7. CEB  (T3) -.07* -.09** .01 .06 .30*** -.60*** ―

8. CAO  (T3) .08* .10** .08* .02 -.26*** .44*** -.52*** ―

M 3.63 3.51 3.46 3.30 1.43 2.36 1.39 4.1
SD .54 .59 .48 .56 .30 .45 .37 .84
Note. MW = mothers’ warmth, FW = fathers’ warmth, MC = mothers’ control, FC = fathers’ control, CEF =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ing difficulty,  CPB =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CEB =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CAO = children’s academic outcome.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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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업능력(r =-.26, p <.001)과는 부적인 관계를, 외현적 문제

행동(r =.30, p <.001)과는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아동

의 친사회적 행동은 외현적 문제행동(r =-.60, p <.001)과는 부

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학업능력(r =.44, p <.001)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학업능

력  (r =-.52, p <.001)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변인들 간의 다수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

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

적·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친사회적 행동, 외

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간의 직접 관계 및 간접 관계를 알아

보았다(Figure 1). 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Figure 2에 변

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모델적합도는 χ2(8) = 14.88, p > 

.05, RMSEA = .02, CFI = .99, TLI = .98로, 적합한 모델적합도

를 보였다(Hu & Bentler, 1999; Schermelleh-Engel et al., 2003).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

육행동(T1)이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이후 친사회적 행동, 외

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T3)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T1) 양

육(T1)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T3)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T1)이 

아동의 이후 어머니가 지각한 집행기능 곤란(T2)을 예측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의 집행

기능 곤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β = -.23, SE = .03, 

p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직접적 관계도 나타났다(β = -.09, SE = .03, p < .01). 즉, 어머니

와 아버지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은 집행기능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

의 집행기능 간의 직접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T2)이 이

후 교사가 지각하는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

력(T3)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

의 수준이 낮을수록 친사회적이지 않고(β = -.20, SE = .03, p < 

.001), 학업능력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β = -.26, SE = .03, 

Figure 2.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warmth and control,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and their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χ2(8) = 14.88, p > .05, RMSEA = .02, CFI = .99, TLI = .98. Significant paths, which ar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depicted. 
*p < .05. **p < .01. ***p < .001. 

Mothers’ Warmth 
T1 

Mothers’ Control 
T1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3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T3 

Children’s  
Academic 
Outcome 

T3 

Fathers’ Warmth 
T1 

Fathers’ Control 
T1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y 

T2 

Parents’  
Education Level 

(Control Variable) 
T1 

Family Income 
(Control Variable) 

T1 

-.23*** 

-.09** 

-. 20*** 

.31*** 

-. 26*** 

.08* 

-. 18*** 

.14** 



255  Parenting and Children's Development

p < .001), 외현적 문제행동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1, SE = .03, p < .001). 

마지막으로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

의 집행기능 곤란(T2)이 부모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T1)

과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T3) 간의 관계에서 간접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

해 친사회적 행동([CIs = .027, .041], p <.05), 외현적 문제행동

([CIs = -.045, -.036], p <.05), 학업능력([CIs = .067, .073], p <.05)

을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T2)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T1)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CIs = .009, .010], p <.05), 외현적 문제행동([CIs 

= -.012, -.011], p <.05), 학업능력([CIs = .018, .024], p <.05)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

적 ·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사회성(친사

회적 · 외현적 문제행동) 및 학업능력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

성 및 학업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결과들에 대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

동이 아동의 이후 발달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

본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은 2년 뒤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

제행동) 및 학업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주요 분석 이

전에 살펴 본 상관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

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및 학업능력 간의 유의

한 관계가 있었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역시 외현적 문제행

동과 학업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모형 안에서는 유의한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

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

제행동 및 학업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과 어머

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은 1년 뒤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을 예측하였다. 즉, 유아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

적일수록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집행기능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집

행기능 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며(Min, 2018; B. Park & Noh, 2020), 처벌과 지시 수준이 

높은 권위주의적 양육을 받은 아동일수록 집행기능에 어려움

을 겪었다는 국내 연구(J. Park & Lee, 2021; Sung & Ki, 2021)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국외 연구인 Fenesy와 Lee (2018)의 

연구는 관찰을 통해 측정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을 칭

찬 및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적대 및 비판과 같은 부정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는 긍정적인 양육만이 의도적 통제와 작업기억을 포함하는 아

동의 집행기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enesy & Lee, 

2018),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온정적 양육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온정

적 양육은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로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부모에게 온정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은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전달하는 

가치를 거부감없이 내면화한다. 따라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을 

바탕으로 한 사회화 과정은 아동이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조

절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덧붙여 부모의 통제적 양육은 1년 뒤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을 예측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성과 자녀

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단적 연구에서 부모 통제의 낮은 수

준은 2, 3년 뒤 아동의 집행기능의 높은 수준과 관계가 있었지

만(Bindman, Hindman, Bowls, & Morrison, 2013), 부모가 보고

한 훈육적인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과 관계가 없었다(Weber, 

2011). 후자의 경우 주로 자기 보고 질문지를 통해 양육행동을 

조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Fay-Stammbach et al., 2014). 또한 

양육의 통제성은 그 자체로 아동 발달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속성에 따라 영향의 방향성

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가 어떤 맥락

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집행

기능과 관계된 통제적 양육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여러 가지 상황에

서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고 기록 및 

평정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의 통제성의 다양한 측면

을 측정하고, 이를 자녀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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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1년 뒤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

제행동, 학업능력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집행

기능 곤란과 학업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학교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J. Park과 Lee의 연구(2021), 공격

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H. J. Kim 등(2021)의 연구, 학업능력

과의 관계를 밝힌 Morgan 등(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집행기능은 일종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기조

절능력으로 아동이 상황에 적절하게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 또

래들과 잘 어울리며 규칙을 잘 따르고 학업을 잘 수행한다. 반

면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은 학교 내 사회적 관계와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어 아동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아동이 장기적으로 주어진 학습 과제 등

을 잘 수행해내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능

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과 교사

가 지각하는 아동의 발달적 결과(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

행동, 학업능력)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집행기능 곤

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외

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만 6세에 경험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집행기능을 통해 2년 후 종단적으로 친사

회적 · 외현적 문제행동 및 학업능력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학업수

행의 관계(Min, 2018; J. Park & Lee, 2021),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B. Park & Noh, 2020; Sulik et al., 

2015)에서 아동의 집행기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

진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사회적 영

역과 학업적 영역은 일상생활 및 학교 적응과 관련한 중요한 

두 영역이다.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

을 통해 학령기에 이르러 중요한 두 영역(사회적 영역, 학업적 

영역)에서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했다는 결과는 학령 초기 아

동의 발달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이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령기는 집행기능의 하위요인들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로(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Catroppa, 2001)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나 중재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

교생활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년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기 부

모의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사회

성 및 학업능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종단적 설

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동일한 시점에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 연구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모형을 검

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상관연구(correlational research)에 

해당하며,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인과비교연구(causal-

comparative research) 또는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가 아

니다. 따라서 종단 연구라 할지라도 변인들 간의 명백한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에 제한점이 있다(Laible, Kumru, Carlo, Streit, 

& Selcuk, 2017). 예를 들어,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와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의 원인이었다고 해

석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아동의 집행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

를 통해 양육과 집행기능에서의 변화가 아동의 사회성 및 학

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이 각각 아동의 발달을 어

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육의 두 하

위요인 외에 훈육의 방식, 자율성 지지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

을 포함하여 양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아동의 발달적 결

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Sung & Ki, 

202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

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복합적인 측면의 양육행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계층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학업적 발달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발달 간

의 관계에 또 다른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자

가 직접 변인의 측정방법을 선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연

구의 주요 변인들은 모두 질문지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후

속 연구에서는 관찰법, 사회성 측정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및 학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 변인이 포함되



257  Parenting and Children's Development

었고, 이는 담임교사의 질문지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의 모습이 교사가 인식하는 교실 상황 내에서의 행

동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

동 및 성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찰자의 평정을 함

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

니와 아버지가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아동의 집행기능은 어머

니가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가 다른 변인들보

다 더 강력한 관계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찰이나 실험 등을 통하여 아동의 집행기

능을 측정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부한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연

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은 뇌신경학적 성숙과 생물학

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ong, 2014). 하지만 본 연구 모형에서는 관련 요인들이 포

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어머니 온정적 양육 간의 상관관계가 과잉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층화계층법을 통해 모집한 연구대

상 아동과 부모들을 3년간 추적하여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전이

시기에 초점을 두어 설계된 종단 연구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

모의 온정적·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이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과 정서 및 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고, 이러한 능력이 다시 학령기에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학업능력과 사회적 발달(친사회적 행동, 외현

적 문제행동)을 잘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및 사회·학업적 능력을 조사한 선행연구

들의 다수는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었다(S. Kim 

& Shin, 2020; Sosic-Vasic et al., 2017; Wang, Deng, & Du, 2018). 

특히 연구 변인들을 중심으로 유아기와 학령기 간의 종단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종단적 연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구자의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 수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같은 연구대상을 특정 기간 동안 장기적

으로 추적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장점

이 많은 방법이다(Hwang, 2017).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아

기에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행동할수록 

자녀는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 능력을 통해 2년 후 학령기가 되

었을 때 또래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학업적으로 유능하

며, 타인을 공격하는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적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

동이 비단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의 아동

의 인지 발달, 그리고 2년 후의 아동의 사회적·학업적 영역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

인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냈다.

둘째, 패널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교사 세 명의 보고자가 참여하였

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 연구에

서 여러 명의 보고자를 포함시키기에 경비와 시간 등의 문제

로 실제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구의 강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점

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의 세부적인 양육행동의 특성과 아동

의 집행기능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발달과 학업능력과는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행동, 특히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중점을 두어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주목받

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어머니만큼이나 중

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 영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육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

에서 권위적인 양육방식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간의 정적인 

관계를 제안하였지만, 권위있는 부모는 반응적이면서도 단호

하게 훈육하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중 양육행

동의 어떤 측면이 발달적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

는 것이 어려웠다(K. Kim & Rohner, 2002).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각각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발달적 경로를 통해 사회적 행동 및 학

업성취를 예측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발달적 경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

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만

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이들의 친사회성, 

외현적 문제행동, 학업능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

는 온정적인 행동들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 정서, 인지

를 조절하는 능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래에

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학업적으로 유

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특히 아

동의 집행기능이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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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로에서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의 온정적

이고 친밀한 양육의 장기적인 효과와 집행기능 발달의 중요성

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학

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형

성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인지 발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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