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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s
Peer-Play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The Mediated Effects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Go Woon Su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서고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al effects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peer-play behavior and in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
Methods: The data in this study cam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using Wave 3 data
(N = 1,802) for marital satisfaction, Wave 5 data (N = 1,703) for parenting behavior, and Wave 7
data (N = 1,620) for child peer-play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Results: First,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peer-play behavior. Second, father’s and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
Conclusion: The role of fathers was highlighted regarding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developmental outcomes. Child peer-play behavior, especially, was predicted only by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but not by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Keywords : PSKC, marital satisfaction, father, parenting, peer-play

서론

로 어머니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부부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의 양육행동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 중 결

이 그 영향력을 매개하는지는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

혼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적인

어져 왔다(e.g., Gerard, Krishnakumar, & Buehler, 2006; Sears,

영향력을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종단적으로 모아진 한국아동

Repetti, Reynolds, Robles, & Krull,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연

패널연구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 시

구들이 횡단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

작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발달로 이어지는 종

중 주로 부부갈등을 연구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 중 주

단적인 매개경로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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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종단적 영향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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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행동 혹은 아버지–아동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혹은 어

부부관계는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

머니–아동 관계보다 부부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 양육행동 또는 부모–아동 관계를 거쳐 아동 발달에 간접적

아버지 양육행동 취약성 가설을 검증하였으나(Sturge-Apple,

으로 영향을 준다. 부부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부모–아

Davies, & Cummings, 2006; Suh et al., 2016), 한국 아동 가족을

동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는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크게 3가지가 있다(Krishnakumar & Buehler, 2000). 첫째, 전이

논문들이 부부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 표면적으로

가설(spillover hypothesis)은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부

쉽게 나타나는 부부갈등(parent conflict)에 큰 초점을 맞추어왔

모와 아동과의 관계에 전이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보상가설

다. 하지만 부부갈등 이외에도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질을 표

(compensatory hypothesis)은 부부갈등으로부터 야기된 좌절 혹

상하는 결혼만족도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부관계의 중요

은 불만족과 같은 감정들이 부모로 하여금 아동과의 관계에

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면서 상쇄되어진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

분리하여 그들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

로 분리가설(compartmentalization hypothesis)은 부모는 부부관

치는지 살펴보았다.

계와 부모로써의 역할을 분리할 수 있어서, 부부관계와 부모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연

의 양육행동 또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관계가 관련을 보이지

구되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양육행동의 유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

형화(typology)와 차원화(dimension)가 있다(Hoeve et al., 2009).

을 실시한 Krishnakumar와 Buehler (2000)의 논문은 보상가설

Baumrind (1971)에 의해 소개된 양육행동의 유형화는, 권위주

과 분리가설보다는 전이가설이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

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권위있는(authoritative)

또는 부모-아동 관계를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양육방식으로 나뉘어지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어졌

연구는 한국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

으나, 아시아 부모들의 양육행동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

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권에서도 전이가설이

적을 받았다(Cho, Lee, Lee, & Kwon, 1999). 양육행동의 차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탐색하였다.

화는 크게 온정(support/warmth)과 통제(control)로 나뉘어지

특히, Cummings, Merrilees와 George (2010)는 아버지의 양

며, 통제는 다시 정신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와 행동적

육행동 또는 아버지–아동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는

통제(behavioral control)로 나뉘어진다(Hoeve et al., 2009). 온

어머니와–아동 관계보다 부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정 차원은 아동을 편안하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양

이라는 아버지 양육행동 취약성 가설(fathering vulnerability

육행동으로 대부분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되어져 있으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며, 정신적 통제는 아동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는 방식 등을 이

양육행동보다 부부관계에 더 많은 양향을 받는지에 대한 설

용하여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양육행동으로 알려

명으로는, 성 역할 이론이 대표적이다. 성 역할 이론은 어머

져 있다(Hoeve et al., 2009). 행동적인 통제 차원은 규칙을 세

니는 아내와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잘 분리하는 반면, 아버지

우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양육행동

는 남편과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잘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으로(Hoeve et al., 2009), 아동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편으로써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아동과의 관계에 더 잘 전

주었고(Pinquart, 2016), 감소된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이시킨다고 설명한다(Cummings, Merrilees, & Ward-George,

problems)과 관련이 있었다(Pinquart, 2017). 본 연구는 아동 발

2010). 또 다른 설명으로는,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maternal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온 온정적 양육과 행동

gatekeeping behaviors)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가설은 부

적 통제 양육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

부관계가 나쁘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것

에게도 이러한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을 제한하고 막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

지 검증하였다.

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Stevenson et al., 2014). 실제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Mcleod, Weisz, & Wood,

Stevenson et al. (2014)의 논문은 어머니가 느끼는 결혼 문제

2007), ADHD (Healey, Flory, Miller, & Halperin, 2011; Shin,

들이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문지기 행

Chung, & Choi, 2010)를 포함하는 정신적 문제, 아동의 학업

동들이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성취도(Masud, Thurasamy, & Ahmad, 2015), 문제 행동(Lee,

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많은 경험 연구들이 아버지의 양육

2016; Pinquart, 2017) 등 다양한 아동의 발달 영역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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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다고 연구되어져 왔다.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

을 준다는 최근의 연구들에서까지 논의되어지고 있다(Jang &

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데

Lee, 2008; Yamagata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재화,

(Kawabata, Alink, Tseng, van Ijzendoorn, & Crick, 2011), 부모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도 많은 관심을 받아

양육행동이 모델링, 강화, 처벌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에

왔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불안 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 학습 이론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형

(28개의 어머니 양육에 관한 논문과 12개의 아버지 양육에 관

성되는 내적 작동 모델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

한 논문)들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Möller Nikolić, Majdandžić과

착 이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Bögels (2016)의 논문은 어머니의 도전적 양육행동(challenging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의 밀

parenting)은 아동의 불안과 관련되어있지 않으나, 아버지의

접한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음

도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불안을 적게 해준다고 밝혔다. 도

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전적 양육 행동은, 신체놀이(rough and tumple play), 아이들과

영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

경쟁하기 등과 같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정서적

이 아동 발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양육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의 또래 관계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한 48개의 논문들

와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Kawabata et al. (2011)의 논문은 어머니

지는 아동 발달의 영역들이다. Bowlby (1982)는 아동에게 있

의 사랑의 철회, 죄책감 불러일으키기와 같은 정신적 통제 양

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신뢰받는 놀이 상대라고 언급하였

육(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은 아동의 관계 공격성

으며, Leidy, Schofield와 Parke (2013)는 아동의 또래 관계를 포

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정신적 통제 양육은

함하는 사회성 발달은 아버지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아동의 관계 공격성과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의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 시작하여 부모

또래 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1950년대의 초기 연구들에

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으로

서 제기되기 시작하여(Lynn & Sawrey, 1959; Stolz, 1954), 아버

이어지는 경로의 탐색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

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 관계에 영향

하여, 그들의 독립적인 역할을 검증하였다. 결혼만족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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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for child peer-pla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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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for child problem behavior.

국아동페널연구 데이터의 3차년도(아동 2세) 데이터를 사용

연구문제 1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5차년도(아동 4세), 아동의 또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모델>

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은 7차년도(아동 6세) 데이터를 이용

부모의 양육행동(아버지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어머

함으로써,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고자 하였

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아버지

다. 특히, 아동이 2세 때는 부부가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결

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아

혼 초기인 동시에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많이

동의 놀이 행동을 매개하는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을 확
인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 생각되며, 아동이 4세 때는 부모

연구문제 2

의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는 시기로 부모의 양

<아동의 문제행동 모델>

육행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절한 시기라 생각된다. 또한 6세

부모의 양육행동(아버지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어머

는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동시에

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아버지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또래 관계와 문제행동에 대한

동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가?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또
한 부모의 양육행동도 온정 차원과 통제 차원을 분리하여, 각

연구방법

차원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최종 종속변인인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은 개별적인 모델에서 검증되어졌
는데,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구현한 연구모델은 Figure 1(또

연구대상

래 놀이 행동 모델)과 Figure 2(문제 행동 모델)와 같다. 종속변
인은 하위요인들을 이용한 잠재변인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모델 별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데이터
를 이용하였다(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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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5). 한국아동패널연구 데이터는 2008년 출생한 신생

양육행동

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추출법을 적용하여
2,150가구의 전체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7차년도(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ho et al. (1999)의 문항을 참

년) 데이터까지 이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도구로 측정되어

종속변인들 간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

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본

간에 다른 차수년도(3, 5, 7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척도에 각각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적 양육(6개 문항)과

전체 표본 2,150 가구 중, 3차년도에는 1,802 가구가 조사되

통제적 양육(6개 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온

어졌다. 3차년도 아동의 만 월령은 26개월이었고, 성별은 남

정적 양육의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

아가 50.9%, 여아가 49.1%로 균등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

는다.” 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은 33세였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어머니의 학

등과 같다. 통제적 양육의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나는 지켜

력은 고졸이하가 29.9%, 전문대졸이 25%, 대졸이 39.9%, 대

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또는 “나는

학원졸 이상이 5.3%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6%,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과 같다. 각 문

전문대졸이 18.5%, 대졸이 45.7%, 대학원졸 이상이 9.9%였

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

다. 5차년도에는 1,703가구(아동연령평균: 만 4세 3개월) 가

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차년도

조사되어졌으며, 7차년도에는 1,620가구(아동연령평균: 만 6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신뢰도(Cronbach’s α)는 .86, 통제적 양

세 2개월) 가 조사되어졌다.

육 신뢰도(Cronbach’s α)는 .82,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신뢰도

(Cronbach’s α)는 .86, 통제적 양육 신뢰도(Cronbach’s α)는 .76

연구도구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를 아버지의 온
정적 양육,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어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결혼만족도 변인은 3차년도 데이터를

니의 통제적 양육 점수로 이용하였다.

이용하였고, 매개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은 5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문제행동 변인은 7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한 연구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은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 (1998)를 Choi와 Shin (2008)이 타당

결혼만족도

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 수정하
여 확정한 도구로 측정되어졌다. 아동의 어머니가 총 30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KMSS (Kansas

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친사회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Nicols, Schectman, &

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등을 측정하는

Grigsby, 1983)를 Chung (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

놀이 상호작용(9개 문항),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

한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로 측정되

을 측정하는 놀이 방해(13개 문항),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 등을 측정하는 놀이 단절(8개 문항)의

RKMSS에 각각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귀하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진다. 놀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또는 “귀하는 남편/아내와

문항의 예는 “친구를 돕는다.” 또는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

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과 같다. 각 문항은

되도록 돕는다.” 등과 같다. 놀이 방해의 구체적인 문항의 예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는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또는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차년도 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과 같다. 놀이 단절의 구체

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 어머

적인 문항의 예는 “위축되어 있다.” 또는 “목적 없이 돌아다닌

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본

다.” 등과 같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져

연구에서는 총 4문항의 평균점수를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

있다. 놀이 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놀이의 상

족도,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점수로 이용하였다.

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놀이 방해와 놀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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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놀이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문항을 사용하는 총 문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내재화

의미한다. 7차년도 놀이 상호작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재

.81, 놀이 방해 신뢰도(Cronbach’s α)는 .86, 놀이 단절 신뢰도

화 혹은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세분화 되어질 수는 없지만, 아

(Cronbach’s α)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평균

동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행동인 수면문제(7문항)와 기타

점수를 놀이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의 점수로 이용하

문제(33문항) 영역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재

였다.

화, 외현화 문제 행동들의 증상들은 상관이 높고, 공존의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구분하여 검증하기 보다는 총 문제 행동으

아동의 문제 행동

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McConaughy와
Skiba (1993)는 CBCL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이 높다는 문제를

아동의 문제 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 (2000)가 개발한

지적하였으며, Willner, Gatzke-Kopp와 Bray (2016)는 유치원생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세용 척도를 Oh와 Kim

과 초기 아동기의 많은 아이들 역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 행

(2009)이 한국판으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되어졌다. 아동의 어

동을 공존(comorbidity)하여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가 총 10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낯선 상황 및 변화에 대한 걱정, 저항 등을 측정하

자료분석

는 정서적 반응성(9개 문항), 불안과 슬픔 등 부정적 감정과 관
련된 특성을 측정하는 불안/우울(8개 문항), 분명한 의학적 원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발달을 매개

인 없이 나타나는 예민함과 관련된 특성을 측정하는 신체 증

하는지를 검증하는 두 개의 모델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상(11개 문항), 위축과 무관심한 특성을 측정하는 위축(8개 문

우선,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델이 검

항), 수면문제(7개 문항), 과잉행동 및 둔한 운동신경을 측정

증되었다. 두 번째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하는 주의집중문제(5개 문항), 반항적이고 분노발장 등을 측

모델이 검증되었다.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

정하는 공격행동(19개 문항), 그 외 새로운 것에 대해 겁을 내

부의 결혼만족도는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부모의 양

는 것이나 이유 없이 잘 다침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는 겹치지

육행동은 5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아동의 또래 놀이

않는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기타문제(33개 문항)의 8가지 하

행동과 문제 행동은 7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또

위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3점 척도로 구

래 놀이 행동과 문제 행동은 하위요인들을 이용한 잠재변인을

성되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과 관련된 문제 행동

사용하였다.

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차년도 정서적 반응성의 신

모델은 Mplus 7.31 (Muthén & Muthén, 1998–2002)로 검

뢰도(Cronbach’s α)는 .74, 불안/우울의 신뢰도(Cronbach’s α)

증되어졌다. 결측치 문제를 위해서 Maximum likelihood (ML)

는 .72, 신체증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57, 위축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5, 수면문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55,

주의집중문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2, 공격행동의 신

방법이 사용되었다(Baraldi & Enders, 2010). ML은 Multiple
Imputations (MI)과 더불어, 결측치를 다루는 가장 좋은 현대
적 방법으로 추천된다(Baraldi & Enders, 2010). ML은 원자료

뢰도(Cronbach’s α)는 .87, 기타문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raw data)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의 계수들을 산출하기 위

.81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총점을 각 하위영역의

해,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한다(Baraldi & Enders,

점수로 이용하였다.

2010). 아동의 문제 행동 모델은 아동의 문제 행동의 두 하위

본 척도는 임상적 혹은 연구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 척

요인(신체증상의 kurtosis = 4.33, 위축의 kurtosis = 4.33)이 다

도들로 세분화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임상학

소 비정규적인 분포(non-normality)를 보였기 때문에, 비정규

적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DSM방식의 척도로 세분

성을 보이는 변인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Maximum Likelihood

화하기도 하고, 혹은 위의 하위 영역들을 조합하여 내재화 문

Robust (MLR) 방법이 사용되었다.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은

제 행동(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외현화 문

bootstrapping에 의해 산출된 신뢰구간을 통하여 검증되어졌으

제 행동(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이

며, 매개경로 계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

러한 세분화된 방법 외에도 위에 제시된 모든 하위영역을 포

하다고 판단된다(MacKinnon, 2008). 평균 및 상관 등의 기초통

함하는 총 문제 행동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모든

계들은 SPSS 23.0 (IBM Co., Armonk, NY)으로 산출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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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다음으로,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들 간의 상관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 2세 때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
도와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 4세 때 아

Table 1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모델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

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높았다. 하지

들 간의 상관을 보여준다. 우선, 각 차년도 내에서의 변인 간

만 아동 2세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아동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2세일 때 측정한

4세 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과는 유의미한 상관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인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지

을 보이지 않았다.

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간

높았다. 둘째, 아동이 4세일 때 측정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

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 4세 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높

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어

을수록, 아동 6세 때 아동의 놀이 방해, 놀이 단절 점수가 낮았

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이 높

고, 아동 4세 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높을수록, 아동 6세

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도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때 아동의 놀이 단절 점수가 낮았다.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

Table 2는 아동의 문제 행동 모델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들 간

서 측정한 통제적 양육은 규칙을 세우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의 상관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 문제 행동의 모든 하위 변인들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동적 통제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할

은 서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보였다. 두 번째로, 부모의 양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행동을 측정했던 4세 시기는, 규칙과

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 4세 때

행동 통제를 배워야하는 시기로 부모의 적절한 통제적 양육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아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동 6세 때의 모든 문제 행동 하위 변인의 점수들이 낮았다. 아동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는 타당하다고 보여

4세 때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은 위축을 제외한 6세 때의 모든

진다. 셋째, 아동이 6세일 때 측정한 놀이 행동 변인들 간 상관

문제 행동 하위 변인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아동 4세 때 어

을 살펴보면, 놀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놀이 방해와 놀이 단

머니의 통제적 양육은 6세 때의 모든 문제 행동 하위 변인들과

절은 낮은 점수를 보였고, 놀이 방해가 높을수록, 놀이 단절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for Study Variables of the Peer-Play Behavior Model
1
Age 2
1. F. Marital satisfaction
2. M. Marital satisfaction
Age 4
3. F. Warmth-parenting
4. F. Control-parenting
5. M. Warmth-parenting
6. M. Control-parenting
Age 6
7. Play interaction
8. Play disruption
9. Play disconnection
M
SD
Note. N = 1094-1681.
F. = Fathers’; M. = Mothers’
*p < .05. **p < .01.

―
.37**
.20**
.03
.17**
.03
-.02
-.02
-.03
4.21
.72

2

3

4

5

―
.17**
.31**
.06*

―
.06*
.27**

―
.13**

.06
-.06*
-.08**
3.37
.52

-.02
.02
-.04
3.54
.59

.03
-.03
.00
3.66
.54

6

7

.02
.02
-.06*
3.25
.60

―
-.34**
-.38**
3.08
.45

8

9

―
.27**
.00
.21**
.04
.06
-.04
-.05
3.85
.77

―

―
.64**
1.94
.50

―
1.6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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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for Study Variables of the Problem Behavior Mode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ge 2
1. F. Marital satisfaction

―

2. M. Marital satisfaction

.37**

―

Age 4
3. F. Warmth-parenting

.20** .27**

4. F. Control-parenting

.03

5. M. Warmth-parenting

.17** .21**

.31** .06*

6. M. Control-parenting

.03

.06*

.00
.04

―
.17**

―
―

.27** .13**

―

Age 6
7. Emotionally reactive

-.05*

-.08** -.09** -.04

-.18**

.03

―

8. Anxious/Depressed

-.05*

-.05*

-.09** -.01

-.15**

.04

.72**

9. Somatic complaints

-.06*

-.08** -.07** .02

-.12**

.04

.47** .48**

10. Withdrawn

-.05

-.08** -.10** -.05* -.16** -.03

.55** .58** .38**

―

-.03

11. Sleep problems

.02

―
―

-.09** -.05

-.10**

.03

.46** .52** .39**

.34**

12. Attention problems

-.09** -.10** -.16** -.01

-.21**

.01

.46** .45** .35**

.47** .34**

13. Aggressive behaviors

-.09** -.16** -.15** .00

-.24**

.01

.68** .62** .43**

.54** .45** .57**

14. Others

-.07** -.12** -.14** .01

-.20**

.01

.70** .73** .53**

.62** .52** .62** .75**

M

4.21

3.85

3.37

3.54

3.66

3.25

1.71

2.44

1.26

1.35

1.63

1.04

4.63

5.85

SD

.72

.77

.52

.59

.54

.60

2.06

2.11

1.60

1.65

1.59

1.31

4.46

4.55

―
―
―
―

Note. N = 1450-1676.
F. = Fathers’; M. = Mothers’
*p < .05. **p < .01.
Age 2

Age 4

.12***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Fathers’
Warmth-parenting
.17 ***

.23***

Fathers’
Control-parenting

.08*

.11***

Mothers’
Warmth-parenting

.17***

Play Interaction

.26***
.45***

Children’s
Positive
Peer - Play
Behaviors

.05*

.37***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ge 6

.27***

-.75***

Play Disruption

-.85***

Play Disconnection

.12 ***

Mothers’
Control-parenting

Figure 3. Child peer-play behavior model. Model fit: χ2 (12, N = 1859) = 21.716, p < .05, CFI = .993, RMSEA = 0.021, SRMR =
0.013. Nonsignificant paths were omitted for ease of interpretation. All paths were reported in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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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 2세 때 아버지

을수록 4세 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β = .12, p < .001) 과 어머

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위축과 수면문제를 제외한

니의 온정적 양육(β = .11, p < .001)이 증가되었다. 또한 아동

6세 때의 모든 문제 행동 하위 변인의 점수가 낮았고, 아동 2세

이 2세 때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4세 때 아

때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수면문제를 제외

버지의 온정적 양육(β = .23 p < .001)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한 6세의 모든 문제 행동하위 변인들의 점수가 낮았다.

(β = .17 p < .001)이 증가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
동의 또래 놀이 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이 4세 때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6세 때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모델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다(β = .08 p < .05). 마지막으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또래

2세 때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6세 때 아동의 또래 놀이

놀이 행동을 매개하는 모델은 Figure 3에 제시되어져 있다. 우
선,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였다[χ2 (12, N = 1859) = 21.716, p

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 .05, CFI = .993, RMSEA = .021, SRMR = .013]. 또한 아동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우선,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은 아동의 또래 놀이 행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으로 이어

동 잠재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긍정적인 놀이 행동을

지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ab =

측정한 관찰변수인 놀이 상호작용은 정적인 계수(loading)를

.003, 95% CI [.001, .006]). 두 번째로,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

보였고, 부정적인 놀이 행동을 측정한 관찰변수인 놀이 방해,

족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으로

놀이 단절은 부적인 계수(loading)을 보였으므로, 이 관찰변인

이어지는 매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들을 아우르는 잠재변수는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놀이 행동

ab = .005, 95% CI [.001, .010]).

모델에서 보여지는 두 개의 가능한 매개경로들의 통계적

(children’s positive peer play behavior)로 명명하였다.

아동의 문제 행동 모델

모델에서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경로
를 살펴보면, 아동이 2세 때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

Age 2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문

Age 4

.12***

Age 6
Emotionally Reactive

Fathers’
Warmth-parenting

.81***

Anxious/Depressed

.82***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23***

.26***

-.07*

Fathers’
Control-parenting

.11***

.12***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20***

Mothers’
Warmth-parenting

.17***

.58***

Somatic Complaints

.68***

.05*

.37***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17***

.05*

Withdrawn

.58***

Sleep Problems

.64***

Attention Problems
.82***

.27***

Aggressive Behaviors
.90***

Mothers’
Control-parenting

Others
-.06*

Figure 4. Child problem behavior model. Model fit: χ2 (62, N = 1874) = 335.521, p < .001, CFI = .959, RMSEA = 0.049, SRMR
= 0.025. Nonsignificant paths were omitted for ease of interpretation. All paths were reported in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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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을 매개하는 모델은 Figure 4에 제시되어져 있다. 우선,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였다[χ2 (62, N = 1874) = 335.521, p <

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

.001, CFI = .959, RMSEA = .049, SRMR = .025]. 또한 아동의

제적 양육행동을 분리함으로써 양육행동의 차원에 따라 다른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함

중문제, 공격문제, 기타문제는 아동의 문제 행동 잠재변인을

으로써, 독립변인에서 시작하여, 매개변인, 종속변인으로 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어지는 인과관계를 보다 확고히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모델에서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립적인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

가 보여준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째, 부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경로

우선 본 연구의 모델들은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부모의 온

를 살펴보면, 모든 유의미한 경로들이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

모델과 같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

구의 결과는 부부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메커

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이 4세 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니즘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전이가설(spillover hypothesis)

높을수록 6세 때 아동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다(β = -.07, p <

을 지지한다. 즉,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로 인한 긍

.05). 또한 아동이 4세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6

정적인 정서, 감정, 분위기가 아동을 대하는 온정적인 양육 행

세 때 아동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고(β = -.20, p < .001), 아동

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

이 4세 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높을수록 6세 때 아동의 문

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제 행동이 증가하였다(β = .05, p < .05). 마지막으로 부모가 지

그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 분위기가 아동을 대하

각한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

아동이 2세 때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6세

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가족 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

때 아동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다(β = -.06, p < .05).

는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정서, 감정, 분위기가 다른

모델에서 보여지는 네 개의 가능한 매개경로들의 통계적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도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긍정적, 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 이어지는 매개

정적 감정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전이된다는 선행연구들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ab = -.020, 95%

의 결과(Stevenson et al., 2014; Woo, 2016)들과도 일치한다. 또

CI [-.044, -.006]). 두 번째로,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아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은 결혼만족도 측정 2년 후 측

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

정된 변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양육행동에 대한 결혼만

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ab = -.036,

족도의 장기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되어진다. 이

95% CI [-.069, -.009]). 세 번째로,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

러한 장기적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으로, 양

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 이어지는 매

육행동 자체도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 내재화되는 행동임을 고

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ab = -.052,

려할 때, 아동이 어렸을 때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95% CI [-.087, -.026]).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

지는 부모의 초기 양육행동이 반복되어지며 내재화되는 것을

족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향후 연구들에서

지는 매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nstandardized ab =

보다 명확히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074, 95% CI [-.110, -.035]).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본
인의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의해서도

논의 및 결론

본인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

혼 만족도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본인의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어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상대방이 느끼는 결혼만족도에도

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를 분리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본인의 결혼 만족도 뿐 아니라 아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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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육행동의 차원 중,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결혼만족
도에 영향을 받았을 뿐, 통제적 양육행동은 결혼 만족도에 영

자극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들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진다.

향을 받지 않았다.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이와 친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 모델과는 다르게, 아동의 문제 행동

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할

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온정적 양육이 부부의 결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만족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을 매개하였다. 이러한 모델 간 다

반면, 규칙을 세워 지키게 하거나,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

른 결과는,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통제적 양육행동의 정도는 변화하지

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또

않았다. 이러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결혼 만족도에 의

래 놀이 행동 모델에 따르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

한 부모의 감정에 흔들리기 보다는, 아동의 행동 자체에 의해

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통제적 양육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

행동은, 보통 긍정적 발달 결과를 예측하는 양육행동으로, 규

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칙을 세우고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행동적 통제 양육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

셋째, 본 연구 모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행

과였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아동이 아주 어렸을 때에

동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

는 매우 허용적이기만 했던 어머니들이 4세 전후로 규칙을 세

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부부관계에 더

우고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려는 양육행동들을 증가시킬

큰 영향을 받는다는 아버지 양육행동 취약성 가설(fathering

수 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 변화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vulnerability hypothesis)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

급작스럽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구체

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행동 또는 아버지-아동, 어머니-아동 관

적인 메커니즘은 향후 연구들에서 밝혀질 수 있길 기대한다.

계 모두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

부부관계가 양육행동을 거치치 않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

연구들이 존재한다(Blodgett Salafia, Schaefer, & Haugen, 2014;

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아동

Sturge-Apple, Davies, Cicchetti, & Cummings, 2009). 아버지 양

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

육행동 취약성 가설을 좀 더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동

만족도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의 연령, 사용되어진 부부관계의 측면, 문화 차이 등 다양한 요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인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를 보여준 우수정(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직접적 경

다음으로, 부부관계에서 시작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

로는 어머니가 바라보는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

쳐, 아동의 발달까지 이어지는 매개 경로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

혼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즉 어

음과 같다. 우선, 또래 놀이 행동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머니가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

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을 매개하였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의 행동이

다.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신뢰받는 놀이 상대라는 주장

문제적 행동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다. 또는 양육행동 이외에

(Bowlby, 1982)과 아동의 또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성 발달에

도 다른 매개변인이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수정(2016)이 언급

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Leidy et al., 2013)는 기존의 주장들

하였듯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형성되는 가정 분위기

과 일치한다. 다만, 왜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동의 또래 관

나, 어머니가 결혼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상호관계 기술 등이

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을 매개할 수 있다.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아동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 중 결혼만족

을 발달시키는데 아버지가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다른 측면

Grossmann 등(2002)은 어머니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들도 함께 포함시켜 부부관계의 다면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

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

과 자극들을 탐색할 때 혹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정

였다. 학령기 아동들은 부부관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6세 아동에게 있어

수 있으므로, 아동의 연령층을 확대하면, 부모의 부부관계와

서는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들이 주변의 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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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셋째, 본 논문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전이가설, 보상가설, 분리가설을 탐색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차년도에 측정한 결혼만족도와 5차
년도에 측정한 양육행동을 사용함으로써, 전이가설이 두 변인
간의 장기적 연관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나, 결혼만
족도와 양육행동의 단기적 연관성은 다른 메커니즘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양육행동에 즉각적으로는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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