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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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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생2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early school-ag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on problem behaviors.
Methods: The data for this longitudinal study were drawn from the eighth, ninth, and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1,228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articipated. Fathers
and mothers reported their parenting behaviors at Time 1 (first grade), mothers reporte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t Time 2 (second grade), and caregivers reporte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t Time 3 (third grad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 paternal and maternal warmth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econd, maternal warmth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other words, when mothers displayed less warmth, children have more problems
with executive function, which, in turn, led to more problem behavior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re protective
factors for early school-ag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se findings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linking parenting behaviors to later problem behaviors in children.

Keywords : parenting behavior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problem behaviors, early school-age
childre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troduction

동을 위축이나 우울, 불안 등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이나 충동성 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

아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

하고 있다.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초등학

지고 학교라는 집단생활에 적응해야 하며 학업이 점차 어려워

교 시기에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 초기 문제행동은 이후의 문

지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행

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S.-A. Jung & Lee, 2016; E. Lee,

동을 경험할 수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은 문제행

2011; G. Lee & Chung, 2008), 이는 성인기까지도 지속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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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예를 들어, 4-16세 아동의 높은 문제행동은 14년

일관성 등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적 관련성

후 성인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Hofstra, van der Ende, &

이 나타났다(Choi, 2013; Chung, Chun, & Kim, 2004; Chung &

Verhulst, 2002).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생활적응(Ahn,

Kim, 2004; Chyung, 2004; Coln et al., 2013; Gryczkowski et al.,

Kang, & Lee, 2017; H. G. Kim, 2016)이나 또래관계(G. Lee &

2010; Jeon, 2007; H.-H. Jeong & Oh, 2000; Jun & Lee, 2012; B.

Chung, 2006)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Kim & Jin, 2014; Moon & Han,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 비행(J. Y. Song & Park, 2010)과 성인기의 범죄(H. Jung et

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비록 소수에

al., 2017)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

불과하나, 어머니와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구체적

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요인에

으로 아버지의 온정, 애정, 수용, 돌봄, 참여, 감독은 아동의 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행동과 부적 관계가, 아버지의 거부, 제재, 허용, 방임, 과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

호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G.-Y. Cho & Lee, 2007; Chung et al.,

의 우울(Gryczkowski, Jordan, & Mercer, 2010), 양육태도(Y.

2004; Chung & Kim, 2004; Gryczkowski et al., 2010; E. K. Kim

M. Cho & Lee, 2014; G. Lee & Chung, 2008), 부부갈등(Coln,

& Yoo, 2002). 이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

Jordan, & Mercer, 2013; Gryczkowski et al., 2010) 등과 같은 부

지 않고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살펴본 경우도 보고된다(Ha,

모의 측면, 아동의 기질(Y. M. Cho & Lee, 2014; S.-A. Jung &

2003; S.-H. Jeong, 2016; Lansford et al., 2018). 이상에서 고찰한

Lee, 2016), 자아탄력성(G.-Y. Cho & Lee, 2007; Y. M. Cho &

연구들 가운데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학령 후기에 속하는 초등

Lee, 2014; Y. Kim & Hwang, 2014), 자아존중감(E. K. Kim &

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Yoo, 2002), 자기통제력(Ha, 2003; Jeon, 2007), 정서조절능력

국내의 경우 학령 후기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1-3학년에 해

(B. Kim & Jin, 2014; J. Kim & Kwon, 2010), 사회적 능력(Choi,

당하는 학령 초기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

2013), 부모와의 애착(J. Y. Song & Park, 2010), 또래관계(G.

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는 상대적으

Lee & Chung, 2008), 교사와의 관계(O’Connor, Dearing, &

로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G. Lee

Collins, 2011), 스트레스(Y. Kim & Hwang, 2014), 미디어 이용

와 Chung (2006), W. K. Lee, Kim과 Yun (2018), 초등학교 1-3

시간(Ahn et al., 2017) 등과 같은 아동의 측면, 그리고 가정의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S.-A. Jung과 Lee (2016), 초등학년 1

사회경제적 지위(Dodge, Pettit, & Bates, 1994) 등과 같은 상황

학년 시기와 1년 후 2학년 시기를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본 G.

적 측면 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Lee와 Chung (2008)의 연구 등이 보고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알 수 있다.

경우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의 수

이처럼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

가 많지는 않으나,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

인들 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온 변인은 아동에

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 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다. 부모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위험요인으로 작용

는 자녀가 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의 다양한 하위

며 상호작용한다. 이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을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

S.-H. Jeong (2016)의 연구에서는 8가지 하위요인 중 특히 부모

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문제

의 애정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고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부모 가운데 주로 주

등학년 1학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머

보고하며,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애

니의 온정, 애정, 관심, 돌봄, 자율, 감독 등 긍정적 양육행동은

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성이(G.-Y. Cho & Lee, 2007; Y.

럼,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

M. Cho & Lee, 2014; Choi, 2013; Gach, Ip, Sameroff, & Olson,

펴본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2018; Gryczkowski et al., 2010; B. Kim & Jin, 2014; C. K. Kim,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횡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Han, & Cho, 2018; J. Kim & Han, 2012; J. Kim & Kwon, 2010;

졌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

Kwon, Kim, Ahn, & Lee, 2005),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심

머니의 양육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리적 통제, 과잉간섭, 거부, 적대, 허용, 과보호, 무시, 방임, 비

확인하고자 종단적 접근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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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령 초기에 속

나 만족지연, 정서통제 등과 같은 정의적 실행기능으로 구분

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학령 후기에 속하는 6학년 아동

한 경우에도 인지적 및 정의적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내재

을 비교한 Y. H. Lee와 Yoo (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단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Kong & Lim, 2013). 국내

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여,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를 다룬 연구들이 매우 드문 편이므로,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

부족한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동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측면 중 자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력(Ha, 2003; Jeon, 2007)이나 정서조절능력(B. Kim & Jin,

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

2014; J. Kim & Kwon, 2010) 등과 같이 아동이 스스로를 조절

음을 가정하고 있는데,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

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에 영향

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최

고 있다. 예들 들어, 부모가 한계설정을 많이 보일수록 6-12세

근 실행기능이라는 개념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을 보이는 한편(Schroeder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고차원

& Kelley, 2009), 주양육자가 비일관적 훈육을 많이 보일수록

적인 인지과정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하위 수준의 인

9-14세 아동은 실행기능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과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Friedman et al., 2008; Ogilvie,

(Sosic-Vasic et al., 2017). 종단 연구들에서도 42개월 때 저소득

Stewart, Chan, & Shum, 2011). 실행기능은 전두엽의 발달

층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며 효과적으로 한

과 관련있으며, 성공적인 목표 성취나 효과적인 문제해결 등

계설정을 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

을 촉진시킨다(Anderson, 2002; Otero & Barker, 2014; Zelazo,

록 아동 중기 시기 아동은 실행기능이 높았으며(Meuwissen &

Carter, Reznick, & Frye, 1997). 이러한 실행기능과 반사회적 행

Englund, 2016), 5-10세 때 부모가 칭찬과 같이 긍정적 양육행

동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국외의 연구에서는 실행기능 결함

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7-13세 때 아동은 높은 수준의 실행기

이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며, 구체적으로는 외현화 행동 장

능을 보였다(Fenesy & Lee, 2018).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및 통

애나 신체적 공격성 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한다(Ogilvie

제적 양육행동이 동시에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실행기능 곤

et al., 2011).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기능과 문제행동 간

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는 온정적인 양육행

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9-12세 아동의 실행기

동만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어(Min,

능 곤란과 공격성 간 관련성을 밝혔다(Ellis, Weiss, & Lochman,

2018),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있어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

2009; Granvald & Marciszko, 2016). 이와 유사하게 종단 연구

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실행기

들에서도 6-11세 아동의 실행기능은 약 3년 후 신체적 및 관

능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학령기 아

계적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Rohlf, Holl, Kirsch, Krahé,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학령 전 영유아기 아동을 대

& Elsner, 2018), 1-2학년 아동의 높은 실행기능은 2년 후 외현

상으로 보다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며(Riggs, Blair, &

의 애정이나 민감성, 자율성 지지,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

Greenberg, 2003), 1학년과 4학년, 5학년 때 각각 측정한 아동

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높은 실행기능과(Bernier, Carlson, &

의 실행기능은 6학년 때 부모나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과 유

Whipple, 2010; Cha & Kim, 2018; Holochwost et al., 2016; Kok

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Jacobson, Williford, & Pianta, 2011).

et al., 2014; Y.-J. Lee, Kong, & Lim, 2014; Lucassen et al., 2015;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실행기능에 대해 다룬 연구들

Towe-Goodman et al., 2014), 부정적 정서나 부정적 통제, 개입,

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유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

적대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낮은 실행기능

의 연구들이 실행기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 관련있었다(Holochwost et al., 2016; Hughes & Ensor, 2006;

청소년의 실행기능 결함은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Lam, Chung, & Li, 2018).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애정이나 민

(E. Kim & Oh, 2014), 유아의 실행기능도 공격성 또는 우울 등

감성, 자율성 지지도 역시 영유아의 높은 실행기능과(Y.-J. Lee

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Shin, Park, Kim, Yun, &

et al., 2014; Meuwissen & Carlson, 2015; Towe-Goodman et al.,

Yoon, 2017), 또한, 실행기능을 작업기억이나 계획 및 조직화,

2014), 적대나 부정적 통제, 거친 양육행동(harsh parenting)

전환, 억제 등과 같은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의적 문제해결이

은 영유아의 낮은 실행기능과 관련되었다(La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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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sen et al., 2015; Meuwissen & Carlson, 2015). 선행 연구들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매

은 대체로 자녀의 실행기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

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실행기능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역할에 관심을 가진 몇몇 연구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자

연구문제 1

녀의 실행기능 발달에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Hwang & Song,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종단적으로 직접적 영

2013; Lam et al., 2018; Y.-J. Lee et al., 2014; Lucassen et al., 2015;

향을 미치는가?

Towe-Goodman et al., 2014). 아동의 실행기능은 영유아기를 거
쳐 학령기에도 계속적으로 발달하므로(Anderson, 2002), 본 연

연구문제 2

구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실행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문제행동

능 곤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에 종단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실행기능 곤
란과 문제행동,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간의 각각의 관련성을 기초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매개적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T1)

역할을 하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소수의 국내외 선행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2)

연구들은 이러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았다. 만 3-5
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정서적 통
제와 관련된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이 완전 매개함을 밝혔다
(Kong & Lim, 2012). 더불어, 국외의 종단 연구들에서도 실행
기능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는데, 아동이 36개월부터 90
개월에 이르기까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주양육
자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밝혔으며(Sulik et al., 2015),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3)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1)

Figure 1. Longitudinal pathways from parenting behaviors
to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rough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early school age.

아동의 출생 후부터 유치원(kindergarten) 시기까지를 종단적

Methods

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반응성 및 수용성이 아동의
실행기능을 통해 과잉행동이나 부주의,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장애 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VernonFeagans, Willoughby, Garrett-Peters, & The Family Life Project

연구대상

Key Investigators, 2016). 이와 같이 몇몇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해 조사하고 있

행동, 아동의 실행기능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는 한국아동패널의 8, 9, 10차년도 자료(Korea Institute of Child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수가 매우 적어 부모의 양육행

Care and Education [KICCE], 2016, 2017, 2018)를 사용하였다.

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아동의 실행기능이 매개하

이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필

시점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2015년)에 조사된

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부모의 양육행동과 9차년도(2016년)에 조사된 아동의 실행기

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각각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능 곤란, 10차년도(2017년)에 조사된 아동의 문제행동에 모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응답한 1,228가구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8차년도(2015년)를 기

육행동,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

준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월령은 평균 87.8개

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월(SD = 1.5)이었고, 성별은 남아가 621명(50.6%), 여아가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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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ildren’s gender
Children’s birth order

Family monthly income (won)

Variables
Boys

N
621

%
50.6

Girls

607

49.4

First

569

46.3

Second

518

42.2

Over third

141

11.5

27

2.2

2,000,000-4,000,000 below

398

32.4

4,000,000-6,000,000 below

531

43.2

6,000,000-8,000,000 below

179

14.6

87

7.1

6

0.5

Seoul

135

11.0

Gyeongin

359

29.2

Daejeon/Chungcheong/Gangwon

188

15.3

Daegu/Gyeongbuk

144

11.7

Busan/Ulsan/Gyeongnam

235

19.1

Gwangju/Jeolla

167

13.6

Father

Mother

Below 2,000,000

Over 8,000,000
Missing
Area of residence

Age

Education level

Variables
Below 31

N
4

%
0.3

N
20

%
1.6

31-35

128

10.4

302

24.6

36-40

529

43.1

634

51.6

41-45

454

37.0

241

19.6

Over 46

107

8.7

30

2.4

Missing

6

0.5

1

0.1

Middle school

5

0.4

3

0.2

High school

322

26.2

348

28.3

College

258

21.0

354

28.8

University

516

42.0

457

37.2

Graduate school

121

9.9

65

5.3

6

0.5

1

0.1

Professionals

259

21.1

225

18.3

Office workers

303

24.7

142

11.6

Salespersons and service industry employees

164

13.4

105

8.6

Technicians

143

11.6

4

0.3

Machine assemblers

186

15.1

15

1.2

Other

109

8.9

33

2.7

63

5.1

689

56.1

1

0.1

15

1.2

Missing
Occupation

No employment
Missing

Note. N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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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9.4%)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569명(46.3%),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 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

가 518명(42.2%), 셋째 이상이 141명(11.5%)이었다. 아버지의

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KICCE, 2016). 본 척

연령은 평균 만 40.2세(SD = 3.9)로, 36-40세가 529명(43.1%)

도는 총 12문항으로, 온정적 양육행동(warmth, 6문항)과 통제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45세가 454명(37.0%)으로 많

적 양육행동(control, 6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만 37.8세(SD = 3.7)로, 36-40세

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온정적 양육행동에

가 634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1-35세가 302

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명(24.6%)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나는 아이

업이 516명(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

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지

음은 고등학교 졸업이 322명(26.2%), 전문대학 졸업이 258명

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등이 포

(21.0%), 대학원 졸업이 121명(9.9%)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57명(37.2%)으로 가장 높은 비

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

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전문대학 졸업이 354명 (28.8%),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나 어

고등학교 졸업이 348명(28.3%), 대학원 졸업이 65명(5.3%) 순

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이나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임

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303명(24.7%), 전문

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

가 및 관련 종사자가 259명(21.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

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88, 통제적 양육행동이 .79이며, 어머니

사자가 186명(15.1%)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87, 통제적 양육항동이 .76이었다.

689명(56.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5명(18.3%), 사무
종사자가 142명(11.6%) 순이었다. 월 가구 소득은 400만원 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상～600만원 미만이 531명(43.2%),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98명(32.4%),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이 179명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은 H. Song (2014)의 간편형 자기보고

(14.6%) 순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경인권이 359명(29.2%), 부

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

산, 울산, 경남권이 235명(19.1%), 대전, 충청, 강원권이 188명

진이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15.3%), 광주, 전라권이 167명(13.6%), 대구, 경북권이 144명

였다(KICCE, 2017).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계획-조직화

(11.7%), 서울권이 135명(11.0%)이었다.

곤란(planning-organizing difficulties,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behavioral control difficulties, 11문항), 정서통제 곤란(emotional

연구도구

control difficulties, 8문항), 부주의(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ies, 10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

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에는 “목

란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

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

다.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인 시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려워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응답하였고,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

려워한다.” 등이, 행동통제 곤란에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

인 시점에 어머니는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대해 응답하였으

는데 어려움이 있다.”,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

며,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인 시점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아 있지 못한다.” 등이, 정서통제 곤란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

문제행동에 대해 응답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고한 보호

를 쉽게 폭발한다.”, “자주 울컥한다.” 등이, 부주의에는 “자신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1,204명(98.0%)으

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잘 잊어버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에는 아버지가 20명(1.6%), 조부

린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

모가 4명(0.3%)이었다.

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실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부모의 양육행동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의 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곤란이 .88, 행동통제 곤란이 .84, 정서통제 곤란이 .91,

부모의 양육행동은 B. Cho, Lee, Lee와 Kwon (1999)이 개발한

부주의가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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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 (2001)의 Child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을 국내에 맞게 표준화한 Oh와
Kim (2010)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였다(KICCE, 2018). 총 120문항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와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들이 정규성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32문항)과 외현화 문

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아

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35문항)에 속하는 문항

동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M = 0.11, SD = 0.15)은 왜

들만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문

도 4.41, 첨도 38.37이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M = 0.10, SD =

제행동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

0.14)은 왜도 4.93, 첨도 49.28이었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측정

는 문제행동의 대표적 요소이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변인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미

살펴보면, 불안이나 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을 포함하는 내재

만이어야 한다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West, Finch, & Curran,

화 문제행동에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불행

1995)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한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

해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

다. 따라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문제행

치게 피곤해한다.” 등이,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 등을 포함하

동의 경우 제곱근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는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에 대한

율을 어긴다.”, “싸움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0.34～1.33, 첨도는 -0.26～1.46으로 나

이 속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가끔 그

타나, 모든 측정변인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었다. 측정변인들

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의 왜도 및 첨도와 더불어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

(2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

하였다.

동이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

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Cronbach’s α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86,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제외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90이었다.

는 측정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첫째, Time
1에 측정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문제

자료분석

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IBM Co., Armonk, NY)

도 보이지 않은 반면, 아버지(rs = -.12～-.08, p < .01 또는 p <

프로그램과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

.001)와 어머니(rs = -.18～-.13, p < .001)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용하였다. 먼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사

아동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

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

을 보였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일수록 2년 후 아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타내었다. 둘째, Time 1에 측정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Time 2에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의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관계

측정한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

(rs = -.13～-.06, p < .05 또는 p < .001)와 어머니(rs = -.26～-.17,

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p < .001)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의 하위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

요인들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통제적

정모형을 분석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

란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

기능 곤란의 하위요인들 중 계획-조직화 곤란 간에만 부적으

형 분석을 하였다. 이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

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 -.06, p < .05). 즉, 아버지 또는

란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1년 후 아동은 계

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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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Problem Behaviors
Variables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T1)
1. Warmth
2. Control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1)
3. Warmth
4. Control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2)
5. Planning-organizing difficulties
6. Behavioral control difficulties
7. Emotional control difficulties
8. 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ies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3)
9.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10.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
SD
Skewness
Kurtosis

1

2

3

4

5

6

7

8

9

10

―
.24***

―

.32***
.06*

.07*
.27***

-.13***
-.11***
-.07*
-.06*

-.05
-.03
-.02
-.01

-.08**
-.12***
3.60
0.61
-0.21
0.49

.00
.00
3.41
0.57
-0.10
0.25

―
.23***
-.26***
-.19***
-.19***
-.17***

―
-.06*
-.02
.01
-.02

―
―

.65***
.43***
.55***

.52***
.51***

.33***

―

-.13*** -.01
.26***
-.18*** -.01
.32***
3.70
3.58 1.64
0.57
0.51 0.42
-0.34
-0.23 0.50
0.96
1.12 -0.26

.25***
.42***
1.27
0.30
1.33
1.45

.35***
.48***
1.44
0.44
1.06
0.81

.22***
.30***
1.51
0.42
0.80
0.40

―

―
.67***
0.26
0.20
0.62
1.03

―
0.26
0.19
0.65
1.46

Note. N = 1,228.
*p < .05. **p < .01. ***p < .001.

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고,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
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1년 후 아동은 실행기능 가운데 특히 계
획-조직화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셋째, Time 2에 측
정한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과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문제행

과, 적합도 지수는 χ2 = 862.06 (df = 129, p < .001), χ2/df = 6.68,
NFI = .92, TLI = .92, CFI = .93, GFI = .92, RMSEA = .07 (90%
CI [.06, .07])로 나타났다. χ2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형

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하
는데(Hong, 2000), χ2/df 는 5보다 작아야 하고(Schumacker

들은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 Lomax, 2004),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보였다(rs = .22～.48, p < .001). 즉, 아동이 계획-조직화 곤란,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Goodness of Fit Index (GFI)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등 실행기능에서 어려

는 .90 이상이어야 하며(Hong, 2000; Marsh & Hau, 1996),

움을 경험할수록 1년 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08 미

타내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만이어야 한다(Hong,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NFI, TLI,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나 문제행동과 유의
한 상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CFI, GFI 그리고 RMSEA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였으
나, χ2/df 의 경우 적절한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사용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10 이상인 경우 공분산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하여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G. Kim, 2010), 이를 기
초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

측정모형 분석

중 온정5(“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와 온정6(“아이의 행
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
동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에 공분산을 연결하였다. e5와 e6 간에 그리고 e11과 e12 간에
공분산 경로를 추가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625.11
(df = 127, p < .001), χ2/df = 4.92, NFI = .94, TLI = .94, C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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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were displayed and all were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95, GFI = .94, RMSEA = .06 (90% CI [.05, .06])으로 나타나,

과, 적합도 지수는 χ2 = 625.11 (df = 127, p < .001), χ2/df = 4.92,

적합도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재변인에서

NFI = .94, TLI = .94, CFI = .95, GFI = .94, RMSEA = .06 (90%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β)은 .59～.98로, .50 이상이어야

CI [.05, .06])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한다는 기준(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

모두 충족하였고, Critical Ratio (C.R.) 값 역시 모두 α = .001 수

동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잘 설

다음과 같다(Table 3, Figure 3). 먼저 Time 1에 측정한 부모의 온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정적 양육행동이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구조모형 분석

모두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
로 Time 1에 측정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Time 2에 측정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한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통해 Time 3에 측정한 문제행동에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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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between variables
Paternal warmth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aternal warmth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Paternal warmth
→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Maternal warmth
→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Note. N = 1,228.
***p < .001.
e1

Warmth1

e2

Warmth2

e3

Warmth3

e4

Warmth4

.67

e5

Warmth5

.67

e6

Warmth6

.80
.75
.87
.66

e14

e15

e16

PlanningOrganizing
Difficulties

Behavioral
Control
Difficulties

Emotional
Control
Difficulties

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ies

Paternal
Warmth
(T1)

.78

.82

e8

Warmth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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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parental warmth to children’s problem behaviors.
***p < .001.

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부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28, p < .001), 아동의 실행기

살펴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

능 곤란은 문제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50,

란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27% 설명하였고, 부모의 온정적 양

p < .001). 즉,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1년

육행동은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9% 설명하였다.

후 아동은 실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고 이는 다시
1년 후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Discussion

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

곤란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

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종단적으로 확인

다(β = -.14, p < .05). 또한,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해보았다. 예비분석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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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

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및 문제행동 간의 관

동의 실행기능 곤란이나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거의 나타

계를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나지 않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실행

보면, 아동이 자기조절을 내면화하기 이전에는 양육자의 지시

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

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으로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한편, 아동이

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통해 미

자기조절을 내면화한 이후부터는 점차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

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행동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러한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해석은 아동의 자기조절은 연령이 증가하며 점차 외적 통제에

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서 내적 통제로 발달하게 된다는 맥락(Kopp, 1982)에 의해 뒷

양육행동 모두 2년 후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

받침된다. 추후에는 이러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Chung et al., 2004; E.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실행기능 및 문제행동 간의 관

K. Kim & Yoo, 2002) 및 어머니(Y. M. Cho & Lee, 2014; Choi,

계를 다양한 발달단계에서 비교해보거나 여러 발달단계를 포

2013; Chung et al., 2004; Gach et al., 2018; J. Kim & Han, 2012;

함할 수 있도록 종단 연구를 설계하여 여러 시점에 걸쳐 세 변

J. Kim & Kwon, 2010; Kwon et al., 2005; G. Lee & Chung, 2006;

인 간 관계를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G. Lee & Chung, 2008)의 온정적 또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동의 문제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을 횡단적 또는 종단적으로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어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1년 후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연구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통해 2년 후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간의 관계를 다룰 때 아동의 실행기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

즉,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1년 후 아동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

은 실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고 이는 다시 1년 후

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버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어머

지 또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2년 후 아동의 내재화 및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부모의 온

동의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적 역할은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횡

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을 동시

단적(Kong & Lim, 2012) 또는 종단적(Sulik et al., 2015)으로 다

에 고려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2년

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횡

후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단 연구에서 정서적 통제와 관련된 만 3-5세 유아의 정의적 실

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실행

행기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기능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부분적

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으며(Kong & Lim, 2012), 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

동의 36개월부터 90개월까지를 살펴본 국외의 종단 연구에서

의 기질 및 정의적 실행기능,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친

도 아동의 실행기능이 주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Kong과 Lim (2012)의 연구에

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Sulik et al., 2015). 이

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만 3-5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조절의 한 측면으로서 자신의 행동과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감정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인 내적

아동의 36개월부터 90개월까지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원인 아동의 실행기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실행기능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실행기능은 양

Sulik 등(2015)의 연구에서도 36개월 때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육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문제행동 외에도 학업성취나 사

은 60개월 때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회적 선호 등과 같은 아동의 다양한 인지적 및 사회적 발달결

60개월 때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은 90개월 때 아동의 외현화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5-10세 아동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만, 36개월 때 주양육자의

을 약 4년 정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

양육행동은 48개월 때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만을 예측하였

동을 측정하기 위해 85%는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버지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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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결과, 아동의 실행기능 가운데 억제와 작업기억은 부모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완전매

양육행동이 1년 후 아동의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개하였으며, 작업기억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등 실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들 모두

낮은 사회적 선호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Fenesy & Lee,

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2018). 본 연구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자

양육행동은 아동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1년 후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학업성취나 사회적 선호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및 적응에

을 예측하였다. 이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Y.-J. Lee 등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Fenesy와 Lee (2018)의 연구에

(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Y.-J. Lee 등(2014)은 아버지

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

와 어머니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행동이 동시에 유아의 실

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만

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평가한 실행기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비록 본 연구는 부모

능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

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나, Fenesy와 Lee

타내었다. 본 연구와 Y.-J. Lee 등(2014)의 연구결과는 부모 가

(2018)의 연구결과는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있어 특히 부모

운데 특히 주양육자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

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온정적 또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아동의 긍정적 발달 및 적응으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부모의

실행기능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녀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는

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한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머니

이러한 Fenesy와 Lee (2018)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데, 양육행

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중요성도 보고하

동을 긍정적, 부정적 및 인지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한 결과 온

고 있어(Hwang & Song, 2013; Lam et al., 2018; Lucassen et al.,

정이나 민감성, 반응성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0-8

2015; Towe-Goodman et al., 2014),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 있어

세 아동의 실행기능을 설명하는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반

나타났다(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적인 실행기능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실행기능을 하위요인

간접 경로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미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각 하위요인에 따라 아버

치는 영향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발견된다.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

Hwang과 Song (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과 전환의 경우 어머

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온

니의 양육행동이, 억제, 주의집중과 작업기억의 경우 아버지

정적 양육행동만이 1년 후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부적 영향

의 양육행동이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Lam 등

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2018)의 연구에서는 억제와 전환 및 인지적 융통성의 경우 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

머니의 양육행동이, 작업기억과 계획 및 조직화의 경우 아버

(Min, 2018)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

지의 양육행동이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아직까지

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들(Cha & Kim, 2018; Y.-

는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

J. Lee et al.,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외의

들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대

연구들도 영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민감한 양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육행동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Bernier et al., 2010; Holochwost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et al., 2016; Kok et al., 2014; Lucassen et al., 2015; Towe-Goodman

다음으로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et al., 2014).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어머니가 민감하고 온정적

는 경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은 1년 후 아동의

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이 높은 질의 양육을 보일 때 자녀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의 실행기능 발달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와 상

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횡단적(Ellis et al., 2009; Granvald &

호작용할 때 보이는 민감성이나 온정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

Marciszko, 2016) 또는 종단적(Jacobson et al., 2011; Riggs et al.,

의 지시나 요구에 순응하도록 도울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반

2003; Rohlf et al., 2018)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

복되면서 아동은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행동을 조

과이다. 실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은 충동을 잘 조절하지

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리라 사료된다.

못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조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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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어려워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발달시키지 못하며 자신의

규칙을 지키고 따르도록 하는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와

실행을 감독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드백을 적절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Anderson, 2002). 이러한 특

보고되나(Moon & Han, 2002), 어머니의 관리 및 감독과 아동

성으로 인해 실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

의 문제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J. Kim & Kwon, 2010)이나 부

절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에 처할 가능

모의 한계설정과 아동의 실행기능 간의 정적 관련성(Schroeder

성이 높다. 실제로, 아동의 실행기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 Kelley, 2009)을 발견한 연구들도 보고된다. 긍정적 의미의

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Rohlf 등(2018)의 연구에서는 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

행기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이 평소 분노를 더 많이 경

해 추후 계속적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

험하고 이는 신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짐을 보고

능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연구가 요구

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

분석한 Schoemaker, Mulder, Deković과 Matthys (2013)의 연구

가 응답한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에서는 36-54개월 유아와 55-72개월 유아로 구분했을 때 어린

의 경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보다 나이가 많은 유아의 경우 실행기능이 외현화 문제행

과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둘 다 어머니 보고로 측정함에 따

동에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라 두 변인 간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

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이 자기조절을 내면화한 이후에는 부모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하며, 후속

와 같은 외적인 환경보다 실행기능과 같은 아동의 내적 특성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의 실행기능

문제행동의 발달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을 실험 과제로 측정하거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사보고로 측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

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변인들을

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이 학령 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때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나 문제행동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의 경우 이전 시점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통제하지는 않

의미한다. 실행기능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

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한다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이는 온정과 같은 주양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육자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발달되는 동시에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덜 보이는 것과 같이 아동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는 전반적인 실행기능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유아의 실행

하였는데, 이 시기는 자기조절의 내면화가 이미 이루어진 시기

기능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Schoemaker

이므로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실행기능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외

동에 비해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억제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실행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이 작업기억이나 인지적 융통성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온정적 양

에 추후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떠

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사용하였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한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이 보다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실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들 중 계획-조직화 곤란 간 부적 상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관 외에는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나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

및 학령 초기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

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정적 의미가 아닌 자녀에게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여 지키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

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을 뜻한다. 학령기

의 실행기능 곤란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자녀에게 정해놓은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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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문제행
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실시할 때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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