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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과제 지원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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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task
supportive behaviors o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Method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5.0 program, PROCESS macro by Hayes (2013) was used to analyze the
mediated effects.
Results: First, maternal parenting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maternal cognitive scaffolding,
maternal emotional scaffolding, and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maternal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Second, when controlling family income,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Moreover, maternal emotional scaffold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Lastly,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anxiety on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y maternal emotional scaffolding and maternal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mpassionate support such as praise and encouragemen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Keywords :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maternal parenting anxiety, mothers’ task supportive
behaviors

Introduction

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결정의 주체가 되

자아개발과도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Levesque, Zueh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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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은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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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ek, & Ryan, 2004) 의미감과 삶의 목적을 제공하여 전반적

인지적 왜곡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Ryan, Huta, & Deci, 2008).

(Hallion & Ruscio, 2011), 어머니의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는 자기결정성 발달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

불안은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

다(Carlton & Winsler, 1998). 유아는 만 3세가 되면 자기 인식,

적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선행연구에서 어머

자기 평가에 대한 능력이 발달하고(Barrett & Morgan, 1995),

니의 불안은 자기결정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관

만 5세에는 언어의 내면화와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향

계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Diener

상되면서 자기 규제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 규제

& Kim, 2004; Ginsburg & Schlossberg, 2002; Hudson & Rapee,

가 일정 수준 가능해지면 유아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2001; Lim, 2019; Rubin, Coplan, & Bowker, 2009; Whaley, Pinto,

되고, 이는 유아의 유능감과 자율성을 촉진시켜 자기결정적

& Sigman, 1999). 구체적으로 불안한 어머니는 자녀가 스스로

행동을 하게 된다(Carlton & Winsler, 1998). 이에 국가 차원의

상황을 예측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

교육과정에서도 유아의 자율성 신장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녀는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Ginsburg & Schlossberg,

(Ministry of Education, 2019). 누리과정의 각 영역에서는 유아

2002; Whaley et al., 1999). 또 불안한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와 성취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이를 지원하는 것을 교사의 역할로 명시하였다.

(Hudson & Rapee, 2001; Rubin et al., 2009). 또한, 국내외 연구

자기결정성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발달 과정으로 간주

에서 어머니의 불안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되며(Brotherson, Cook, Erwin, & Weigel, 2008), 발달적으로 중

능력인 사회적 유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Diener

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아를 대상

& Kim, 2004; Lim, 2019). 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와의 불안정-저

으로 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의 자기결정성 연

항 애착(insecure-ambivalent attachment)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

기 때문에(Stevenson-Hinde, Shouldice, & Chicot, 2011) 자녀의

며 이들의 학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자기결정적 동기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주로 다루어왔다(Choi & Lew, 2010;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불안을 의미하는 특성불

H.-J. Ju, 2011; M. Kim & Shin, 2010). 한편, 유아의 자기결정

안이나 상황에 대한 일시적 감정인 상태불안에 따른 영향력을

성을 연구한 Y. J. Kim (2018), Park과 Seo (2013)의 연구에서는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서는 그가 속한 환경이나 문

주로 자기조절력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유아의 내재적 측면

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

과 자기결정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

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반

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내적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

영한 불안인 양육불안을 중심으로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

을 둘러싼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eci & Ryan,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 따라서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탐색함에 있어 유아
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양육불안이란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불
안을 의미한다(We, 2014). 한국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

유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은 가족이며, 주

족의 개념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자녀 양육에

양육자인 어머니는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유아의 자기결

대한 어머니의 책임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특히, 어머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인

의 정서성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

어머니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기대와 역할에 대해 심리적인 부

식되어 왔다. 그 중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유아의 인지를 비

담을 경험하게 되고 양육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제로

롯한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동

한국, 프랑스,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불안 비교

안 국내외 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중에서 우울에 집

연구에서 한국의 어머니가 두 나라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불

중하여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Hoffman, Crnic, &

안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Kang, Chung, Yee, & Kim,

Baker, 2006; A. Kim & Doh, 2018; J. Lee & Jang, 2009; Trapolini,

2014; Kong & Baek, 2017). 따라서 한국 사회라는 배경 안에서

McMahon, & Ungerer, 2007). 그러나 어머니의 불안 역시 우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살펴보는 것은 더

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며, 불안이 우울보다

의미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단서를 위협적으로 해석하는데 일관성이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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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수로 놓고 양자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그러

과 자기결정적 행동을 촉진시킨다(Deci & Ryan, 1991).

나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반적인 불안이 자녀의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자기결정성 하위요인에 선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강요하는 행동은 자녀의 자율성 및 유능성을 저하시켰으며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양육불안 역시 유아의 자기결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Grolnick et al., 1991) 부

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모의 감시나 부정적 평가 역시 자녀의 내재적 동기의 훼손으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개인

로 이어졌다(Harackiewicz, Manderlink, & Sansone, 1984; H.

이 내면으로 경험하는 정서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양식

Lee & Park¸ 2020; Lepper & Greene, 1975; Noh, Park, & Chee,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Cumberland-Li, Eisenberg,

2011). 이처럼 부모의 차갑고 지시적인 행동은 아동으로 하

Champion, Gershoff, & Fabes, 2003). 선행연구에서 불안한 어머

여금 인정이나 승인을 위해서 자율성을 포기하게 하고(Roth,

니는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시도, 보조의 역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Ryan & Lynch, 1989) 이

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낮은 수

는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다른 사람의 의

준을 보였다(Woodruff-Borden, Morrow, Bourland, & Cambron,

견이나 평가를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Deci & Ryan,

2002). 또한 자녀에게 따뜻한 지지 행동을 덜 하였다(Demertzis,

1985).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지시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어

2007; Moore, Whaley, & Sigman, 2004; We, 2014). 반면, 불안

머니의 거부적·적대적 행동 역시 자기결정성 발달에 있어 부

한 어머니는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nsburg et al., 2005;

(Demertzis, 2007; Moore et al., 2004),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행

Ginsburg et al., 2006; Petti,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insburg, Grover, Cord, &

한편, 최근 자기결정성이론의 연구에서 구조제공과 같은 인

Ialongo, 2006;. Ginsburg, Grover, & Ialongo, 2005; Whaley et al.,

지적 지지 행동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199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한 부모와 일반 부모들

따르면 구조제공은 아동의 유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사이에서 자녀 통제 행동에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으며

제공하였으며(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et al., 2014;

(Turner, Beidel, Roberson-Nay, & Tervo, 2003; Woodruff-Borden

Vansteenkiste et al., 2012), 정보에 대한 피드백과 안내는 아이

et al., 2002), 어머니의 불안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 태도를 보

의 동기와 적응에 관련이 있었다(Farkas & Grolnick, 2010). 같

이기도 하였다(Y.-S. Lee, 2017). 이를 통해 어머니의 불안이 어

은 맥락에서 어머니나 교사의 인지적 피드백과 정보 제공은

머니의 행동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아동의 자기결정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Grolnick &

수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Ryan, 1989; H. Lee & Park¸ 2020; Vansteenkiste et al., 2012).

보았을 때,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불안

불안은 어머니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방향은

과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통제·지시적 행동, 적대적 행동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

한편,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행동적 요인

머니의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양육불안이 어머니 내면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이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의 정서적 특성이라면 어머니의 행동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의 관계에서 잠재된 매개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Belsky (1984)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Ryan과 Deci (2000)는 아동은 어린 시기

는 양육 행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어머니 개인의 과거 경험

부터 내재적 동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는 가정 내에

으로 형성된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서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이 유

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

아의 자기결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

다. 즉, 어머니의 특성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

의 지지와 격려는 아동의 자율성 동기를 증가시키며(Grolnick,

머니의 행동을 매개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불

Ryan, & Deci, 1991), 아동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아동의 결

안은 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

정을 인정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다(Bronstein,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불안감이 있거나 자녀 양육

Ginsburg & Herreral, 2005). 또 어머니의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

에 있어 유능감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시적 행동을 택하게

고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율

되어 유아가 환경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저해한

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어 자아 발전

다고 밝히고 있다(Becker, Ginsburg, Domingues, & Te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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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 Karraker, 2003). 그러나 Ginsburg 등(2005)의 연구에

각-공간적 처리와 부분 및 전체의 관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높

서는 불안이 높은 부모일지라도 훈련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견

거나 낮을 시 자기결정성 측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표현을 격려하거나 지지 및 수용하는 태도를 부여하는 경우,

서 한국형 유아지능검사 4판(K-WPPSI-Ⅳ)의 시공간지표 검

자녀의 불안 정도가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견지

사를 수행하여 상위 2.2%와 하위 2.2%에 해당하는 유아를 제

에서, 어머니가 불안한 상태더라도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외하였다. 그 결과 시공간능력 상위 2.2%에 해당하는 유아 4

에는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명과 과제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탈한 유아 5명을 포함하여 총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불안, 행동, 유아의 자
기결정성을 각각 단일 차원에서 검증되어 왔으므로 이들 간의

9명의 유아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0쌍의 유아-어머니
(총 140명)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에 제시하였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

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0명(57.1%)으로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검증을 하고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600만 원 이상이

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과제를 제시하여 유아들의 발화와 행

46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던 2020

동으로 드러난 자기결정성을 살펴보고 더불어 자녀가 과제를

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5만 8천 원임을 고려했을

수행하는 동안 이를 지원하는 어머니의 행동도 직접 관찰하고

때(Statistics Korea, 2020), 연구대상 유아 가정의 대부분은 중산

평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설문지 측정이 갖는 방법론적 한

층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계를 극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

연구도구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자기결정성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과제 지원 행동,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을 만 5세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으로 보인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문제 2

Zhang과 Whitebread (2019)가 개발한 Children’s Observed Needs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과제 지원 행동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Satisfaction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 수행
에서 보이는 유아의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을 기준으로 유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평정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은 유아
연구문제 3

가 자유롭게 행동을 주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도 및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정도로 평가한다. 자율성이

제 지원 행동이 매개하는가?

명백히 없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자신의 방식으로 상
황에 접근할 수 없다면 1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이며 과
제 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5점

Methods
연구대상

을 부여한다. 유능성은 지속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
행 연구(Schunk 1991; Zhang & Whitebread, 2019)를 바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아가 과제 수행을 지속하는 정도로 판단한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어머니와도 계속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7곳, 보건소, 소

서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1점, 과제 전체에 걸쳐 어머니

아과 병원, 관공서, 온라인 육아 카페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

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성을 보여주는 경

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79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우에는 5점에 해당한다. 관계성은 어머니를 향해 긍정적인 감

만 5세 자녀, 총 15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

정을 나타내는 정도(미소, 웃음, 목소리 톤, 긍정적인 바디 랭귀

구의 과제는 시공간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이므로, 유아의 시

지와 언어)로 판단한다. 어머니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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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Boys
Girls
Mothers

N (%)
28 ( 40.0)
42 ( 60.0)
70 (100.0)

Variables
Maternal academoc background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Age range (Month)
71-84
72-83
31-45
Categories
Under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Less than 399
Over 400-599
More than 600

Mean age (Month)
76.93
76.48
37.89
N (%)
20 (28.6)
40 (57.1)
10 (14.3)
10 (14.3)
14 (20.0)
46 (65.7)

전혀 없다 면 1점, 어머니를 향한 긍정적인 표현이 상호작용 절

확인 및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비계설정은 칭찬이나

반 이상에 걸쳐 표현하는 경우 에는 5점을 부여한다. 자기결정

격려, 심정이나 의도를 알아주는 말, 유아의 의사에 대해 물어

성 측정을 위해 종이접기와 펜토미노 순으로 과제를 제시하였

보는 등 온정적지지 환경을 제공해주는 행동을 뜻한다. 지시

다. 과제의 수행시간은 각각 10분이다. 유아가 종이접기와 펜

적·통제적 행동은 과제를 수행중인 유아에게 무엇을 할지 지

토미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하

시를 하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 수준을 넘어 어머니가 직

에 녹화하였으며, 연구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유아의 자율성,

접 과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거부적·적대적 행동은

유능성, 관계성을 평정하였다. Zhang과 Whitebread (2019)의 도

유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인이나 발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

구는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기, 비꼬기, 비난하기, 제지하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이 연

을수록 각 하위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Zhang과 Whitebread

구에서는 위의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행동을 기타 범주로

(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2분을 분석 단위로 정하였다. 각각의

구분하여 과제 수행 동안 어머니의 전체 행동을 분석하였다.

하위 항목을 2분 단위로 평정한 뒤 평균값을 산출하고 하위항

자녀의 과제 수행 동안 녹화한 영상을 모두 전사하여 전사본

목을 합산하여 자기결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과제 1과 2의 자

을 토대로 어머니 행동의 빈도를 파악하고, 전체 행동에서 각

기결정성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유아의 자기결정성

하위 행동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
과제 지원 행동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We (2014)가 제작하고
어머니의 과제 지원 행동은 자녀가 종이접기와 펜토미노 총

타당도를 검증한 양육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어머니의 언어적·비언어적

5개의 하위 요인(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Cha (2015)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

Maternal Scaffolding 코딩 매뉴얼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을 측정한다.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Cha (2015)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상황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인지적 비계설정, 정서적 비계설정, 지시적 · 통제적 행

인한 불안은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

동, 거부적 · 적대적 행동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비

한 불안은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따뜻하거나 지지를 받아본

계설정은 과제를 체계화하는 방법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

경험이 없어서, 내 아이와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

략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교화된 발화, 아동이

다.” 등이 있다. 자녀에 대한 염려는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

스스로 처리 가능한 수준의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 난이도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등이 있으며, 사회

조절, 과제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거나 최종 목표를 재확인하는

적 지지에 대한 염려는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등이 있으며, 자녀와의 애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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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

(one-way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매

의로 인한 불안은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서 완벽주의 성

개효과 검증을 사용하였다.

향이 있다고 한다.”, “나는 부모로서 꼭 성공해야만 한다.” 등
이 있다. 5점 Likert식 평정척도이며, 양육불안의 점수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불안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Results
어머니의 양육불안, 과제 지원 행동,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계(연구문제 1)

연구절차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양육불안의 평균 점수는 2.48 (SD =

본 연구의 과제 및 연구 도구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약 20일

.51)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과제
상황에서 지시적 · 통제적 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다음으

간 서울대학교 아동행동 관찰실에서 7쌍의 유아(여아 5명, 남

로 인지적 비계설정, 정서적 비계설정, 적대적 · 거부적 행동

아 2명)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순으로 행동하였다. 유아의 자기결정성 평균 점수는 3.33 (SD

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서울시와 경

= .46)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기도 소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7곳과 서울대학교 아동행동

다음으로 주요 변인이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관찰실에서 만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총 79쌍(158명)을 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였다. Table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

평정자 훈련

안은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보다 399미만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비계설정은 가구소득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어머니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

이 399미만인 경우보다 600만 원 이상일 때 더 많이 하는 것

학·유아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대학원생과 연구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

자 본인으로 구성된 3인의 평정자가 평정척도에 대해 숙지하

의 문제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

고 5사례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녹화된 영상을 보며 평정실습

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인지적 지원을 제공

을 하였다. 총 9회에 걸쳐 약 45시간 동안 각 평정 척도의 의미

하는 과정에서 더 숙련된 전략을 사용한다(Neitzel, Dopkins, &

와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평정 매뉴얼을 완성

Stright, 2004)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하였다. 이후 무선으로 선정한 10사례를 각자 평정한 후 관찰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자 간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CC)를 산출하

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요 변인 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였다.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대한 급내상관계수(ICC)는 유능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과 상관관계가 유의하

성이 .85, 자율성이 .94, 관계성이 .79였으며 어머니의 행동에

지 않은 거부적·적대적 행동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한다.

대한 평정자 간 일치도는 인지적 비계설정이 .92, 정서적 비계
설정이 .98, 지시적 · 통제적 행동이 .94, 거부적 · 적대적 행동
이 .96이었다.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과제 지원 행동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

자료분석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과제 지원 행동이 유아의 자
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IBM Co., Armonk, NY)과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가구소득이 주요 변인과 부분적

PROCESS macro version 3.5 (Hayes,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

인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구소득을 통제변인, 어머니의 양육

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불안과 어머니의 과제 지원 행동을 독립변인, 유아의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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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Maternal Academic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Maternal parenting anxiety
Cognitive scaffolding
Emotional scaffolding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Hostile behaviors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Maternal academic background
Under
Graduate
College University school
M (SD)
M (SD)
M (SD)
2.62
2.49
2.18
(.52)
(.48)
(.55)
23.14
23.62
25.51
(5.79)
(8.17)
(3.38)
16.59
17.06
19.74
(5.20)
(7.29)
(6.60)
32.16
27.85
24.49
(8.86)
(10.99)
(10.46)
6.80
4.40
3.91
(4.92)
(3.16)
(4.16)
3.23
3.32
3.54
(.32)
(.50)
(.48)

F
2.46
.39
.81
2.07
3.05
.22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Over 400- More than
399
599
600
M (SD)
M (SD)
M (SD)
F
2.98b
2.70ab
2.31a
11.41***
(0.39)
(.45)
(.46)
18.96a
22.10ab
25.29b
4.21*
(6.81)
(6.99)
(6.58)
16.95
14.79
18.15
1.41
(4.17)
(6.32)
(7.07)
29.65
34.55
26.56
3.37*
(8.71)
(13.74)
(9.19)
4.27
5.49
5.03
.27
(3.78)
(3.98)
(4.09)
3.20
3.10
3.42
3.28*
(.35)
(.40)
(.47)

M (SD)
2.48
(.51)
23.75 		
(7.00)
17.31 		
(6.65)
28.60 		
(10.52)
5.02
(3.98)
3.33
(.46)

Note. Scheffé’s Test.
*p < .05. **p < .01. ***p <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Maternal parenting anxiety
Mothers’ task supportive behaviors

2. Cognitive scaffolding
3. Emotional scaffolding
4.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5. Hostile behaviors

6.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Note. N = 70.
*p < .05. **p < .01.

정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분산팽창계수
(VIF), Durbin-Watson 지수를 조사하였으며, 모두 기본 가정에

1
―
-.57**
-.36**
.41**
.23
-.59**

2

3

4

5

6

―
.08
-.23
-.24*
.24*

―
-.66**
-.20
.61**

―
-.10
-.67**

―
-.18

―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관계
에서 과제 지원 행동의 매개효과(연구문제 3)

충족하는 값을 보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불

연구문제 3에서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안(β = -.43, p < .001), 정서적 비계설정(β = .22, p < .01)과 지시적·

정서적 비계설정과 지시적·통제적 행동을 중심으로 매개효과

통제적 행동(β = -.38, p < .01)이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총
설명량은 61%이었다(F = 20.22, p < .001).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의 양육불안이 낮을수록 정서적 비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지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계
에서 정서적 비계설정의 매개효과

적·통제적 행동을 적게 할수록 과제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자
기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지적 비계설정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매개변인인 정서적 비계설

의 경우, 과제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13%의 설명력을 보였으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9, ns).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04, p < .01). 양육불안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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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Mothers’ Task Supportive Behaviors on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Variable
Monthly household income
Maternal parenting anxiety
Mothers’ task supportive behaviors
Cognitive scaffolding
Emotional scaffolding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p < .01. ***p < .001.

B
-.03
-.38

SE
0.06
0.10

β
-.04
-.43***

-.01
.02
-.02

0.01
0.01
0.00

-.09
.22**
-.38***

R2
.61

F
20.22***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caffolding
Independent variable
MPA
MPA, Emotional scaffolding

→
→

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scaffolding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β
-5.08**
-.39***
.03***

SE
1.71
.09
.01

t
-2.98
-4.28
5.11

R2
.13
.53
.53

F
5.04**
25.20***
25.20***

Note. N = 70. MPA = maternal parenting anxiety.
**p < .01. ***p < .001.

Table 6
Bootstrapping Method test of the Indirect Effect of Emotional Scaffol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Path
Maternal parenting anxiety → Emotional scaffolding →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적 비계설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08, p < .01). 어머니의 양육불

β

SE

95% CI
LLCI
ULCI

-.16

.06

-.30

-.0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지시적·통제적 행동의 매개효과

안과 정서적 비계설정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
귀 모형은 5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25.20, p < .001).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유아의 자기결정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β = -.39, p < .001),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지시
적 · 통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17%의 설

어머니의 정서적 비계설정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정

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71, p < .01).
양육불안이 지시적 · 통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적 영향을 미쳤다(β = .03, p < .001). 이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8.51, p <

이 높으면 어머니의 정서적 비계설정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01).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지시적·통제적 행동이 자기결정성

낮아지고, 어머니의 정서적 비계설정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모형은 57%의 설명력을 보였으

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9.73, p < .001). 어머니의 양

정서적 비계설정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매개경

육불안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쳤고(β = -.36, p < .001), 어머니의 지시적 · 통제적 행동은

구간(-.30～-.05)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0보다 작기 때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02, p
< .001). 이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으면 지시적 · 통제적 행

문에 매개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은 높아지고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낮아지며, 어머니의 지시

로(양육불안 → 정서적 비계설정 → 자기결정성)는 95%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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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β
SE
MPA
DCB
8.51**
2.64
→
MPA, DCB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36***
.09
→
MPA, DCB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
-.02***
.00
Note. N = 70. MPA = maternal parenting anxiety; DCB =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p < .01. ***p < .001.

t
3.22
-4.09
-5.91

R2
.17
.57

F
6.71**
29.73***
29.73***

Table 8
Bootstrapping Method test of the Indirect Effect of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Path
Maternal parenting anxiety →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β
-.19

SE
.06

95% CI
LLCI
ULCI
-.33
-.09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caffolding and directive·controll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p < .01. ***p < .001.

적 · 통제적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환경적 맥락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인

어머니 지시적·통제적 행동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양육불안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머니 과제 지원 행동에 주

위해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매

목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은 서로 유기

개경로(양육불안 → 지시적 · 통제적 행동 → 유아의 자기결정

적으로 연계되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선

성)는 95% 신뢰구간(-.33～-.09)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

행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불안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8 참조). 어머니의

행동을 분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양육불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정서적 비계설정과

과제를 제시하여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지시적·통제적 행동의 매개효과 도식은 Figure 1과 같다.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과제 지원 행동이 이를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여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대한 보다 명

Discussion

확한 이해 및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이 연구는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가 중요한

째, 주요 변인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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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적대적 행동은 주요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

셋째, 어머니 과제 지원 행동의 매개 효과 여부를 검토한 결

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과 거부적 행동(Ginsburg et al., 2005;

과,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정서적 비계설정 행동을 통해 유아

Ginsburg et al., 2006; Whaley et al., 1999), 거부적 행동과 유아

의 자기결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격려가 자율적 동기를 증가

는 다른 결과이다(Ginsburg et al., 2005; Ginsburg et al., 2006).

시킨다는 선행연구(Deci & Ryan, 1991; Grolnick et al., 1991;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이 아닌 과제가 주어진 관찰

Sung, Bang, & Lee, 2005; Tafarodi, Milne, & Smith, 1999)를 결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행동이 녹화되어 기록되고 있다

과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또한 Ginsburg 등(2005)이 불안한 부

는 것을 인식한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거부적·적대적 행동을

모일지라도 자녀들을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덜 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거부적·적대적 행동이

자녀의 불안 정도가 더 낮았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바닥효과를 보여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불안감이 높더라도 자녀가 과제를 할

둘째,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과제 수행 중 관찰된 유아의 자

때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비계설정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

기결정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이

정성이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결정

유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Diener & Kim, 2004; Ginsburg

성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지지 행동의

& Schlossberg, 2002; Lim, 2019; Rubin et al., 2009; Whaley et al.,

중요성이 부각된다.

1999)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지시적·통제적 행동은 양육불안과 유

로, 상위 요인인 자기결정성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의 자기결정성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과제를 수행

자기결정성을 저해하므로 양육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

하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지시

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적·통제적 행동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

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

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불안한 어머니는 자녀가 환경에서

료된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을 통해 의

결정성 함양이 필요하다(Grolnick et al., 1991; Yeo, 2015). 만 5세

존감을 심어준다는 선행연구(Becker et al., 2010)와 같은 맥락

는 자기결정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

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양육불안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불

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진입을 앞두고 있으므로 자기결정성 함

안감으로 인해 자녀가 과제를 할 때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동

양을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이후 아동의 성공적

을 택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인 학교 적응을 위해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감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소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한편, 자녀가 과제를 수행할 때 어머니가 제공한 인지적 비

서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과제 지원 행동을 살펴보고

계설정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세 변인의 통합적인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

다. 이는 아동의 자기결정적 동기에 있어 어머니나 교사의 인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

지적 피드백과 정보 제공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

(Grolnick & Ryan, 1989; Vansteenkiste et al., 2012)와 다른 결과

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구대상

이다. Grolnick 등(2014)은 구조 제공과 같은 인지적 비계설정

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은 아동이 과제의 주도권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일상이나 놀이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 즉, 인지적 과제 수행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해보면 어머니가

상황에서의 유아 자기결정성과 어머니의 지원 행동을 살펴보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과제 상황을 확인해주는 행동은 유아로

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반영하는 것에 있어 주의

하여금 자신 행동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하여

가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은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

나 자기조절력에 의해서도 설명됨을 밝히고 있다(Park & Seo,

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인지적

201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변인을 통제한 상

지지 행동은 유아가 자신의 자율성이 지지된다고 느끼는 수준

태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

195 The Effect of Parenting Anxiety on Self-determination

를 갖는다. 첫째, 부모나 교사의 평가로 보고되는 설문지를 사
용하지 않고, 관찰연구법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어머니
의 과제 지원 행동을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발달에 있어 유아
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잘 연구
되지 않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유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 중 하나인 어머니 변인에 중점을 두고 유아의 발
달적 적응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대해 조명하였다. 특히 자녀의
학령기 전이를 앞두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부과되고 자녀와의
일체감 의식이 강한 한국의 문화 특성이 고려된 불안감을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유아의 자기결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과제 지원 행동을 함
께 고려함으로써 심리적·행동적 접근을 동시에 모색하고, 이
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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