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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인과적 관

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1789명의 영

아와 그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반응적 양

육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은 영아의 문제해결력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문제해결력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적 요인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해할 수 있었

고, 영아의 문제해결력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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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은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수학 문제에서, 대인관계 문제까지 그 문제의 종류와 중요도는 다양

할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자들은 광범위하게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ability)”이라 지칭하고 있다.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배기조, 성현란, 조윤

경, 2005)으로 정의되는 문제해결력은 목표 지향적 인지 활동으로(Flavell, Miller, & Miller, 

1995/2003), 흥미롭게도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Goubet & Clifton, 1998). 영

아를 성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했던 이전의 연구결과와 달리 영아도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곽금주 등, 2005), 문제해결자로서 

영아의 능력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영아기 문제해결력은 주로 놀이 및 일상 활동에서 목적

적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곽금주 등, 2005), 문제해결에 알맞은 도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

의 수준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rown, 1989). 이러한 문제해결력은 영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반응한다는 면에서 독특한 의의가 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권영례, 1992), 문제해결력이 이후 학습능력 

및 적응 행동의 기초가 된다(이은해, 조성연, 1987)는 점을 고려하면 영아기의 문제해결력에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아의 문제해결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력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기 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편이나 영유아의 문제해결력의 영향 요인을 

검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박찬옥, 황소영, 나혜선, 2011), 언어 발달 

수준(신수경, 2008), 인지 처리 방식(신수경, 김현정, 김현, 2009), 기질(Keenan, 2002) 등이 거론

된다. 이 중 영아기 문제해결력의 경우,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 내적 특성인 기질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Fagot & Gauvain, 1997). 기질은 다른 개인적 요인과 달리, 상대

적으로 출생 후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나양균, 이영환, 한지현, 2006), 환경에 반응하는 

일관된 행동 스타일을 형성하게 하여 아동의 이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Grady, Karraker, & Metzger, 2012). 이는 초기 영아 발달에서 기질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

임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 구체적으로 “정서성(emotionality)”과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서 상태가 인지 수행에 중요한 기초요인임을 강조한다

(Ashby & Isen, 1999; Fredickson, 2001). 영아기에는 정서성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어(Halpern, Coll, Meyer, & Bendersky, 2001), 영아의 정서성이 문제해결력에도 핵심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질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는 정서성은 정서적 상

태에 반응하는 개인의 정서적 강도와 반응성으로 정의된다(여은진, 2009). 이러한 정서성에 따라 

사건과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Levine & Munsch, 2010), 영아의 초기 정

서성은 영아가 환경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짜증을 내거나 보채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등 부정적 기분을 주로 보이는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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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negative emotionality)(차기주, 2014)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과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

성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 문제해결력이 저하 된다고 보고된다

(Elliott, Sherwin, Harkins, & Marmarosh, 1995).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적절한 해결책을 고안하

는 영아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유미, 조경자, 그리고 강기숙

(2012)은 부정적 정서성을 핵심으로 한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Keenan(2002) 역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문제해결 과제 수행을 저하 시

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개인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기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이형민, 박혜원, 김말경, 장유경, 최유리, 2008; Komsi et al., 2006). 즉, 

부정적 정서성이 영아의 발달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아의 문제해결력

에도 부정적 정서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나유미, 1999), 

형제관계(Cruise & O’Reilly, 2014), 양육(최선녀, 2015) 등이 보고되는데, 영아기에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responsive parenting)”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응적 양육은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영아의 단서에 민감하고 알맞게 반응하는 것을 지칭하며(Kiff, L

engua, & Zalewski, 2011), 다른 시기에 비해 영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영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여러 영역의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

지는 결정적 시기이다(Snow, 1989,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발달은 적

절한 환경적 자극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되므로 어느 시기보다 어머니의 반응적 양

육이 요구된다. 영아의 문제해결력은 새로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탐색하면서 시작된

다(Goubet, Rochat, Maire-Leblond, & Poss, 2006). Mosier와 Rogoff(1994)는 영아가 자신의 어머

니를 일종의 ‘도구(tool)’로 사용해 장난감 등 환경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

가 영아의 상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영아의 단서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영아

가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

애 초기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영아에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부

여해 줄 뿐만 아니라(이형민 등, 2008),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

을 할 경우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어머니가 반

응적일수록 영아와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였다(Frankel & Bates, 1990; Landry, Smith, 

& Swank, 2006; Neitzel & Stright, 2003). 이러한 연구는 다른 환경적 요인에 비해 어머니가 반

응적인 양육을 하여 영아의 관심사와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영아기 문제해결

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에는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도출된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도 

상호 영향을 미치기에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중요한 인적 환경인 어머니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Galla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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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하지만 최근 대두되는 양방적 모델(bidirectional model)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

고 받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발달한다고 설명한다(Kuczynski, 2002). 즉,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달라지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영아의 발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김

말경, 2011). 이러한 관점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

시 아동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Ho(1986)는 아동의 특성이 부모의 반응을 이끌

어낸다고 하였고(Porter et al., 2005에서 재인용), Gallagher(2002)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어머니의 고유한 행동이 아니

라 생애 초기 영아가 보이는 기질에 반응하며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실제로 영아

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이 감소한다고 지적한 경험적 연구(Bridgett 

et al., 2009; Cole, Teti, & Zahn-Waxler, 2003; Mills-Koonce et al., 2007; Pauli-Pott, 

Mertesacker, Bade, Bauer, & Beckmann., 2000)는 이 점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아

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미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한 경향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순차적인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립하

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동일 시점에 측정하는 단기 

횡단적 연구(임현주, 이대균, 2013; 최선녀, 2015)에 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아의 부정적 정

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그리고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순차적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기초로 변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Pesonen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관

련성을 밝히므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변인간의 인과적 설명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아와 어머니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영아가 발달하는지 그 과

정에 관한 실질적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

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쳐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발달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

방적 모델을 적용하여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를 종단적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능동적 

문제해결자로서 영아의 문제해결력 발달 및 관련요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종단적 관련성 � 전란영·김회화

- 43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3차년도(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인 2015년까지 매

해 조사를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종단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한 이유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장기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고, 이를 통해 단일 연령 집단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 

신생아 가구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였고, 2006년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

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연간 분만건수

를 비례배정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인 신생아 2,07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항 내용에 따라 신생

아의 부모 외에 주 양육자 및 기타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조사 1차년도인 2008년 

연구 대상은 2,079가구였고, 이듬해인 2차년도에 추적된 가구는 총 1,904가구였으며, 3차년도는 

1,802가구였다1). 

본 연구에서는 1-3차년도 조사에 모두에 응답한 영아 1789명과 그의 어머니를 최종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아가 912명(51.0%), 여아는 877명(49.0%)이었다. 1차년도 측정 

당시 영아의 평균 월령은 5.51개월(SD=1.11)이었고, 2차년도는 14.04개월(SD=1.07), 3차년도는 

25.72개월(SD=1.33)로 나타났다.

만 1세 이전 보다 이후 영아에게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선행

연구(임명희, 2009)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은 만 1세 이후인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였다. 2차년도 측정 당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13세(SD=3.64)였고, 취업 중인 경우가 전체의 

30.3%(347명),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이 경우가 전체의 66.8%(1,195명)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본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08)에서 

사용된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척도를 사용하였다. EAS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영

아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총 5 문항으로 문항 내용은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

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년

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Cronbach's α값은 .7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09)에

1) 한국아동패널 http://panel.kicce.re.kr/kor/inquiry/01.jsp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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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와 Pecheux(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의 ‘사회적 양육방식(social interaction)’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해당 문항은 자녀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

한다.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응적인 양육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년도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의 Cronbach's α값은 .84로 나타났다.

  3) 영아의 문제해결력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0)에서 

사용된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K-ASQ) 중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을 사용하였

다. 총 6 문항으로 해당 문항은 학습과 놀이상황에서 영아의 문제해결행동을 측정한다. 문항 내

용은 ‘작고 투명한 병에 작은 과자를 넣으면, 아이가 과자를 꺼내기 위해 병을 거꾸로 듭니까?

(시범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등으로 구성된다. K-ASQ는 부모평정용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부모

는 ‘예(영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

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한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

화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차년도 영아의 문제해결

력의 Cronbach's α값은 .6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과 AMOS 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

다. 둘째,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정규성 검토를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에서 제시한 각 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

추후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의 평균

값은 2.72(SD=0.61),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은 8.24(SD=2.00), 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은 

9.02(SD=1.30)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1.78에서 .43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23에서 4.86 사이에 있어 다변량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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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정(왜도 < 3, 첨도 < 10)을 충족하였다(문수백, 2009).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 2.72  0.61 0-.43 0.23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 8.24  2.00 -1.40 2.04

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 9.02  1.30 -1.78 4.86

<표 1>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              (N=1,789)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은 -.04에서 .25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

을 나타내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r=-.11, p<.00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문제해결력과 통계적으로 약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04, p<.05). 또한 어머니가 반응적으로 양육 할수록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r=.25, p<.001).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

아의 문제해결력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1 2 3

1.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 1

2.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 -.11*** 1

3.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 -.04*** -.25*** 1

 

*

p<.05, ***p<.001

<표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상관분석       (N=1,789)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경로분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관련성에 대한 경로모형

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3>과〔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자유도(Degrees of freedom)가 1, 

값은 

.05(p=.831)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에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통계량은 전반적인 적합도

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치로 유의 수준이 .05 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경우 설정된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배병렬, 2007).

다음으로 각 경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2차년도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β=-.10,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차년도 어머니의 반

응적 양육은 다시 3차년도 영아의 문제해결력(β=.2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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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미치고, 어머니의 반응

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영아의 부

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도 추정

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C.R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2차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1차년)
-.09 -.10  .02 -4.15***

영아의 문제해결력

(3차년)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2차년)
-.54 -.20  .06 -8.70***

 

***

p<.001

<표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 및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N=1,789)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1차년)

-.10***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2차년)

-.20*** 영아의 

문제해결력

(3차년)

〔그림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경로모형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하여 다

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mos 프

로그램의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영아의 부

정적 정서성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02로 통계적으로 다소 미약하지만 .05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통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1차년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이 2차년도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미치는 직접효과(-.10)와 2차년도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3

차년도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효과(.2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

→ 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
-.02* -.0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

→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
-.10** -.10**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

→ 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
-.20* -.20*

 

*

p<.05,  **p<.01

<표 4> 영아의 문제해결력 경로의 효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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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므로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789명의 영아와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3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활용해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

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변인간의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

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1차년도)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2차년도)이 다시 영아의 문제해결력(3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경로모형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짜증 등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저해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Mills-

Koonce et al., 2007; Pauli-Pott et al., 2000)와 일치하는데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

록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

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요인 중 하나이고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의 

선행변인임을 종단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정적 정서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고(Zentner & Bates, 2008),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가 비

지지적인 반응을 하거나(김양은, 2014),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Lengua & K

ovacs, 2005)는 선행연구는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한 가

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 우선 영아의 측면에서 볼 때, 생

애 초기부터 영아는 자신이 속한 인적 환경과 상호교류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발달한다는 것이

다(임현주, 이대균, 2013). Wachs(1991)는 인간은 고유의 특성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점은 영아가 단순히 주변 환경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접하는 환경에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며(장유진, 이강이, 2014) 발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영아기에 출현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한

적이나마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측면에서, 양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양방적 과정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양

육에 영향을 미친 아동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arly 등(2002)은 어머

니의 양육이란 결국 자신의 자녀에게 최적화된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전의 관점과 달리 양

방적 모델에 기초하여 볼 때, 영아기 부터 자녀가 부모의 양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은 영아의 특성을 근거로 형성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민감한 반응적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요인을 포함해 영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elsky(1994)는 부모의 양육을 부모 개인의 심리적 요인, 아동의 특

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신지연, 2011에서 재인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제11권 제5호

- 48 -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생활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어머

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

치는 한 가지 요인으로서 영아의 특성을 밝혔다는 면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과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

육은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영아의 

단서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양육 할수록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과 아동의 문제해결력의 유의한 관련성을 지적한 선행연구

(Landry et al, 2006; Neitzel & Stright, 2003)와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영아의 문제해결

력을 촉진하는데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가 

제시하는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기적절한 때에 알맞은 반응을 하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은 영아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해준다(Braungart-Rieker, 

Hill-Soderlund, & Karrass, 2010). 또한 어머니가 조성한 안전한 환경에서 영아는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Landry et al., 2006),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은 영아의 행동에 

일종의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여 영아가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도울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해결력의 발달이 시작되는 영아기에 어머니가 반응적으로 양육하여 

영아의 탐색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

성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간접효과는 그 크기가 크지 않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어머니가 영아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반응적

인 양육을 한다면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기질이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

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우남

희, 2001; 최선녀, 2015; Gauvain, 1995)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의 개인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과 환경적 특성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이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영

아의 문제해결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영아의 단서와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를 진정시키며 어머니의 

보호 아래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Braungart-Rieker et al., 2010),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더라도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사물에 주의를 기울

이고 촉진적인 반응과 도움행동을 제공하는 것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Fagot & Gauvain, 1997; Halpern, Coll, Meyer, & Bendersky, 2001). 따라서 영아의 문제해결력

을 촉진하기 위해 영아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의를 제시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영아의 문제해

결력의 발달 과정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의 반응적 양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발달하는 과정을 밝히므로 영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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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내포한 제한점을 일부 해결함으

로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타

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에 영향을 미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고려하므로 양방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

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영아의 문제해결력 발달을 촉진하는 보육 및 교육 방안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다른 개인적 특성이 간과된 경향

이 있다. 앞서 언급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에는 영아의 이해력, 조작 

능력, 신체 발달 등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 요인이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영아의 문제해결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필 문항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을 측정

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 연구의 특성상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

해 각 변인에 대해서는 소수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패널 자료가 다양

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각 변인을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의 보고 주체가 어머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지각

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을 실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영아기의 특성상 부모의 보고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영아기 특유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실험 등을 활용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외의 객관적 관찰자 등 다양한 보고 대

상을 활용해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문제해결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요인, 생태 체계적 특성과 같은 영아와 어머니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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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n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the mother's reactive parenting, and the infant's problem-solving ability. This research 

used a Panel Study with Korean Children's 1st-3rd year data, and the subjects were 1789 infants 

and their mothers. To process the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verification,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mother's reactive parenting. Second, the mother's reactive parent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infant's problem-solving ability. Third, the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had indirect effects 

on the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path, the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which is a personal factor, and the mother's reactive 

parenting, which is an environmental factor, had effects on the infant's problem solving ability. 

Furthermore, basic data to explore the ways of promoting the infant's problem solving ability could 

be introduced. 

▶Key words : infancy problem-solving ability, negative emotionality, reactive pare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