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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eer interaction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The data of

953 49~55 month old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of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influence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Second,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influence on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Third,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Fourth,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Peer Interacti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Ⅰ. 서 론

최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아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유아 자신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를 둘러 싼 주변 환경 속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는 문제행동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

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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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om & Shaw, 2004),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연령이 증가한다 해도 문제행동

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현되

는 유아기 초기의 조기 개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이러한 외현화 문제

행동은 이후의 사회적 부적응 및 학교부적응과도 연관되어지며(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Preddy & Fite, 2012;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도 장기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Kupersmidt & Coie, 1990)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이다. 따라서 이순자와 유수옥(2012)은 유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유

아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결

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박혜미, 2010; Bulkley & Chao, 2003;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특히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던 유아일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의 정도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위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Pleck, 2010).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비해 시간적 양과

참여빈도에 있어서는 부족할지라도 보다 높은 강도의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문

제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Parke, 2002; Parke & Buriel,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그러나 점차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어머

니 못지않게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

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문자와 김문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뿐만 아

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다음으로 유아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의 관

계이다. 유아기 초기의 유아는 또래와의 우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점차 또래관계가 유아

에게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가하게 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역시 늘어남에 따라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자

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 상황에서 이루

어지기에 이러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사회화에 필요한 기

술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이 때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또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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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기에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Vandell & Hembree,

1994)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강병재(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

용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었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Fantuzzo & McWayne,

2002). 이처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본 연구

는 드문 실정이기에 이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항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면 유아는 이후의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장영애, 이영자, 2009)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가 형성하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권연희, 2003; 박주희, 이은해, 2001; 양은호, 최혜순, 2013)을

통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oungblade & Belsky, 1992), 강나현(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버

지가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관계가 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데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살펴보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를 이

루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

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들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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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5차 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난

9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49~55개월의 남아 496명(52.0%), 여아 457명

(48.0%)으로 총 953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아버지 연령은 30대(72.7%)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40대(25.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30대(84.4%)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40대(9.6%)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41.3%),

고졸(27.8%), 전문대졸(20.4%)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36.9%), 고졸(29.9%), 전문

대졸(28.1%) 순이었다. 아버지의 94.1%, 어머니의 43.5%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월

평균 445만원이었다.

2.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5차 년도에서 사용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도구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

가 수정한 유아행동평가척도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동평가척도 가운데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을 하위변인으로 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5문항)와 공격행동(19문항)의 하위변인으로 구성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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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

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으로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문

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고, 주의집중문제는 .53, 공격행동은 .87이

었다.

2)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임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6이었다.

3)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Fantuzzo et al.(1995)의 또래 상호작용검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의 검사문항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재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하위변인으로 이루

어져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등의 9개 문항, 놀

이방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등의 13개 문항, 놀이단절은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의를 배회한다’ 등의 8개 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놀이상호작

용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놀이방해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이 나오기 쉬우며,

놀이단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놀이상

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77, .85, .81이었다.

3.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전체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 확인을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χ2
대신 표본크기에 민감하

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인 잔차제곱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Brown과 Cudeck(1993)에 따르

면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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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일 때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5점 척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문항평균점수가 어머니는 3.67점

(SD = .53), 아버지의 경우 3.54점(SD = .57)으로 대체적으로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놀이상호작용은 문항평균점수가 4점 척도 기준으로

3.11점(SD = .39)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은 2.04점(SD

= .46), 1.55점(SD = .45)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문제행동 점수를 표준화

된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공격행동이 53.58점, 주의집중 문제가 53.18점으로 60T

점보다 낮게 나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

며, 그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2, 첨도<4(Hong, Malik, & Lee, 2003)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N=953)

변인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3.67 .53 -.05 .14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3.54 .57 -.10 .28

또래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3.11 .39 -.68 1.42

놀이방해 2.04 .46 .33 -.33

놀이단절 1.55 .45 .80 .19

외현화 문제행동

공격행동 53.58 5.44 1.59 1.94

주의집중문제 53.18 4.53 1.34 1.10

2.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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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r = .068, p < .05)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놀이방해

(r = -.066, p < .05), 놀이단절(r = -.073, p < .05)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의 경우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r = .065, p < .05)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놀이

방해(r = -.094,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

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놀이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감소함을 나타낸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

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253,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86, p < .001)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47,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46, p < .001)에서 부적상관

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및 주의

집중문제 모두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상호작용과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13, p <

.001), 주의집중문제(r = -.077, p < .05)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

이방해와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57,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21, p < .001)에서 정

적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단절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r = .079, p < .05), 주의집중문제(r = .072, p < .05)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

용 가운데 놀이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행동과 주의집중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빈번이 일어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인 공격행동과 주의집중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N=953)

　구분 1 2 3 4 5 6 7

부모의

양육행동

1.온정적 양육행동(모) 1

2.온정적 양육행동(부) .259** 1

또래

상호작용

3.놀이상호작용 .068* .065* 1

4.놀이방해 -.066* -.094** -.409** 1

5.놀이단절 -.073* -.061 -.512** .434** 1

외현화

문제행동

6.공격행동 -.253** -.147** -.113** .157** .079* 1

7.주의집중문제 -.186** -.146** -.077* .121** .072* .468** 1

*p < .05, **p < .01.

2.부모의 온정적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과 유아의외현화문제행동간의구조모형분석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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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170 10 1.317 .993 .997 .018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12*

-.17***

.08***

.08*

.70*** -.60***

-.27***

또래 상호작용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

놀이단절

-.73***

.77*** .61***

.26***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 TLI = .993, CFI = .997, RMSEA = .018(90% 신뢰구

간 .000~.042)로서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나타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된

직접경로 계수들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β= -.27, p < .001, β= -.12, p < .05).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

의 공격행동 및 주의집중문제로 대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β= .08, p < .05, β= .08, p < .001).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β= -.17, p < .001).

이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공격행동 및 주의집중이 어려운

외현화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

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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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서도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1이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알아보고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각각 .02(p < .05)로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에 대해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도 있어서 총 효과가 -.28로 나타나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 상호작용 .08* - .0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 상호작용 .08*** - .08***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27*** -.01* -.2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12* -.01* -.13*

또래 상호작용 → 외현화 문제행동 -.1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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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는 공격성 및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낼수록 유아가 공격

적 행동 및 주의집중 문제를 더 보이는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강지현,

오경자, 2011; 이찬숙, 현은자, 2008; Patrick et al., 2005)와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혜경, 박성연, 2002) 및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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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대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과 적절

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모범을 보이면서도 온정적으로 양육해 나가야 함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인 외현화 문제행

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나아가 부모가 함께 양육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임

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가 최

초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의 대인관계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또래관계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아우르는 양육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온

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재숙, 백경임, 2002;

정미경, 2002; Mize & Pettit, 1997, 2010; Wood, Emmerson, & Cowan, 2004),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속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유아는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같은 크기

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큼이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또래 상

호작용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수록 유아는 공격행동을 덜 보이고 주의집중에 있어서도 어려움

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 강병재(2010)의 연구결과 및 부적절한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의 경우 문

제행동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최혜영, 신혜영, 2008; Fantuzzo & McWayne, 2002)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들 간의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기술과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또래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또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 이처럼 또래 간의 상호작용하는 기술의 증가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

에 대해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이를 바람직하

게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등 외현화 문제행

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51

넷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와 어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

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인관계인 부모와 함께 유아기

유아에게 점차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래와의 관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Patterson,

Dishion 그리고 Yoerger(2000)의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또래와

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에도 양육행동

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각각 직접적으로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
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보다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온

정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강조하고 중요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

에 관련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비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아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보다 어려움

을 가질 수도 있다는 데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의 긍정적 측면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의 특성을 비롯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흔하게 외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공격성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추후연구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유아들의 문제행동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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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내재화 문제행동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분석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변인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져 오

던 연구들과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를 비롯하여 또래와의 상

호작용의 영향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연구를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을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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