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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husbands (as

the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PSE),

and parenting behaviors among contemporary Korean mothers. A sample of 95

Korean mothers of pre-school,1st, 2nd, and 3rd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South Korea were recruited. Mothers were asked to respond to a

survey that captured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husbands, PSE,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hypothesized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mothers who perceiv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own parents as

positive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PSE. In addition, mothers who

reported higher PSE levels were less likely to be inconsistent in their parenting

behaviors and more likely to be responsive in their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SE as a psychological

resource that enables contemporary Korean mothers to parent in positive ways.

Furthermore,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as a factor that contributes to higher PSE.

Key words Mothers' Relationship with Parents, Relationship with Husband,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

Ⅰ. 서 론

단기간의 근대화 성공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놓인 한국사회에서, 많은 부

모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무엇을 자녀양육의 가치로 여겨야하는지에 대하여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오고 있다(Park & Kwon, 2009; Yang & Sh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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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견고한 원칙의 부재 및

이로 인한 자녀 양육에 관한 자신감 결여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로부터 자녀양육을 통

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게도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향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시대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 특히 양육에 있어 주 영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어머

니들이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급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어머니들의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양육

효능감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부각되어 왔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

현심, 2004; 문혁준, 2005; 서소정, 200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이정신, 최영희, 2010; 이주

연, 2009; 최형성, 정옥분, 2001; Cutrona & Troutman, 1986; Sanders & Wooley, 2005; Teti &

Gelfand, 1991).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대

한 자기 평가 혹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1997; 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 2009).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그들의 정서적인 안녕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져 왔다(Coleman &

Karraker, 1997; Hastings & Brown, 2002; Teti & Gelfand, 1991). Bandura(1989)는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부모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높은 양육효

능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

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자녀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결국 자녀로부터 얻게 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향후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다. 한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양육효능감의 부모의 양육행동에의 긍

정적인 역할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정희, 문혁준, 2006; 김현미, 도현심, 2004; 안지영,

박성연, 2002; 윤지원, 조헌하, 2011; 최형성, 2005). 예를 들어, 윤지원과 조헌하(2011)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으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행동특성간의 관계

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행동특성 간의 부적인 관계를 주요하게 매개하고 있음이 발견되

었다. 이 외에도 최형성(2005) 역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치원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따뜻하고-수용적인 부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반면 거부적이고-제한적인 부모의 행동을 부적으

로 예측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 시대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부모들이 처한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요소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

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질적인 연구들을 통해 급변하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겸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졌다. Park 과

Kwon(2009)은 유치원 자녀를 둔 한국의 중산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연구에서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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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녀를 학업적으로 성공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의 보다 견고한 가치

를 가지고 자녀양육에 임하고 있는 롤 모델의 부재가 이들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감하고 적용

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관의 부재는 이들로 하여금 부모로서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자녀를 양육

해야 하는가와,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행동하는가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괴리감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에 대한 탐구가 시급할 것으로 보

인다. Bandura(1989)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Coleman과 Karraker(1997)는 4개의 양

육효능감의 예측변인을 이론적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과거의 경험이다. 자녀양육에 있어 성공적인 경험 및 이에 따르는 자녀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

은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자원이 되어줄 것이다. 두 번째

는 간접경험으로서, 부모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

는 다른 부모들을 살펴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스스로도 자녀와의 관계를 그들과 유사하게 성공적

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는 부모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정서상태이다. 자녀양육을 해 나가는 것은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스트레

스와 고립감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가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주요한 양육효능감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자들

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해 나가면서 주변의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정

서적인 지지 및 실제적인 도움의 여부이다. Suzuki 등(2009)은 “불충분한 지원에 관한 가정

(Insufficient support hypothesis)”를 소개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서

어머니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도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가 주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도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언어

적인 지지만으로도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양육에 관한 노력이 가치 있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

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인 공감 역시 어머니들

이 자녀양육으로부터 피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기복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도움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주요한 예측 변인중의 하나임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다른 세 가지의 예

측변인들의 직간적접인 원천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서의 사회

적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단편적인 차원으로 연구되어 오는 데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즉, 어머니

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만 주로 한정되어 그 상관관계가 연구되어 왔으며, 어

머니의 양육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로부터 어머니가 얻게 되는 도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육에의 참여와 같은 실제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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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이들 연구들은

어머니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그 자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지지가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어머니가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지각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간관계

로 Suzuki 등(2009)이 제안한 원가족 부모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 자신이 자녀로서 양육 받았을 때의 기억 회고를 통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및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심리적

인 자원으로서 상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로 원가족 부모와

의 관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인 표상

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투영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있겠다.

애착이론은 인생의 초기시기에 형성한 인간관계에 관한 인지적 내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론에 따르면 원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로웠는지, 원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스스로

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었는가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 인지적 내적 모델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

서 형성해 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근간이 되어준다는 것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애착이론에 따르자면, 이러한 인생의 초기시기에 형성된 인간관계에 대한 인지적 내적 모델은

부모가 된 후,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Suzuki

et al., 2009). 즉, 원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원가족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

았음을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맺게 되는 관계 안에서 부모인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

며,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는데, Holloway와 Behrens(2002)는 일본의

어머니들 중 어렸을 적 원가족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에게서 높은

양육효능감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장기

적으로 그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됨이 밝혀졌다(Behrens, Hesse, & Main, 2007).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심리적 및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남편이 될 것임은 예외적인 부부관계의 상황을 제외하

고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남편의 양육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김선애, 한유진, 2009;

이정신, 최영희, 2010; Suzuki et al., 2009)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인임은 국내

및 국외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남편의 도움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를 통한 심리정서적인 지지)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부모행동관련 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도움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녕을 증진시킴으로써 간적접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elsky & Vondra, 1989; Crockenberg, 1988). 뿐만 아니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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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제적인 고통 혹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과 같은 부정

적인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imons, Lorenz, Wu, &

Conger, 1993).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있어 남편으로부터 양육에의 실

제적인 도움을 얻기 어려워지는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가중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된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는 자녀양육에 있어 남편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을 증대시켜왔으며, 이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며 높아진 기대에 미치

기 어려운 남편의 자녀양육과업에의 참여로 인한 어머니의 불만족감을 향상시켜온 것이 또한 사

실이다. 결국,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다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인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서, 원가

족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및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구체적으로 양육과 관련

된 배우자의 지원이 아니라, 포괄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인 지원에 관한

지각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효능

감의 예측변인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특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한국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가? 이

에, 본 연구는 한국의 어머니들 중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

을 높이 지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한국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가? 본 연구

에서는 현 남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모로서의 능력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특성을 지원하고,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저지하는 기능을 하는가?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동

중심적인 양육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비일관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특성은 덜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초등학교 1, 2, 3학년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

동의 어머니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고 설문에 참여한 95명

의 어머니의 응답이 자료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집한 연구대상 어머니 및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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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7.03세(SD = 4.15)였

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전문대졸 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가 각각 33(34.7), 30(31.6), 26(27.4)의

순으로 많았다. 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3,601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보고한 경우가 전체의 54.7%

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

어머니의 교육정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함/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또는 그 이상

결측

-

-

30 (31.6)

33 (34.7)

26 (27.4)

5 (5.3)

1 (1.1)

가정의 연평균 소득수준

1200만원 이하

1201만원~2400만원

2401만원~3600만원

3601만원~5000만원

5001만원~7500만원

7501만원~1억

1억 이상

확실하지 않음

결측

3 (3.2)

7 (7.4)

13 (13.7)

25 (26.3)

27 (28.4)

8 (8.4)

2 (2.1)

7 (7.4)

3 (3.2)

자녀의 학년

유치원

초등1학년

초등2학년

초등3학년

25 (26.3)

20 (21.1)

25 (26.3)

25 (26.3)

자녀의 성별
남

여

57 (60)

38 (40)

2.측정도구

1)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Holloway, Suzuki, Yamamoto 그리고 Behrens

(2005)의 Childhood Memories scale의 6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항은 응답자가 어린 시절을 기

억해 볼 때, 원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이해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었

는지에 대하여 6점 척도(예: 전혀, 거의 전혀, 때때로, 많은 시간을, 거의 항상, 항상)로 답하도록

구성되었다(예: 당신이 성장할 때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사랑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91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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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Fowers와 Olson(1993)의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ENRICH) 척도 중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예: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관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5점 척도(1=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 5=강하게 동의함) 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간의

문항신뢰도는 .709로 나타났다.

3)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umka, Stoerzinger, Jackson 그리고 Roosa

(1996)의 Parenting Self-Agency Scale(PSA)의 척도 중 5문항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

(예: 전혀 자신 없다 - 완벽하게 자신 있다)로서 응답자 본인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예: 나는 아이와 나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간의 문항신뢰도는 .857이었다.

4)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세 가지의 양육행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하 Weinberger, Feldman 그리고

Ford(1989)의 Weinberger Parenting Inventory 부모버전의 척도 중 20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8문항은 아동 중심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예: 나는 나의 상당한 자유 시간을 내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아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가는데 사용한다.), 6문항은 허용적인 양육태도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예: 나는 내가 허락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아이가 규칙을 어기게

해준다.), 그리고 6문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 또는 자녀를 향한 정서적 표현에 있어 일관성

이 없는 양육행동특성을 측정하고 있다(예: 때때로 나는 아이를 정말 꾸짖지만, 다른 때에는 같은

일이 나를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예: 거의 전혀 하지 않음, 자주는 아

님, 가끔, 종종, 거의 항상)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 중,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문

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 행동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에 있어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의

경향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의 부모행동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에 있어 허용적인 경향이 높음을, 일관성 없음에 관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각각의 문항 신뢰도는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이 .729, 허용적인 양육행동 .538, 그리고 일

관성 없는 양육행동특성은 .59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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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정된 구조모형의 적합성 및 잠재변인간의

경로분석을 하기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수집된 자료에서 본 연구의 관심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칭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모든 관심변인

들의 비대칭도는 .027~.898, 첨도는 .010~1.009로, 비대칭도 < 3.0, 첨도 < 7.0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관심 변인들의 분포는 정상분포라는 가정을 성립할 수 있었다

(Kline, 2004).

세 가지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 중, 허용적인 양육행동(M = 2.33, SD =

.52)이 다른 두 가지의 양육행동의 특성, 즉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M = 3.18, SD = .56)과 아동 중

심적인 양육행동(M = 3.79, SD = .56)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치

구분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95 1.17 6.00 3.58 1.05 -.03 -.42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95 1.50 5.00 3.33 .77 -.33 -.3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95 1.00 4.80 3.29 .81 .47 -.13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 95 1.50 4.33 3.18 .56 -.90 1.01

허용적인 양육행동 95 1.33 3.67 2.33 .52 .65 .01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 95 2.22 4.78 3.79 .56 -.47 .09

다음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원가족 부모와

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자신의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r = .20, p < .05),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34, p < .01).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외에도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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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의 지각 역시,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28, p < .01). 어머니의 원가족 부

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r =. 41, p < .001) 및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r = .37, p < .001),

그리고 양육효능감(r = .53, p < .001)은 모두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특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 = -.28, p < .01).

<표 3> 원가족부모와의관계에대한어머니의지각, 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어머니의지각, 어머니의양육효능감,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1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0.20*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0.34** 0.28** 1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 -0.08 -0.01 -0.28** 1

허용적인 양육행동 -0.02 0.09 -0.12 0.38*** 1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 0.41*** 0.37*** 0.53*** -0.26* -0.03 1

*p < .05, **p < .01, ***p < .001.

2.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및 현 배우

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할 것이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

니의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 특성을 지지하고, 이에 반해 허용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저

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

에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각각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각 문항들을 측정변인으로 하는 잠

재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세 개의 변인은 관찰가능한 부모의 양육

행동특성으로 잠재변인이 아닌 측정변인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정의

소득수준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본 구조모형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통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참조로 한 적합도 지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그리고

TLI(Tucker-Lewis index)였다. <표 4>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RMSEA의 경우 절대지수로서

.05 이하, TLI와 CFI는 상대적 지수로서 .95 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Hu & Ben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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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하지만 최근 경험적 자료를 통해 TLI와 CFI지수 .85∼.95, RMSEA 지수 .05∼.08일 경우에

도 수용할만한 모형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원가족부모와의관계및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어머니의지각및어머니의양육효능감과양육행동과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df TLI CFI RMSEA

모형 205.216 142 .896 .922 .069

<표 5> 원가족부모와의관계및현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어머니의지각및어머니의양육효능감과양육행동과의

구조모형으로부터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p

양육효능감←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34 .18 .06 2.88 .004

양육효능감←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33 .27 .11 2.42 .015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양육효능감 -.31 -.30 .11 -2.67 .008

허용적인 양육행동←양육효능감 -.10 -.09 .10 -.88 .377

아동 중심적인 양육행동←양육효능감 .62 .61 .13 4.82 .001

연구모형에 관한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가 얻어졌으므로 상정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

펴보았다. <표 5>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원가족 부모

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β= .34, p < .01), 그리고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β= .33, p < .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즉, 원가족 부모와의 관

계에 대한 지각 및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예측

하는 변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의 특성은 낮아지고(β= -.31, p <

.01),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의 특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62, p < .001).

도출된 경로를 모두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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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및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구조 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및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특성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먼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한국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어머니는 자신

의 양육행동에 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주요변인으로 제시하고 일본 및 미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 둘의 관계

를 연구한 Suzuki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어머니의 주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는 이론적 제안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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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이어오는 양육의 질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프로그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인지적 모델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를 살펴보면,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양육에의 협력이 양육효능감을 설명하

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발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정신, 최영희, 2010; 최형성, 2005)과도 그

입장을 같이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예측 변인으로서, 남편의 양육에

의 직접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 자체만으로도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다차원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한국사회 경제적 위축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증가 및 맞벌이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한 부부간

의 절대적인 대화 시간의 감소를 고려할 때, 자녀 양육을 부부간의 유일하게 해결해야할 과업으

로 여기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상적인 대화만을 일삼게 되는 우리 사회의 부부의 현실을 타파

하고, 남편과의 관계의 질 자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 논의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기

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셋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특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아동중심적

인 양육행동특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의 한국의

부모들이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적 환경가운데에 처해져 있음을 고

려할 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한국사회의 경쟁적이고 시험 위주의 교육환경

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린 나이의 자녀

에게조차도 미리 학력을 준비해 낼 수 있도록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 주고자 하며, 자녀의 학업 성과를 일일이 모니터함으로써 자녀들의 매일의 일상은 부모

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제적인 양육행동의 특성은 한국의 어린이들의

학업적인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왔지만(Jeon, 2007), 이로 인

한 한국 아동의 심리 사회적인 병폐를 낳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

행동과 아동발달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Harvey et al., 2016;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Smetana & Daddis, 2002), 이러한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심리자원으로서의 양육효능감 지원의 중요성을

밝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및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85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의 예측 변인 중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어머니가 얻게 되는 도움의 다차원적인 이해를 시도하

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만을 살펴보았

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다이

내믹을 통해 어머니가 얻게 되는 다양한 방법 및 차원의 도움을 분석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도움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

라, 앞서 언급한 Bandura(1989) 및 Coleman과 Karraker(1997)의 제언대로 사회적 지원 외 나머지

세 개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과거의 성공적인 양육경험, 간적경험, 전반적인 정서 상태)과 양

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현대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미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도가 검증이 된 바 있으나, 한국의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적용된 연구이기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거나,

혹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양육행동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 표집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회수율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양육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

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통한 데이터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변인 간의 상

관관계에 대한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판단 및 해석하

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예측

변인 및 결과변인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서,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및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및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특성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한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히고, 이를 지지하는 요소로서 어머니의 사회

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세대를 이어가는 양육의 질 및 배우자와

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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