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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ffects of fathering on school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ould be moderated by fathers’ and mothers’ own effortful control.      
Methods: The sample included 371 fourth grade children (47% boys) and their parents. Father’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parents’ own effortful control an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ere assessed.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n SPSS 18.0.    
Results: Parents’ effortful control appeared to moderate the effect of fathering on children’s 
effortful control. More specifically, parents’ high levels of effortful control increased the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on children’s effortful control. 
Conclusion: Findings indicated that parents’ effortful control tended to increase the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and lower the effects of negative fathering). This supports the importance of 
parents’ effortful control in the development of school children’s effortful control. 

Keywords: paternal effortful control, fathering, maternal effortful control,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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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사회생활 속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에서 자신의 감

정이나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을 접한다. 정서조절능력

은 내적으로 각성되는 정서 상태로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긍정적인 사

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Eisenberg & Spinrad, 2004). 이러한 개인의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행동에서 관찰되는 조절 행동과 부모의 보고나 자기보

고에 의해서 조사되는 기질적 의도적 통제 등 다양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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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사되어 왔다(Rothbart & Rueda, 2005). 개인의 기질은 각 

개인에게 구분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반응으로 인간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개인차가 드러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이러한 기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성요인들 중, 자기 조

절적 요소를 반영하는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EC])는 외

부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부적절한 반응을 줄이

는데 작동된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의도된 통제

능력(EC)은 정서조절능력의 핵심 요소로서 연구자들에게 주

목 받고 있다(Bae & Lim, 2011). 

의도적 통제는 실행 주의력(executive attention)과 관련된 기

질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적으로 발생

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우세 반응을 억제시키고 

우세하지 않은 적절한 반응을 수행하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능

력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동시에, 의도적 통제

는 자극에 대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여 반응적이고 충동적으

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를 의도한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통제

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Eisenberg & 

Spinrad, 2004). 즉 갈등상황에서 의도적 통제는 생리적으로 발

생되는 기분상태나 정서를 자신의 의지로 억제하거나 유지하

고 강도를 조절하며 긍정적 상태로 지속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통제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는 것이므로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인 반응적 통제(reactive control)와 다르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는 무조건적 억제에 따르는 자기조절과도 구분

된다(Eisenberg & Spinrad, 2004). 

의도적 통제는 타고난 기질적 요인을 토대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 발달하고(Eisenberg et al., 2003; Zhou et al., 2007), 

뇌의 전두엽 발달의 영향을 받아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

로 성숙된다(Rothbart & Posner, 2005). 의도적 통제는 그 자체

를 정서 조절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극에 대한 충동적인 

우세한 반응을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억제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서와 행동을 활성화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에서 작동

되는 실행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Eisenberg & Spinrad, 2004; 

Garstein & Fagot, 2003; Kochanska & Knaack, 2003). 

이러한 의도적 통제는 약 만 1세∼2세 정도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여 유아기 시기에는 급속히 발달이 되고(Kochanska & 

Knaack, 2003), 학령기에서 청소년기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숙한다(Eisenberg et al, 2005). 의도적 통제는 유

아기부터 성인기에 걸쳐 다양한 정서 기능, 대인관계, 공감능

력, 사회적 유능성, 문제행동, 학업 성취도 등과의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적응행동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et al., 2003; Eisenberg et al., 2009; 

Valiente et al., 2006). 특히, 학령기 아동은 영아기, 유아기에 비

해 학교라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주의(attention)기능이 

요구되고 충동적인 반응보다는 의도적인 통제가 활성화될 필

요가 있는 시기이다(Eisenberg et al., 2003). 또한, 학령기의 높

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긍정적인 또

래 관계 형성, 사회적 기술 등 학교 적응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et al., 2009; Valiente et al., 

2006).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가진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적응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후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령기 시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

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인 측면

과 유전적인 측면으로 구분되고, 이 두 측면의 상호작용에 의

해 발달된다(Rothbart & Posner, 2005). 환경적인 측면 중 부모

와 관련된 요인은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들 중 하나일 것이

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정서 기능, 양육행동, 가

족환경의 질 등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Bridgett et al., 2011; 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Eisenberg et al., 2001).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대한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온

정적이거나 수용적인 긍정적인 양육행동 또는 강압적이고 처

벌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정

적 혹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Eisenberg 

et al., 2005; Karreman, Van Tuijl, Van Aken, & Deković, 2008). 

중국의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Zhou, Eisenberg, 

Wang과 Reiser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언어적 적대

성을 보이고 체벌을 하는 권위주의적 양육을 할 때, 부모가 보

고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

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민주적 양육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Eisenberg, Chang, Ma, & Haung, 2009). 부모양

육 이외에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로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인 부모 스스로의 조절능력(혹은 

의도적 통제능력)이 있다(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유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진 의도적 통제의 특

성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세대 간 발생되는 유

전의 전이에 의해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관계할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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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Calkins & Hill, 2007; Mullineaux, Deater-

Deckard, Petrill, Thompson, & DeThorne, 2009). 아직까지 아동

의 의도적 통제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을 다

룬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부모 자신이 지닌 의도적 통제의 영

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기존의 관련 연구 대부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보고된 결과는 주로 어머니에 초점이 되어 연구되고 있다. 아

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아동에게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의 상호작용은 중간체계로서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에도 불구하고(Bronfenbrenner, 1986)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

에 다룬 연구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부모의 영향력으로 일

반화시켜서 조사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Bridgett et al., 2011; 

Chang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et al., 2005). 

현대 사회의 맞벌이 가정 증가는 공동 자녀양육자로서 아버지

의 역할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실정을 통

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조사한 Cassano, Perry-Parrish와 Zeman (2007)의 연구

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슬픈 감정에 대해서 문제를 

축소화시켜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억제시키는 반응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문제를 해

결하는 전략을 알려주거나 슬픈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주

는 반응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의 정서 표현이나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능력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McDowell, Kim, O’neil, & Parke, 2002) 이는 자

녀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Day & Padilla-Walker, 2009).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각각 차별적인 고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버지들은 가정 수입의 주

책임자로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가정에서 자녀

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참여

하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하지만,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버지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와 협력을 하고 있는 추세

라는 점(Shwalb, Nakazawa, Yamamoto, & Hyun, 2004)과 위의 

고찰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아동의 발달에 대한 

고유한 영향력이 어머니와 다르게 존재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의도적 통제발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

지 미흡한 실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가 부모

양육을 통해서 평균 27.8개월의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Bae와 Lim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달리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아버지의 애정적, 허용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애정적

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상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ae & Lim, 2015). 또한, 아버지가 배우자인 어머니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을수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한다고 높게 지

각하고 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Lim, Lee, & Bae, 2015). 또한,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

에 대한 Kim (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 

변인으로서 부모 자신들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의 영향력

을 함께 조사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양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는 

자신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반면에,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아 아동

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

능성과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양육행동의 영향을 상호적으

로 조절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연구들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전반적으

로 부모 자신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능력은 아

동의 의도적 통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부모

라는 공통변인이 아닌 고유한 영향으로 각각 고려해 볼 때, 어

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의 영향이 어머

니의 영향에 비해 아동의 의도적 통제발달에 간접적이거나 혹

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는 아동

의 의도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인지 또

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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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를 함께 조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과 의

도적 통제와 같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 간에 드러나는 상호작

용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신의 의도적 통제,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도적 통제에 의해 어떻게 조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다양한 사회정서행동 기능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파

악된 의도적 통제는 함께 조사된 연구변인들에 따라 매개변

인으로 혹은 조절변인으로 조사되었다(Eisenberg et al., 2009; 

Lengua, Bush, Long, Kovacs, & Trancik, 2008; Valiente et al., 

2006). 의도적 통제가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낯선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는 행동 억제

(inhibition)는 이후 성인기의 우울, 근심 또는 불안을 예측하였

으며, 의도적 통제는 이러한 행동억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여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 McDermott, 

Degnan, Henderson, & Fox, 2011). 의도적 통제가 낮은 청소년

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과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성을 보이면서 이는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straeten, Vasey, Raes, & Bijttebier, 2009). 또

한, 8-12세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Lengua 등(2008)의 연

구에서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취약성, 어머니의 우울과 정신적 

문제, 가정환경 등의 위험요인들이 3년 동안 지속된 아동의 경

우,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그

런데,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같이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부

모의 의도적 통제를 조절 변인으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가 인간의 사회정서행동 기능에 대한 예측

변인이라는 점은 성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부모의 의도적 통제

는 부모 양육행동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생

계부양자로서의 역할로 인한 업무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되기도 하며(Shwalb et al., 2004), 부모역

할 수행 시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조절하고 자신의 즉각적 

관심이나 욕구(예: TV 시청 등)를 억제하면서 기꺼이 자녀와 상

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필요한 아버지의 능력은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의도적 통제와 관계할 것

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효과는 아버

지의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에 따라서 조절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버지의 영향은 공동양육이나 배우자 즉 어머니의 요

인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Marsigilio, Amateo, 

Day, & Lamb, 2000; Stolz, Barber, & Olsen, 2005) 어머니의 개인

적인 특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렇듯 의도적 통제의 조절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에 미치는 영향력의 주효과와 그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

버지 자신의 의도적 통제능력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Kim, 2015; Stolz et al., 2005)에서 제시

된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아버지 양육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

니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조절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최

근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도적 통제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부모의 역할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아버지의 올바

른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

는 아동의 조절 아버지 교육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

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의도적인 통제가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지역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

여 4학년 학생 40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 수집은 선정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가 

연구에 동의한 경우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

지는 밀봉된 봉투에 넣어 다시 학교로 가져와 수거하는 방법

으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 아버지, 어머니, 아동이 



23   Fathers’ Influence on School Children’s Effortful Control

모두 답한 371명(약 91%)만이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

상에서 제외된 아동과 부모 집단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과 

조사된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F = .02∼3.31, p > .05). 연구대상 아동(남아, 47%)

의 평균 연령은 약 11세(M = 11.08, SD = 3.7)이고, 어머니는 

평균 41.7세(SD = 3.59, range 31-55), 아버지는 평균 44.3세(SD 

= 3.59, range 37–67)로 나타났다. 대상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

은 전체의 약 80.7%가 월수입 500만원 이상(M = 732.37, SD = 

570.22)인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약 77%가, 아버지는 약 

86.6%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이었다. 어머니의 과반수

(58.1%) 이상은 전업주부였고, 아버지는 회사원, 공무원, 은행

원 등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고위직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의도

적 통제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부모의 의도적 통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는 Rothbart와 Derryberry에 

의해 개발된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 중 의도

적 통제를 측정할 수 있는 총 19문항들을 사용하였다(Evan 

& Rothbart, 2007; Rothbart, Ahadi, & Evans, 2000). 억제 통제

(inhibitory control)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문항의 예는 “활기차 있을 때에도 필요

하다면 큰 문제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 “재미있지만 

부적절할 수 있는 행동을 쉽게 억제한다.” 등이다. 활성화 통

제(activation control)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회피하고 싶은 특

정 일이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문항의 

예는 “별로 해 보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의 결과가 어떨지 걱정될 때, 보통 그 일을 다루지 않고 피

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주의 통제(attentional control)는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구될 때에는 주의를 지속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문항의 예는 “방해받거나 산만할 

때, 보통 이전에 하고 있던 일로 주의를 쉽게 되돌릴 수 있다.”, 

“괴로울 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등이다. 부모

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요소는 대부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도적 통제 척도의 지표이다

(Bae & Lim, 2012; Bridgett, Burt, Laake, & Oddie, 2013). 각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산출된 ATQ의 의도적 통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어머니의 경우 .79로, 아버지의 경우 .75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Rhee와 Doh (2012)가 개발한 부모양육

척도로 온정 9문항, 논리적 설명 10문항, 개입 9문항, 강압 7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온정은 자녀에게 친밀하게 애정을 표현하

는 수용적인 양육을 의미하고 논리적 설명은 분명하고 합리적

인 기준과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고 설명해주는 양육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입은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비난하고 간섭, 지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고 강압은 자녀를 

벌주거나 체벌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점 척도(1 = 거의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내적합치도인 신뢰도(Cronbach’s α)는 온정은 .81, 논리적 설명

은 .92, 개입은 .90, 강압은 .91으로 타나났다. 한편, 온정과 논리

적인 설명(r = .61, p < .000), 개입과 강압(r = .67, p < .000)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여 두 변수를 통합하여 각각 긍정적인 양육

과 부정적인 양육으로 명명하고 분석하였다. 온정과 논리적 설

명의 평균의 합, 개입과 강압의 평균의 합이 높을수록 각각 긍

정적인 양육과 부정적인 양육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 척도인 Tempera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 (TMCQ)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주의력 집중(attentional focusing) 7문항과 억제통제 8

문항으로 측정하였고(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아동은 자

기보고식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평가를 사용하

였다. 그 이유는 TMCQ 질문지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 아동의 자기보고식 조사보다 측정의 신뢰도가 

높다는 근거에 의해 부모가 보고하도록 하였다(Simonds et al., 

2007; Simonds & Rothbart, 2004).  

주의 집중은 주의가 필요한 과제나 해야 하는 일에 계속해

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문항의 예는 “집중하

는 것을 힘들어한다.” 등이다. 억제통제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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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하던 일을 아주 빠

르게 멈출 수 있다.”, “흥분되었을 때에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한다.” 등이 포함된다(Spinrad et al., 2006). 주의 집

중과 억제 통제는 학령기 아동 대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의도적 

통제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Eisenberg와 동료들의 연구

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Geng, Hu, Wang, & Chen, 2011; Zhou et al., 2007). 모든 문항

들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고,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값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그 값이 클수록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신뢰도

는 어머니가 .89, 아버지가 .91로 확인되었고, 아버지와 어머

니의 보고 간에 상관관계가 억제 통제는 r = .48 ( p < .001), 주

의 집중은 r = .60 ( p < .001)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에 의한 보고 내용 (multi-informant 

approach)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버

지와 어머니가 보고한 각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Eisenberg et al., 2009; Los Reyes, Thomas, Goodman, & Kundey, 

2013; Spinrad et al., 200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 (SPSS Inc., Chicago, IL)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어머니의 의도

적 통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부모보고의 아동의 의도적 통

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능력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

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의

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상호작용 결과를 사후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한 SD ±1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

귀식의 기울기의 상호작용에서의 유의성 검사를 통해 확인하

였다(Aiken & West, 1991).  

연구결과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긍정적 ·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의도적 통제 변인

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고, 그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높을

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는 아버지 스스로의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관

계를, 부정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

의 의도적 통제는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긍정적인 관계, 양

육행동과는 정적인 관계를, 부정적인 양육행동에는 부적인 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개인 내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1 2 3 4 5
1. Maternal EC —     
2. Paternal EC  .14** —    
3. Positive fathering .14** .40*** —  
4. Negative fathering -.14*** -.39*** -.40*** —  
5. Child’s EC .26*** .35*** .43*** -.47*** —

Mean 3.68 3.65 7.43 4.51 3.47
SD  .41  .42 .93 1.26  .49

Note. N = 371. EC = effortful control.
**p < .01. ***p < .001. 



25   Fathers’ Influence on School Children’s Effortful Control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1에 해당되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아버지

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수준이 조절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인 양육행

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변수 처리

를 하였고, Tolerance는 모두 절대값 1에 가깝고 VIF값은 10보

다 작은 것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의 전제 가정을 위배하지 않

음을 검증하였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대해 긍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 효과와 부정적 양육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 효과

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

육행동과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예측하는 주효과가 확인되었다(긍정적 양육 행동: b = .18, t = 

6.65, p < .001,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b = .25, t = 4.26, p < .001).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아버지의 의도

적인 통제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의도적 통

제가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조절하는 모델은 주효과 모델

보다 1% 증가된 23% 변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0, t = 

2.14, p < .001; Table 2).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

동의 높은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 영향력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였다(Figure 1). 

한편,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의도적 통

제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예측하는 주효과가 확인

되었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부정적 양육행동: b = -.15,

t = -7.89, p <.001,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b = .22, t = 3.91,   

 p < .001). 또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낮은 의

도적 통제를 예측하는 영향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일 때만 그 효과가 증가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Table 2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on the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Paternal Effortful Control 

Model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Tolerance VIFB SE β
1 Positive fathering .22 .03 .42 8.97*** 1.00 1.000

F = 80.43, R2 = .18 (∆R2 = .18)

2 Positive fathering .18 .03 .34 6.69*** .84 1.19

Paternal EC .25 .06 .22 4.26*** .84 1.19

F = 51.14, R2 = .22 (∆R2 = .04)

3 Positive fathering .18 .03 .33 6.65*** .84 1.19

Paternal EC .24 .06 .21 4.13*** .84 1.20

Positive fathering
× paternal EC

.10 .05 .10 2.14*** .99 1.01

F = 35.95, R2 = .23 (∆R2 = .01)

Note. N = 371. EC = effortful contro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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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paternal effortful control. EC = effortfu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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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09. t = -2.20, p < .001). 이러한 조절작용 모델은 Table 3

와 같이 주효과 모델보다 1% 증가된 26%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낮은 경우는 아버지의 부정적 양

육행동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차

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높은 수준의 의

도적인 통제를 가진 경우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아버

지의 부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양육의 정도가 낮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드러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2).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의도적인 통제
의 조절 효과    

연구 문제 2에 해당하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아버지

의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부정적, 긍정적 양육

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모델 중에 아버지의 긍

정적 양육의 영향을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 모델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한 결과만 

요약하여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과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포함한 모델의 결과만을 구체적으로 보

고하였다.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는 모두 아동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 주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

데,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b = .13, t = 2.42, p < .001; Table 5). 이러한 조절효과 모델은 

주효과 모델보다 1% 증가된 2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높은 의도적 통제 능력을 가진 어머

니의 아동이 낮은 의도적 통제 능력을 가진 어머니의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누적 효과가 나타났다(Figure 3). 

Table 3 
Effects of Negative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Paternal Effortful Control 

Model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Tolerance VIFB SE β

1 Negative fathering -.18 .02 -.47 -9.98*** 1.00 1.000

F = 99.46, R2 = .22 (∆R2 =. 22)

2 Negative fathering -.15 .02 -.40 -7.89*** .85 1.17

Paternal EC .22 .06 .19 3.91*** .85 1.17

F = 59.35, R2 = .25 (∆R2 =.03)

3 Negative fathering -.15 .02 -.40 -8.04*** .85 1.18

Paternal EC .21 .06 .18 3.73*** .85 1.18

Negative fathering
× paternal EC -.09 .04 -.10 -2.20*** .99 1.01

F = .42, R2 = .26 (∆R2 = .01)
Note. N = 371. EC = effortful control.
***p < .001. 

Figure 2. Effects of negative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paternal effortful control. EC = effortfu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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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신의 의도적 통

제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 내에

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

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을 하고, 낮은 수

준의 부정적 양육을 할수록 발달되고,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증가되었다. 또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을 높은 수준으로 할 때 발달되었고, 

그 영향력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가 높을 때 증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내에서의 영향만을 고려

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도적 통제가 상호작용하여 아동

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은 아버지

Table 4
Effects of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Maternal Effortful Control  

Interaction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F R2 B SE β
PF × MEC .13 .06 .11   2.42** 38.36*** .24
NF × MEC .03 .04 .03 .68 39.76*** .25
Note. N = 371. PF: positive fathering; NF: negative fathering; MEC: maternal effortful control. 
**p < .01. ***p < .001. 

Table 5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Maternal Effortful Control 

Model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Tolerance VIFB SE β
1 Positive fathering .23 .03 .43 9.17*** 1.00 1.000

F = 84.14, R2 = .19 (∆R2 = .19)
2 Positive fathering .21 .02 .40 8.69*** .98 1.02

Maternal EC .24 .06 .20 4.41*** .98 1.02
F = 53.92, R2 = .23 (∆R2 = .04)

3 Positive fathering .21 .02 .41 8.80*** .98 1.02
Maternal EC .22 .06 .19 4.07*** .96 1.04
Positive fathering
× maternal EC

.13 .06 .11 2.42*** .98 1.02

F = 38.36, R2 = .24 (∆R2 = .01)
Note. N = 371. EC = effortful contro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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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positive fathering on child’s  effortful control 

moderated by maternal effortful control. EC = effortfu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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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입이나 강압과 같은 부정적 양육에는 부적으로, 온정을 

보여주고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주는 합리적

인 긍정적 양육과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능력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즉 

의도적 통제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의 의도적 통

제 능력과 이와 더불어 수반되는 양육행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Bridgett et al., 2011; Chang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1). 아동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상호작

용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부모와 생활하는 환경 내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아동은 부모 스스로가 보

이는 정서행동과 대처 방식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정서 조절능

력을 내면화하게 된다(Valiente et al., 2007). 또한, 부모의 온정

적이고 혹은 애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촉

진시키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의 양육은 의도적 통제 

능력을 저하시킨다(Eisenberg et al., 2001).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

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버

지의 긍정적인 양육은 아버지가 높은 의도적 통제능력을 가지

고 있을 때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에 대한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의

한 효과는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는데,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높은 경우 특히 아버지가 부정

적인 양육을 덜 할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미치는 그 

효과가 더욱 증가되었다. 즉,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

절 효과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또는 부정적인 

양육의 정도가 낮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드러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부정적인 양육을 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의 조절이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개입

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위험요소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베이징 7–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조사한 Zhou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강압적, 적대적 권위주의

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낮은 의도적 통제와 강한 관계가 나타

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몇 몇의 선행연구들(McDowell 

et al., 2002; McDowell & Parke, 2000)에서 아버지와 아동의 상

호작용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정서적인 자극의 강도

가 보다 크고 정서의 흥분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비난하거나 더 높은 강

도로 아동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아동이 부정적인 조

절 전략을 학습하는 효과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다

면 부정적인 조절 전략이나 강압적인 방식을 덜 사용하게 되

고, 정서의 흥분 정도를 줄이는 기능이 더욱 효과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신이 지닌 정서조절능

력은 양육행동의 질에 영향을 준다(Bariola, Hughes, & Gullone, 

2012). 의도적 통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집중해야 하는 대상에 집중하면서 

선호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

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다(Eisenberg & Spinrad, 2004; Rothbart 

& Bates, 2006). 따라서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양육 스트레스 

부담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심리적인 갈등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여 자녀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Calkins & Hill, 2007; 

Garstein & Fagot, 2003) 중요하다. 즉 부모의 의도적 통제 능력

은 양육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실

제로, 부모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모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자녀 양육기술 교육을 받아도 가정에서 실천이 어려운 이유로 

부모 스스로 정서조절을 못하고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의 중

요한 작용이 있음을 시사한다(Bridgett et al., 2013, 2011). 

한편, 전통적인 한국문화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정

서조절을 훈련받을 기회가 적고 어머니보다 강압적이고, 가정 

내에서 힘을 행사하는 행동이 많은 가부장적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난다(Lee & Chyung, 2014). 만일 이러한 아버지의 특성이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강압적인 행동은 아동

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신의 부정적 행동, 충동성, 주의

집중 등을 통제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과 함께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버지가 온정적이

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감

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고 주의집중을 하여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 아동의 높은 의도적 통제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

이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부

적 영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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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높은 수

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은 더욱 향상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

향을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양육행동을 부정적, 긍정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의 영향을 어머니의 의도

적 통제가 조절하는 경우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

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어

머니가 높은 의도적 통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증가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분명한 관계성이 드러났고, 아버지

와 아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머니와 달리 공동

양육이나 배우자 즉 어머니의 요인 등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Bariola et al., 2012; Karraman et 

al., 2008; Marsiglio, 2000; Stolz et al., 2005)과 일맥상통한다. 이

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긍정적

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의도적 통제 능력은 어

머니 스스로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될 수 있

는 학령기 후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아버지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인 통제와 어머니의 의

도적인 통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긍정적인 양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양

육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개입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의도적 통

제 발달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와 아버

지에 의한 체벌이나 학대와 같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 현장에서 아버지를 참여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모에게 양육행동 기술 향상을 위한 일

반적 부모교육과 더불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버지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중간

다리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역

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의 접근을 할수록 효과가 더욱 증대시

킬 것이라는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적 자료만을 포함되었고, 부모보고에 의한 아동의 기질적인 

의도적 통제 능력만 분석되어 아동의 자기 보고 조사와 행동

관찰을 위한 실험과제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이 포함되지 않

았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내적 신뢰도가 높

은 편은 아니었지만(α =.79) 같은 측정도구(ATQ)를 사용한 국

내외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신뢰도(.70∼.82)(Bae & Lim, 2012; 

Bridgett et al., 2013; De Panfilis, Meehan, Cain, & Clarkin, 2013)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이 측

정도구에 대한 추후연구가 반복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의도적 통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밝히지 못했던 아

버지의 의도적 통제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의도적 통제 성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서 그 영

향이 조절되는 바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

향력은 가정 내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능력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Bae & Lim, 

2012; Kim, 2015)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 어머

니의 조절능력은 아동에게 직접적 혹은 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 효과를 조절하는 역

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조절능력은 아동의 조절능력 발달에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양육에 의한 효과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아버

지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가 가정 내 부모-자

녀 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교육 현장에

서 양육기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

버지 모두의 정서를 조절하는 훈련 전략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근거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

제가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부

모의 영향력이 발달의 영역 특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

교하거나,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부부 간의 

상호작용 질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후속 연

구로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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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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