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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777 father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aged 5-7 years, 
912 boys and 865 girl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from three waves were 
analyzed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Results: Our analysis showed that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ere moderately stable over time. Second, a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a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In 
other words, fathers’ prior affective parenting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schoolers’ 
late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and the preschoolers’ pri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athers’ later affective parenting. Third, the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Conclus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Given that preschoolers’ pri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decreases fathers’ later affective parenting, which in turn is likely 
to worsen preschoolers’ late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e recommend finding ways to 
make fathers show affective parenting regardless of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Keywords :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father-child 
relationship, fathers’ parenting attitude,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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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기는 신체 · 인지 · 사회 · 정서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

장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6-13% 정도의 유

아가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3-5%의 유아는 개입이 필요

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 S. Lee, Shin, 

Chun, & Park, 2004).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 및 성인

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문제행

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문제행동(Fischer, Rolf, Hasazi, 

& Cummings, 1984),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McLe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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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2004), 성인기의 불안장애, 행동장애와도 관련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 2002). 

일반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

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 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Achenbach와 Rescorla (2000)는 유아용 행동평가척도(CBCL for 

1.5-5 ages)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는데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 등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

동으로, 위축·불안·우울 등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

나 표현하지 못하는 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린이집 입소 또는 유치원 

입학, 형제의 출생, 그 외 자기조절과 복합적인 친사회적 행동

이 요구되는 규범적 사건 등 발달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Greenberg, Speltz, & Deklyen, 1993). 또한 외현화 문제

행동은 발달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안정성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년기에 과도한 수준의 공

격성과 부적응을 보이거나, 자기 통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Hinshaw & Melnick, 1995). 선행연구에서는 만 

4-5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2년 후와 4년 후에도 강한 연

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enham et al., 2000). 또

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 동안 이러한 문제가 안정화된다

면, 이것이 반사회적 행동 등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Campbell 

et al., 1996; Campbell, Shaw, & Gilliom, 2000; Mesman, Bongers, 

& Koot, 200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기질(De Pauw, Mervielde, & Van Leeuwen, 2009; K.-J. Kim, Lee, 

& Cho, 2008; Y. Kim, Han, & Hwang, 2004; Lim, 2016), 부모

의 심리적 특성(Denham et al., 2000; Hughes & Ensor,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Lim, 2016), 부부관계(S.-N. Oh, Kwon, & 

Lee, 2016), 교사-유아 관계(Moon & Lee, 2012), 또래 상호작용

(Kang, 2010) 등이 알려져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유아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Ryou, 2014; Yeon, Yoon, & Choi, 2016).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보

편적으로 보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S.-J. Kim & 

Kim, 2007). 부모의 양육태도는 온정과 통제의 두 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온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표현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하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부모가 설정한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도 · 훈육하며 성숙한 행동을 요

구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Cho, Lee, 

Lee, & Kwon,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통

제적 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Aunola & Nurmi, 2005; Denham et al., 2000; C. K. Kim & 

Cho, 2015).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

련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에만 주목하거나, 어머니와 아버

지를 합친 변인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

제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Aldous & Mulligan, 2002; Gryczkowski, Jordan, & Mercer, 

2010).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

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을 가

진다. 첫째, 아버지-자녀 관계는 어머니-자녀 관계와는 구분되

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Pleck, 2010) 자녀의 발달

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해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그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난다(Gryczkowski et al., 2010).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고 미래의 문제행동 발달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Lim, 2016; Phares, Fields, 

Kamboukos, & Lopez, 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와 관련해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

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ang,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

지의 긍정적 양육방식(애정적, 자율적)이 유아의 내면화, 외현

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양육방식은 내면화, 외현

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자녀가 불

안 · 산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애

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e와 Kwak (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

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이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

버지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으며, 통제

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온정적 양육태

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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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

계가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양방향적(bidirectional)

이며 상호적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Bell (1968)은 상호적 영향 

모델(reciprocal effects model)을 통해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 또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ameroff (1975)의 교류 모델(transactional models)은 아동이 부

모로부터 특정 유형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부모의 행동이 아

동이 미래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유도하면서 서로 상

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Patterson (2002)의 사회

적 강압 이론(social coercion theory)은 부모의 신체적 훈육이 아

동으로 하여금 더욱 적대적이고 비순응적이며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관계가 다시 강압적 훈육을 유발

하는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Larsson, Viding, Rijsdijk와 Plomin (2008)의 연구에

서도 만 4세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만 7세 자

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만 4세 자녀의 반사회적 행

동이 만 7세 시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방향적 인과관계는 한 시점만을 다루는 횡단 연

구로는 검증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횡단적인 연

구 모형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중 어느 쪽의 영향이 선행하

는 것인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Gryczkowski 

et al., 2010), 연구 대상인 아버지와 아동이 원래 어떠한 특성

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변수의 초기값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Hipwell et al., 2008). 또한 

Verhoeven, Junger, Van Aken, Dekovic와 Van Aken (2010)은 초

기 아동기의 경우 아동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양육방

식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의 강도 역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시점의 잠재적인 변화를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

할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해 대립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여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S.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여아의 문제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

아에게는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공격행동, 불안, 산

만, 주의집중 문제 등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Kerr, Lopez, Olson과 Sameroff (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

지의 체벌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온정적 반응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등

(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남아와 여아 모두

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방식(애정적, 자율적)이 남아와 여아 모두의 내면

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양육방식이 남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Chung과 Kim (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허용·방

임적 태도는 여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감소

시켰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방향적 관계

는 한 시점만을 다루는 횡단 연구로는 검증할 수 없으며, 여러 

시점의 자료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통해 각 변수의 인과적 영

향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

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추가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태도(통제적, 온정적)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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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태도(통제적, 온정적)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 간 상호적 인과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태도(통제적, 온정적)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의 종단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의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

년),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KICCE], 2011-2013a). 한국아동패널

은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2,150가구를 

매년 추적조사하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조사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발달 간의 관

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5-7차년도에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유아와 유아의 아버지 

1,777쌍의 자료이며, 5차년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7.26세(SD = 3.97)이며, 유아의 평

균 월령은 51.03개월(SD = 1.22), 범위는 48-54개월이었으며 

남아 912명(51.3%), 여아 865명(48.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도구

아버지의 양육태도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자료에서는 아버지

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 등(1999)의 문항을 참고하

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통제적 양육태도와 온정적 

양육태도는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통제적인/온정적

인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는 아이

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

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통제적 양육태도),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

현할 수 있게 한다.” (온정적 양육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태도 척도의 각 조사 차수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5차년도 α = .82, 6차년도 α = .81, 7

차년도 α = .79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양육태도는 5차년도 α = 

.86, 6차년도 α = .88, 7차년도  = .86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자료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를 사용하고 있다. 유아행동평가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 (2000)가 개발한 유아행동평가척도를 표

준화 한 K. J. Oh와 Kim (2009)의 검사지 중 행동평가척도 부

분을 발췌하여 조사되었다. 유아행동평가척도는 총 100개의 

문항으로 부모에 의해 측정되며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

체증상, 위축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 수면문제 

및 기타 문제까지 8개의 하위 척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외현화 문제행동을 사용하였다. 외

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5문항, 공격행동 19문항으

로 측정되며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
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

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예시 문항으로

는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

직인다.” (주의집중 문제),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

다.”, “싸움을 많이 한다.” (공격행동)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자료에서 제공

하고 있는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종단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 Regressive Cross-

Lagged [ARCL] modeling)을 적용하였으며, 유아의 성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이 결합된 모

형이다.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은 t-1 시점의 값을 

통해 t 시점의 값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t 시점의 잠재변

수 ηit는 t-1 시점의 잠재변수 ηit-1과 오차의 합의 함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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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될 수 있다(Schlüter, Davidov, & Schmidt. 2007). 자기회귀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ηit = αi + βt,t-1ηit-1 + ζit

위 식에서 αi는 t 시점의 상수항을 의미하며, βt,t-1은 t-1 시점

의 잠재변수가 t 시점의 잠재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

이며 안정성을 의미한다. ζit의 경우 측정오차를 의미한다. i는 

각 개인을, t 는 시점을 나타낸다.

교차지연모형(cross-lagged model)은 t-1 시점의 변수 Xt-1가 t 

시점의 변수 에 영향을 미치며,  t-1 시점의 변수 Yt-1이 t 시점의 

변수 Xt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각 변수들이 상호간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교차지연모형을 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ηi3 = αi3 + β32ηi2 + ζi3

ηi4 = αi4 + β41ηi1 + ζi4

여기서 ηi3와 ηi4는 t 시점의 각각의 잠재변수를 의미하며, 

ηi1와 ηi2는 t-1 시점의 각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αi3과 αi4는 t 시

점의 상수항을, β32와 β41은 각각 t-1 시점의 잠재변수 ηi2이 t 시

점 ηi3에, t-1 시점의 잠재변수 ηi1이 t 시점 ηi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이다. ζi3, ζi4의 경우 각각의 측정오차를 의미한다.

교차지연모형의 경우 동일 시점의 변수 간 관계를 고려하

지 못하고, 변수의 시점 간 안정성(stability, 변수의 값이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Kearney, 201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

형과 교차지연모형을 결합하여 변수의 안정성 계수를 통해 자

기회귀효과(autoregressive effect)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

의 상호 영향인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측정함으

로써 각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Schlüter et al., 

2007). 즉,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변

수들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같은 변수들(within variables)과 다른 변수

들(between variable) 간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J. H. Kim, 

Kim, & Hong,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ηi3 = αi3 + β31ηi1 + β32ηi2 + ζi3

ηi4 = αi4 + β41ηi1 + β42ηi2 + ζi4

여기서 β31와 β42는 t-1 시점의 잠재변수가 t 시점의 잠재변

수에 미치는 영향인 자기회귀효과를 의미하고, β32와 β41은 교

차지연효과를 의미하며 그 외의 항은 교차지연모델과 동일하

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이변량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bivariat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이 일반적이나 둘 이

상의 잠재변수를 가지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

(Chow, Ruhl, & Buhrmester, 2016; Schlüter, Davidov, & Schmidt, 

2007).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삼변량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trivariat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의 형태를 적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은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 가정이 차례대로 성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검증한 자기회귀교차지연의 경로도는 Figure 1에 제시되

어있다. 그림에서 각 경로의 a-b, A-H는 동일성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 부분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Figure 1의 모형을 남아와 여아에 각

각 적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과 적합도 지수

를 함께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에서는 CFI (Comparative 

Fit Indext), TLI (Tucker-Lewis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표

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 뿐 아니

라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다(Hong, 2000). 따라서 모형의 복잡

성이 다른 모형들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RMSEA의 경우 값

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대략적으로 .05보다 작

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이다. CFI

와 TLI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인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Mplus 6.12 

(Muthén & Muthén, 1998-2002), 기타 통계 검증은 SPS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가자가 이탈하는 등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종단자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측

치 발생에 어떠한 패턴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 무작위 결측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결측치 발생이 해당 

변수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다른 변수를 통해서는 예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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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무작위 결측(Missing at Random [MAR]) 상황에서도 일률

적 삭제(listwise deletion), 쌍별삭제(pairwise deletion) 방식에 비

해 편향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Arbuckle, 

1996; S. Y. Kim, 2016). FIML을 이용하여 결측치가 있는 자료 

역시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변수의 첨도가 절대값 4이

상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Mplus의 MLR (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옵션을 활용하였다. 자

료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일반적인 최대우도 추

정을 할 경우 χ2 검정통계량을 과대 추정하여 모형적합도 검

정을 과도하게 기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MLR 옵

션은 보정계수(scaling correction factor)를 통해 모형 적합도 검

정을 위한 χ2값을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S. Y. Kim, 

2016; Yuan & Bentler, 2000).

연구결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세 개 년도에 걸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온정적 양육태

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아버지의 통

제적 양육태도와 온정적 양육태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6차년도 

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성

별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해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동일성검증을 실시했다. 측정동일성은 각 시점에 측정

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

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검증해야 한다. 즉 t-1 시점의 잠재

변수가 t 시점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t 시점의 잠

재변수가 t+1 시점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 검증

하는 것이다. 경로동일성 검증은 같은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

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egged model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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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 자기회귀 동일성검증과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 교차지

연 동일성검증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검

증을 위해 각 잠재변수의 오차 간 공분산을 고정하였다.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한 11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각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어

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이다. 모형 2는 온정적 양

육태도에 대한 요인계수(a1-a2)에, 모형 3은 통제적 양육태도

에 대한 요인계수(b1-b2)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단일한 측정변수로 구성되었기 때문

에 측정동일성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모형 4는 외현화 문제행

동의 자기회귀계수(A)에, 모형 5는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회

귀계수(B)에, 모형 6은 통제적 양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7은 외현화 문제행동

에 대한 온정적 양육태도의 교차지연계수(D)에, 모형 8은 외

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의 교차지연계수(E)에, 

모형 9는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교차지

연계수(F)에, 모형 10은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외현화 문제

행동의 교차지연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마

지막으로 모형 11은 잠재변수들의 오차공분산(H)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

하여 모형들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

되어 있으므로 모형을 비교할 때 χ2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

다. 여기서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Skewness, Kurtosis for Studied Variables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Total Boy Girl Total Boy Girl Total Boy Girl
Father’s affective 
parenting 

1 3.54 (  .59) 3.52 (  .59) 3.56 (  .59) - .15 - .24 - .053 3.38 3.50 3.22
2 3.61 (  .63) 3.61 (  .63) 3.63 (  .63) - .20 - .26 - .141 3.42 3.66 3.16
3 3.51 (  .59) 3.50 (  .57) 3.52 (  .60) - .23 - .27 - .200 3.54 3.79 3.31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1 7.77 (5.83) 8.45 (5.97) 7.07 (5.60)   .76   .64   .889 3.11 2.87 3.47
2 6.33 (5.52) 6.98 (5.83) 5.64 (5.07)  1.06   .92  1.183 3.80 3.38 4.3
3 5.67 (5.32) 6.27 (5.60) 5.04 (4.93)  1.25  1.18  1.284 4.60 4.55 4.36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1 3.25 (  .60) 3.27 (0.59) 3.23 (  .62) - .48 - .15   .052 3.03 3.11 2.96
2 3.42 (  .60) 3.47 (  .59) 3.38 (  .60) - .08 - .09 - .053 3.19 3.40 3.00
3 3.30 (  .56) 3.34 (  .57) 3.27 (  .55) - .07 - .04 - .131 3.22 3.35 3.02

Table 2
Correlations among Studi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

2  .52*** —

3  .48***  .52*** —

4 -.15*** -.12*** -.11*** —

5 -.14*** -.18*** -.14***  .59*** —

6 -.16*** -.14*** -.16***  .55***  .65*** —

7  .17***  .02  .04 -.02  .02 -.01 —

8  .10***  .21***  .06* -.06* -.04 -.05*  .48*** —

9  .06*  .03  .13***  .01  .03  .01  .48***  .50*** —

Note. N = 1,777. 1 = father’s affective parenting (wave1), 2 = father’s affective parenting (wave2), 3 = father’s affective parenting (wave3), 4 =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ave1), 5 =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ave2), 6 =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ave3), 7 =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wave1), 8 =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wave2), 9 =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wave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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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R (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을 이용

해 추정한 다음, Mplus가 제공한 보정계수(scaling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하여 보정된 χ2 (scaled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

다(S. Y. Kim, 2016). 위계적으로 내재된 두 모형에 대해 자유도

(df   ) 및 보정계수(scaling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해 보정된 χ2 

차이 값(scaled ∆χ2)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scaled ∆χ2 =  ,

(S = 단순한 모형의 값, C = 복잡한 모형의 값)

또한 χ2 차이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되는 적합도 지수

인 RMSEA, CFI, TLI를 함께 고려하였다. 더욱 많은 제약을 가

한 모형의 지수가 이전의 모형에 비해 좋아지거나 동일한 수

준이면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J. H. Kim et al., 2009). 

Cheung & Rensvold (2002)에 따라 CFI의 경우 이전모형에 비

해 .01 이내의 수준으로 나빠져도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11개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표는 Table 3과 같다. 최적의 모

형을 찾기 위해 각 모형을 이전의 모형과 순차적으로 비교하

였다. 각 잠재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성제약을 가해 측정동

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2, 모형 3을 차례대로 비교하였

다.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 모형 2와 모형 3의 비교 결과 TLI

와 RMSEA값이 좋아졌으며,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나타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온정적 양육태도의 측정동일성

이 성립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의 해석이 동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회귀계

수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4, 5, 6을 차례대로 비교하였다. 

모형 3과 모형 4, 모형 4와 모형 5, 모형 5와 모형 6을 차례대로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거

나 근소하게 좋아졌으므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온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계수에 대

한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이는 각 잠재변수의 5차년도 값이 6

차년도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6차년도 값이 7차년도에 주

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교차회귀계수의 동

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7, 8, 9, 10을 차례대로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적합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거

나 근소하게 좋아졌다. 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아버지

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온정적 양육태도의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대한 교차회귀계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

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10과 모형 11을 비교한 결

과 적합도가 나빠졌으므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지 않

았다. 따라서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 검

증 결과 모형 10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인 모

형 10의 적합도는 RMSEA = .069, CFI = .937, TLI = .918로 권

장수용기준에 맞는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모형 10에 대

한 표준화된 구조계수의 추정치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 시점의 양육태도는 이후 시

점의 양육태도에, 이전 시점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접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태도, 근접 시점의 유아의 

Table 3 
Results of Fit Statistics for Compet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Model χ2 df RMSEA CFI TLI Scaling correction factor ∆df Scaled ∆χ2

Model 1 728.352 70 .073 .939 .908 1.094
Model 2 734.897 72 .072 .938 .910 1.085 2 0.710
Model 3 741.594 74 .071 .937 .912 1.076 2 6.697
Model 4 748.282 75 .071 .937 .912 1.078 1 3.604
Model 5 750.635 76 .071 .937 .913 1.080 1 3.283
Model 6 750.298 77 .070 .937 .914 1.080 1 -.337
Model 7 750.772 78 .070 .937 .916 1.082 1 1.629
Model 8 756.754 79 .069 .937 .916 1.083 1 6.227
Model 9 757.397 80 .069 .937 .917 1.083 1 0.643
Model 10 761.993 81 .069 .937 .918 1.083 1 4.596
Model 11 843.689 89 .069 .930 .917 1.084 8 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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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로, 유아의 아버지는 비슷한 수준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태

도를 유지하고 유아는 비슷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지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교차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고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교차지연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

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인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방향으로 영

향을 미쳤다. 이는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정

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낮아지고, 이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높을

수록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에서 유아의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

차공분산동일성을 순서대로 검증하였다. 우선 동일한 모형이 

두 성별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앞

서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10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동일

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형태동일성 모형의 RMSEA는 .066, CFI는 .937 및 TLI는 

.926으로 괜찮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며, 이는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형태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과 구조동

일성 검증을 위해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한 11개의 경쟁모형

을 설정하였다. 각 모형은 위에서 설정한 11개의 경쟁모형과 

그 내용과 단계가 같다. 11개 모형의 비교를 위해 앞선 모형비

교와 같이 Scaled χ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 RMSEA, CFI, TLI

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모형 비교에 대한 최종 결과표는 Table 

Figure 2.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Numbers on path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Fathers’  
Affective  

Parenting 1 

Fathers’  
Affective  

Parenting 2 

Fathers’  
Affective  

Parenting 3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1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2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3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1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2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3 

.601*** 

.592*** 

.606*** 

-.046** 

-.033* 

.004 

.001 

.627*** 

.643*** 

.636*** 

-.052** 

-.033* 

.005 

.001 



Huh and Bae   28

4와 같다.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A부터 J의 

모형들을 차례대로 비교한 결과, 각 모형은 이전 모형과의 비

교에서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고 근소하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

여 두 성별 집단에서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J와 모형 K를 비교한 결

과 적합도가 나빠졌으므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지 않

았다.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J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인 모형 J의 적합도는 RMSEA = .066, CFI = .931, 

TLI = .925로 권장수용기준에 맞는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

다. 모형 J에 대한 남아와 여아 집단의 표준화된 구조계수의 

추정치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모형 J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

Table 4 
Results of Fit Statistics for Multi-group Analysis of Compet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Model χ2 df RMSEA CFI TLI Scaling correction factor ∆df Scaled ∆χ2

Model A 813.502 152 .070 .938 .915 1.080
Model B 816.848 154 .070 .938 .916 1.076 2 0.449
Model C 820.765 156 .069 .938 .917 1.072 2 1.129
Model D 825.687 159 .069 .938 .918 1.079 3 7.662
Model E 829.172 162 .068 .938 .920 1.084 3 5.861
Model F 829.792 165 .067 .938 .921 1.086 3 1.953
Model G 833.991 168 .067 .938 .923 1.085 3 3.618
Model H 843.309 171 .067 .937 .923 1.085 3 9.318
Model I 845.155 174 .066 .938 .925 1.084 3 1.127
Model J 852.186 177 .066 .937 .926 1.085 3 7.414
Model K 937.799 194 .066 .931 .925 1.088 17 85.489

Figure 3. The result from multi-group analysis for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The left numbers of / on the paths are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boys, and the 
right numbers of / on the paths are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girl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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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 중 각각의 측정변수의 요인계수, 자기회귀계수, 교차

지연계수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에게 모두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양

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이전 시점의 외

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성별

에 상관없이 유아의 아버지는 비슷한 수준의 통제적 양육태도

를 유지하며, 유아는 비슷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지연효과를 살

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집단에서 모두 이전 시점의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

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

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아와 여아에게 모두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온

정적 양육태도 정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낮아지고, 이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

용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온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다음 연

도의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도

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음 연도의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5차년도부터 7차년

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비슷한 수준의 통제적, 온정적 양

육태도를 유지하며, 유아는 비슷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안

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특정 개입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양육

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6

세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양육방식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Dallaire & Weinraub, 2005)와 일치한다. Dallaire와 

Weinraub (2005)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기

질 등 높은 위험성을 지난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의 특성에 의

해 특정 양육방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개

입을 통해 더욱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도

록 지원하여 민감하지 못한 양육방식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

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안정

성을 보인다는 것 역시 어떠한 개입이 없을 때 외현화 문제행

동을 보이는 유아가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96).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이 발

달과업의 성취를 어렵게 하며(Greenberg et al., 1993), 청소년

기의 비행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선행연구(Fischer et al., 1984; Hofstra et al., 2002; McLeod & 

Kaiser, 2004)를 고려할 때 개입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이 지

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 간 교차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통제

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Chae & Kwak, 2017; S. 

Lee, 2007)와 대립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술통계를 통해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는 일

부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 종단

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

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로 인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이 증가하는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강화

한다는 인과적 관계 역시 뒷받침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와 대

립되는 이러한 결과는 한 시점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횡단 연

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S. Lee, 2007) 종단연구의 형태이

더라도 특정 시점의 변수만을 이용한 선행연구(Chae & Kwak, 

2017; Jang et al., 2011)와 달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전 시점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차이에 기반을 두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본 결과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

니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관련해 해석될 수 있다. 아버지와 어

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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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부 혹은 제재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했으며(Chung & Kim, 2004)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

는 남아의 공격성이나 불안, 산만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현을 

줄였다(Lim, 2016). 즉,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버

지의 양육태도에만 초점을 둔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인과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 간 교차지연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시

점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온정

적 양육태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

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아버지의 낮은 온

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Jang et al., 2011; Kerr et al., 2004; S. Lee,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자녀의 문

제행동이 다시금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행동이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는 통제적이고 엄격하게 변화하는 방식

으로 자녀를 대하기보다는 점차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줄여나

가며 무관심해져가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무관심이 자

녀의 문제행동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부정적인 인과 관계도 동

시에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역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정적 양육태도를 강화시

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

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진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태도를 덜 보이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다. 따라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교육하고,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

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아

버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녀의 외

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남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Kerr 등(2004)의 연구와 S. Lee 

(2007)의 연구와는 대립되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없다는 

Chung과 Kim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 

역시 문제행동이 있는 자녀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따뜻하게 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상호적 영향 모델(Bell, 1968)과 교류 모델(Sameroff, 

1975) 등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론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양방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동일 시점의 자료

를 이용해 인과 관계의 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

형을 통해 두 변인 사이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

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아버지 본인이 응답한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

녀 혹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호적 영향 모델(Bell, 1968)과 교류 모

델(Sameroff, 1975) 등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가족 내 다른 가족 구

성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

머니를 포함하여 좀 더 넓은 가족 맥락에서의 문제행동을 다

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

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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