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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
김아연, 도현심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Objectiv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ethods: Data were drawn from the 2nd (T1) through 4th (T3) wave (2009-2011)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 total of 1,535 mothers of 1- to 3-year-ol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Firs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t T1 and T2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t T2 and T3, respectively, whereas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did not
predict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Second, transactional relationships were confirmed
between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from T1 to T3. Third, transactional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depression from
T1 to T3. Lastly,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t T1 and parenting behavior at T3 were mediated
by mothers’ depression at T2.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parent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identified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as well as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in early years of life.

Keywords : negative emotionality,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transacti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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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더불어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온정적으로 반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단계 가운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

Bornstein 등(1996)은 영아기에 요구되는 양육행동의 중요한

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양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언급하였

육환경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아

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기에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등의 신체적 돌봄과

눈 맞춤과 미소, 신체적 접촉, 이야기하기 등의 애정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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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ornstein, 2002).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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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정서적 · 언어적 상호작용을 뜻하며(Bornstein et al., 1996),

우울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어

온정적 양육행동과 상응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B. Cho, Lee,

머니의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보

Lee, & Kwon, 199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고된다(Doh, Shin, Park, Kim, & Kim, 2014; Lovejoy, Graczyk,

긍정적 발달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 애착 형성에도

O’Hare, & Neuman, 2000). 마지막으로, 양육행동의 관련변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Bornstein & Tamis-

으로서의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은 또한 서

LeMonda, 1989;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6) 이에

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양 변인 간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의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성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 부모 및 환경 특성에 의해 복합적

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으로 결정된다(Belsky, 1984). 이 중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 과정에서 더 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

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으로 나타나 아동 효과(Britton, 2011; Seo & Lee, 2013)가 보고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근거리 요인(proximal factor)에 주목한

되는가 하면, 몇몇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을 선행 요인

연구자들(Bronfenbrenner, 1986; Krishnakumar & Black, 2002)

으로 보고,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기질은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

성이 높다는 부모 효과를 보고하기도 한다(Diego et al., 2004;

표적 특성으로, Buss와 Plomin (1984)은 EAS 모형을 통해 정서

McGrath, Records, & Rice, 2008).

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으로 기질

한편, 최근 들어 Sameroff (2009)의 교류 모델(transactional

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 중 정서성은 생애 초기부터 관

model)이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일방향적 접근은 새로운 국면

찰되는 특성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크고, 쉽게

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Sameroff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합적

흥분하며, 울음과 짜증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강하게 표현되는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상호 영향력을 동시에 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uss & Plomin, 1984), 정확하게는 ‘부

려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

정적 정서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 요

을 미치는지 종단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인으로 볼 수 있다(Goldsmith et al., 1987). 자녀의 특성과 더불

다. 즉, 최소 두 시점 이상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효

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부모의 특성으로는 어머니

과와 아동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역동적인 교류 관계를

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특성이 포함된다. 그 가운데 우

파악할 수 있으며(Bornstein, 2009), 동시에 양자 간의 영향력을

울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약 17-35%가 경험하는

동시에 살펴보기 위한 배경(background)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것으로(Horwitz, Briggs-Gowan, Storfer-Isser, & Carter, 2009), 어

따른 부모 및 자녀 특성의 연속성(continuity)을 고려할 필요가

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온 변인이

있다는 것이다(Sameroff, 2009). 연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Belsky, 1984).

집단의 평균 수준(group mean level)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나

자녀 특성으로서의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모 특성으

타내는 개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위치(individual

로서의 어머니의 우울, 그리고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

order)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나타내는 안정성(stability)과 구

여,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변인 간의 관계를 횡

분된다(Bornstein, 2009).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고

단적 관점에서 일방향적으로 접근해온 경향이 있다. 먼저, 영

정된 개체가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

으며 발달하는 교류적 관계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일방향적

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경로만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아동 효과(Park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

& Ahn, 2017; Putnam, Sanson, & Rothbart, 2002)에 초점을 두

울 및 양육행동 가운데 두 가지 변인 간의 교류적 관계에 관한

었다. 이와 반대로 몇몇의 연구들은 부모 효과에 초점을 두어

국내외 종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영유아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의 경우, 영유

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Bates, Schermerhorn, & Petersen,

아의 부정적 정서성(S. J. Kim & Chung, 2015; Micalizzi, Wang,

2012; Song, 2017).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

& Saudino, 2017)과 어머니의 양육행동(Cha, 2017; Yan & Dix,

행동 간의 관계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우울이 온정

2014)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영향

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어머니의

을 주고받는 교류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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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Kim과 Chung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0-3세 영

의 우울 간의 교류적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Wiggins, Mitchell,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성 및 반응성이 시간의

Stringaris, & Leibenluft, 2014).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 연구들을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방향적 영향을 주고받는 교류적 관

토대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계임을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들에서도 영유아의 까다로운 기

간의 교류적 관계를 가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

질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Micalizzi et al., 2017)

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간섭적 양육행동 간

한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

의 관계(Perry, Dollar, Calkins, & Bell, 2017)는 시간의 흐름에 따

동은 두 가지 변인 간의 관계에 더하여,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영유아기 외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

에도, 학령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속하는 분노·좌절과 부

적 매개역할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종단적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Lee, Zhou, Eisenberg, &

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횡단적 연구모델

Wang, 2013)에서도 양자 간의 교류적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을 이용해서 영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와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국내 연구(Lim, 2014)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 또한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가 드물게나마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흐름에 따라 연속성을 나타냈으며(Mathis, 2016; Yan & Dix,

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성 및 반응성 등의 긍

2014), 양자 간의 상호 영향력이 보고되었다. Yan과 Dix에 의

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변인들과 유사

하면, 생후 24개월 때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36개월 때 어머니

하거나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영아

의 반응적 양육행동이 높았으며, 24개월 때 어머니의 반응적

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36개월 때 어머니의 우울은 낮았다. 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Seo & Lee, 2013), 영아의 까다로

아기에서 학령 초기에 걸쳐 어머니의 우울과 부정적 양육행동

운 기질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

간의 교류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Mathis, 2016)에서도 변인들

향을 미쳤다(Cutrona & Troutman, 1986). 이와 같은 횡단적 선

간의 상호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을

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포함한 불쾌감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 간의 관계(Walters, 2015)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에서도 양 변인 간의 교류적 관계가 발견되어, 영아가 1세 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

어머니의 기분이 우울하고 불쾌할수록 3세 때 양육에 대한 어

적 매개효과의 검증은 횡단 연구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변인들

려움이 증가하였고, 1세 때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간의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3세 때 어머니의 우울을 포함한 불쾌감이 증가하였다. 이와 유

점에서 더욱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사하게,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트레스 간의 관계는 출산 후 3-14개월까지 상호 영향을 주고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또

받았다(Thomason et al., 2014).

한 탐색하였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교류적 관

이 외에도, 양육 관련 연구에서 특정 표본의 특성은 연구

계 또한 최근 몇몇 연구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아동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Paulussen-Hoogeboom,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Stams, Hermanns, & Peetsma, 2007) 통제를 고려 할 필요가

그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 0-2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 Jang & Lee, 2014; S. J.

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는 매

Kim & Chung, 2015; J.-H. Yang, 2016)은 그 영향력을 간과하

시점마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만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하나인 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Jang & Lee, 2014), 3-5세 유아의 부정

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와 영유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J.-H. Yang, 2016). 국외의 경우, 영유

(Bronfenbrenner, 1986).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

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교류적 관계를 살

의 심리 상태 및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

펴본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부정적 정서성의 일부 특

인으로(Conger & Elder, 1994),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

성으로 볼 수 있는 3-9세 아동의 성마름(irritability)과 어머니

록 어머니의 우울은 증가하였고( J.-I. Kim, 2011; Lovejo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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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였다(S.-H. Kim, 2014). 이와

1-3세의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1차년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

도 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자녀를 출산한 직후는 가정 내 환

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경적·관계적 변화가 크며(Oh, 2011), 특히 출산 후 6개월까

종합해 보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지는 어머니가 산후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 시기로

양육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교류적

(O’Hara & McCabe, 2013),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산후 특수

관계를 형성하리라 가정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요인(postpartum-specific factors)에 의한 우울감이 교란요인

수행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종단적 연구

(confounding factor)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교류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요구

본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T1 기준으로 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ameroff (2009)의 교류 모델을 이론적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783명

틀로 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51.0%), 여아가 752명(49.0%)이었으며, 월령은 14-15개월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

989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12-13개월이 437명(28.4%),

류적 관계를 살펴보고,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

16-18개월이 109명(7.1%)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

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탐

가 791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349명(22.7%),

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5-29세가 326명(21.2%)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35-39
세가 610명(39.7%), 30-34세가 592명(38.6%), 25-29세가 136

연구문제 1

명(8.9%) 순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1-300만원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은 시

인 경우가 876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301-500만원이 460

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교류적 관계를 나타내는가?

명(30.0%), 501-700만원이 90명(5.8%) 순이었다.

연구문제 2

연구도구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종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가운데 연구변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통제변인에 해당하는 가정의 사회경제

연구방법

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 모든 변인은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
다. 각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가자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 가운데 2차년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척도는 Buss와 Plomin (1984)의 EAS

도(T1, 2009년, 만 1세), 3차년도(T2, 2010년, 만 2세), 그리

기질 척도로, 본 연구는 정서성(5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

고 4차년도(T3, 2011년, 만 3세),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10문항) 등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성에 해당하는 5문

자료를 사용하였다(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는 종종

[KICCE], 2010-2012).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세 가지 시점의 조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사 모두에 참가한 1,535명의 어머니이다. 생후 초기에 속하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는 영유아기는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

[1]～매우 그렇다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

기로(Bornstein, 2002), 이 시기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성의 측

은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 등과 밀

정변인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Bornstein & Tamis-LeMonda,

실시한 결과, TLI = .90, CFI = .92, RMSEA = .05로 나타나 양

1989; Grossmann et al., 2006), 본 연구는 자녀의 발달단계가

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

영아기, 걸음마기 및 유아기 일부, 즉 영유아기에 속하는 만

(Cronbach’s α)는 .76 (T1), .72 (T2), .72 (T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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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울

이 “100만원 이하(1)”부터 “1000만원 이상(10)”까지 10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우울 척도는 Kessler 등(2002)의 Kessler 우울 척도
(K6)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지난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
니까?”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안 느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낌 [1]～항상 느낌 [5])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패널을 시작으로 매년 아동과 부모, 가정, 육아지원기관과 지

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측정변인들의 단일차원성을 검

역사회,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정한 후,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위해 SMC (squared multiple

있는 대규모 종단 자료이다(E. S. Kim et al.., 2012). 2차년도

correlation) 값이 낮은 측정변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거

(2009년)에는 1,904가구가, 3차년도(2010년)에는 1,802가구

쳤다. 그 결과, TLI = .95, CFI = .97, RMSEA = .07로 적절한 적

가, 4차년도(2011년)에는 1,754가구가 패널 조사에 참여하였

합도가 생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문항(1, 2, 3, 5번 문항)을

다. 이 가운데 세 조사 시점에 모두 참가하여 어머니용 질문지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에 직접 응답한 어머니는 1,589명이었으며, 영유아가 장애 판

는 .89 (T1), .89 (T2), .89 (T3)이다.

정을 받은 경우(2명), 어머니가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판
정 받은 경우(10명), 가정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답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경우(11명)와 세 가지 시점에서 상당수의 문항이 공통적으로
무응답인 경우(31명)를 제외하여, 총 1,535명의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Bornstein 등(1996)의 양육스타

얻은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2-4차년

일 척도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본래 사회적 상

도의 표본 유지율은 81.6-88.6%로 비교적 높은 유지율을 나타

호작용(social interaction) 양육(9문항), 가르치는/물질적 자극

내었다(E. S. Kim et al., 2012).

(didactic/material) 양육(5문항), 한계설정(limit setting) 양육(3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문항) 등 총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나, 한국아동패널에

AMO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는 신생아 및 영아기 발단단계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기 위

분석하였다. 예비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

해 사회적 상호작용 양육 요인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연구도구의 측정변인

는 사회적 상호작용 양육 요인의 측정동일성 확보를 위해 2-4

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차년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시하였으며, 최종 문항들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예로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정규성 과정을 충족하는

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

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롯한 왜도 및 첨도를

응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

살펴보았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과 관련하여, 영유아

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 즉,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단일차원성

관계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을 검증한 결과, TLI = .91, CFI = .94, RMSEA = .06로 나타나

각 시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측정동일성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

검증, 각 잠재변인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에 대

(Cronbach’s α)는 .83 (T1), .85 (T2), .83 (T3)이다.

한 경로동일성 검증, 각 시점의 오차 간 공분산을 고정함으로
써 각 잠재변인이 나타내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지에

통제변인

대한 오차공분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외, 통제변인과 외
생변인 간에는 서로 상관이 되도록 연결하였다(Bae, 2014). 영

본 연구의 통제변인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월 평균 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

구소득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의 응답 항목은

류적 관계에서 발견된 종단적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통해 유

“100만원 이하(1)”, “101-200만원(2)”, “201-300만원(3)”과 같

의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동일한 집단을 반

Kim and Doh 50

복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결측 및 소실이 발생할 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a1, a2, a3, a4), 잠재변인인 어머니

있는 패널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값인 미

의 우울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b1, b2, b3), 잠재변인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c1, c2,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c3, c4, c5)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델 5,
모델 6, 모델 7은 각 잠재변인의 자기회귀계수(A, B, C)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고, 모델 8부터 모델 13까지는 잠재

연구결과
예비 분석

변인 간의 교차회귀계수(D, E, F, G, H, I)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이며, 모델 14, 모델 15, 모델 16은 각 잠재변인 간의 오
차공분산 사이( J, K, 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어서 16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채택하기 위하여 모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변인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

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각 모형들은 서로 내
재된 관계이므로 두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에서 χ2 값의 차

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χ2 차이검증을 통해 그 차이

점 별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나타

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J. H.
Kim et al, 2009).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χ2 값의 차이가

나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기가 쉬우므로, TLI, CFI 및 RMSEA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 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세 가지 시점

하였을 때, TLI 값이 .02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Vandenberg

별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등

& Lance, 2000), CFI 값이 .01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RMSEA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T1: rs = -.21～.24, p < .001, T2: rs= -.18

값이 0.15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Chen, 2007)에 두 모형의

～.27, p < .001, T3: rs = -.25～.24, p < .001)와 연구변인들의 각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시점 간 상관관계(rs = -.33～.59, p < .001)는 모두 유의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연구변인들과 통제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T1-T3에

먼저, 모형 1은 본 연구의 기저 모형에 해당한다. 측정동일

서의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정의 사회경제

성이 성립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 2, 3, 4를 살펴보면, 모
형 3과 모형 2 (△χ2 = 8.075, △df = 6, p > .05), 모형 4와 모형 3

적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s = -.13～.08, p < .05, p < .01
혹은 p < .001).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

(△χ2 = 14.528, △df = 10, p > .05)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

서성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경제

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을 성립하였다. 이는 세 시점에

적 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서 측정하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
육행동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

음으로,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과 관련하여 모형 5와 모
형 4 (△χ2 = 2.935, △df = 1, p > .05), 모형 6과 모형 5 (△χ2 =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

0.497, △df = 1, p > .05), 모형 7과 모형 6 (△χ2 = 0.002, △df =
1, p > .05)의 χ2 값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류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

TLI, CFI 및 RMSEA 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회

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요인

귀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하다는 경로동일성을 충족하는 것

부하량을 제약하는 측정동일성과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제약

으로 확인되어 이전 시점(t - 1)이 이후 시점(t )에 미치는 영향력

하는 경로동일성, 내생잠재변인 간 공분산을 제약하는 오차공

의 정도는 시점 t 가 다음 시점(t + 1)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분산동일성에 대한 순차적 검증이 필요하다( J. H. Kim, Kim,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의
경우, 모형 8과 모형 7의 χ2 값의 차이는 6.779 (△df = 1, p < .01)

& Hong, 2009). 검증을 위한 16개의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1은 비제약 모형이며, 모델 2,
모델3, 모델 4는 각각 잠재변인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TLI, CFI 및 RMSEA 값의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 9와 모형 8 (△χ2 = 2.202, △df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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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CNE =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DP = mothers’ depression; PB = parenting
behavior.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CNE =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DP = mothers’ depression;
PB = parenting behavior

p > .05), 모형 10과 모형 9 (△χ2 = 2.333, △df = 1, p > .05), 모
형 11과 모형 10 (△χ2 = 0.212, △df = 1, p > .05)의 χ2 값의 차

형 15와 모형 14 (△χ2 = 34.096 △df = 2, p < .001), 모형 16과
모형15 (△χ2 = 12.099 △df = 2, p < .01)의 χ2 값의 차이는 통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TLI, CFI 및 RMSEA 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12와 모형 11의 χ2 값의 차이는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TLI, CFI 및 RMSEA 값의 차이가 없거

12.815 (△df = 1,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TLI,

른 오차공분산의 동일성이 성립함으로써 각 변인들 간의 관

CFI 및 RMSEA 값이 .001 이내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모형 13과 모형 12의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련성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지 않았고(△χ = 0.040, △df = 1, p > .05), TLI, CFI 및 RMSEA
2

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과 관련
하여, 모형 14와 모형13 (△χ2 = 15.663, △df = 2, p < .001), 모

나 .001 이내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간에 따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및 오차공분산동일성이 모두 충족된
모형 16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구조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와 같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
의 교류적 관계를 서술하기에 앞서, 각 연구변인의 연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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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Skewness, and Kurtosis for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T1

M
2.70

SD
.63

Skewness
.36

Kurtosis
.46

T2

2.85

.61

.28

.21

T3
T1

2.88
1.88

.61
.71

.25
.65

.05
.40

T2

1.93

.72

.64

.44

T3
T1

1.95
3.89

.77
.49

.72
-.15

.43
.34

T2

3.84

.52

-.32

1.21

T3

3.83

.50

-.15

.39

Note. N = 1,535.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T1)
2.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T2)
3.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T3)
4. Mothers’ depression (T1)
5. Mothers’ depression (T2)
6. Mothers’ depression (T3)
7. Parenting behavior (T1)
8. Parenting behavior (T2)
9. Parenting behavior (T3)
10. Socioeconomic Status (T1)
Note. N = 1,535.
*p < .05. **p < .01. ***p < .001.

1
—
.48***
.41***
.24***
.22***
.19***
-.21***
-.15***
-.20***
-.04

2

3

4

5

6

7

—
.53***
.19***
.27***
.14***
-.14***
-.18***
-.15***
-.01

—
.23***
.23***
.24***
-.16***
-.22***
-.25***
-.00

—
.51***
.45***
-.32***
-.27***
-.26***
-.13***

—
.50***
-.23***
-.30***
-.24***
-.09**

—
-.20***
-.23***
-.33***
-.06*

—
.54***
.51***
.06*

8

—
.59***
.07**

9

10

—
.08**

—

관련한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T1에서 T2 (β = .568, p < .001), T2에

영향은 T1에서 T2 (β = -.065, p < .001), T2에서 T3 (β = -.073, p

서 T3 (β = .580, p < .001)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어머니

< .001)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T1과 T2에서 각각 어머니의

의 우울의 경우, T1에서 T2 (β = .502, p < .001), T2에서 T3 (β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T2와 T3에서 각각 영유아의 부정

= .497, p < .001)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양육행동 또한

적 정서성이 낮았다.

T1에서 T2 (β = .550, p < .001), T2에서 T3 (β = .624, p < .001)

둘째,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교류적 관계와

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연속적

T1에서 T2 (β = -.060, p < .001), T2에서 T3 (β = -.065, p < .001)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T1와 T2에서 각각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

수록 T2와 T3에서 각각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온정적이었다.

의 교류적 관계와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T1에서 T2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교류적 관계의 경우,

(β = -.066, p < .001), T2에서 T3 (β = -.068, p < .001)의 경로 모두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여, T1과 T2에서 각각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

은 T1에서 T2, T2에서 T3의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록 T2와 T3에서 각각 어머니의 우울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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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it Statistics for Compet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Model

χ2

df

TLI

CFI

RMSEA

1

2862.872***

931

.929

.939

.037

2

2871.384***

939

.930

.939

.037

3

2879.459***

945

.930

.939

4

2893.987***

955

.931

.939

5

2896.922***

956

.931

6

2897.414***

957

7

2897.416***

958

8

2904.195***

△χ2 (△df )
8.512

(8)

.037

8.075

(6)

.036

14.528

(10)

.939

.036

2.935

(1)

.931

.939

.036

0.497

(1)

.931

.939

.036

0.002

(1)

959

.931

.939

.036

6.779** (1)

9

2906.397***

960

.931

.939

.036

2.202

(1)

10

2908.730***

961

.931

.939

.036

2.333

(1)

11

2908.942***

962

.931

.939

.036

0.212

(1)

12

2921.757***

963

.931

.938

.036

13

2921.797***

964

.931

.938

.036

14

2937.460***

966

.930

.938

.036

15.663*** (2)

15

2971.556***

968

.929

.937

.037

34.096*** (2)

16

2983.655***

970

.929

.937

.037

12.099** (2)

12.815*** (1)
0.040

(1)

**p < .01. ***p < .001.

Figure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standardized coefficients). All measurem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variables, the error terms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
covariance coefficients between errors and residuals are omitted.
*p < .05. **p < .01. ***p < .001.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간

= .046, p < .05)의 경로 모두 유의하여, T1과 T2에서 각각 영유

교류적 관계의 경우,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우

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T2와 T3에서 각각 어머니의

울에 미치는 영향은 T1에서 T2 (β = .049, p < .05), T2에서 T3 (β

우울이 높았다.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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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역시 T1에서 T2 (β = .052, p < .01), T2에서 T3 (β

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행동의 자기회귀계수 추정치가 더욱 큰

= .056, p < .01)의 경로 모두 유의하여, T1과 T2에서 각각 어머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T2와 T3에서 각각 영유아의 부정적 정

더욱 강한 연속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기질과

서성이 높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궁극적으로 아동
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와 이를 적용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
효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변인들 간의 교류적 관계와 관련하여, 첫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다음 시점의 영유아의 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T1)과 어머니의 양육행동(T3) 간의

정적 정서성이 감소함으로써 부모 효과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T2)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Sobel test

결과는 14-36개월 영유아의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지지적 양

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1의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 시점마다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태도

은 T2의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T3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만이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결과(Albrecht,

유의한 종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β = .003, z = -2.034, p

2016)와 유사하다. 또한,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간섭적 양육행

< .05). 즉, T1에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T2에

동이 다음 시점의 영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서 어머니의 우울이 높았으며, T2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

으로 나타나 부모 효과만을 확인한 연구결과(Taylor, Eisenberg,

수록 T3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덜 온정적이었다.

Spinrad, & Widaman, 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민감하
게 조율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 정서로 회복될 수

논의 및 결론

있도록 반응하여(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 변인 간의 상관이 시점 내(rs = -.18

(PSKC)의 2-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1-3세 영유아의 부

～-.25, p < .001)와 시점 간(rs = -.15～-.20, p < .001) 모두 유의

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를 검증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

것은 양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을 보고한 종단 연구결과들(S.

울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

J. Kim & Chung, 2015; Micalizzi et al., 2017; Perry et al., 2017)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과는 차이가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해석

연구변인들 간의 교류적 관계에 앞서, 이전 시점에서의 영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은 다음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의 역할을 강조한 Abidin (1992)의 양

시점의 동일한 변인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성을

Abidin은 매개변인의 하나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S. Kim &

하여, 영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Hong, 2015; Micalizzi et al., 2017)과 어머니의 우울(M. K. Cho

를 높이고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

& Kim, 2015; Elgar, Curtis, McGrath, Waschbusch, & Stewart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2003) 및 양육행동(Cha, 2017; Yan & Dix, 2014)이 비교적 연속

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어머니의 양육

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특히,

스트레스, 성격, 심리적 상태 등과 같은 제 3의 변인에 의해 간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어머니의 우

접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과는 뒤에서

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며 이전 시점의 영

서술할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설

향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부정

명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

적으로 간주되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측

와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시

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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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특성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셋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은 세 시점

과 부모의 특성인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어머

에 걸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교류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의 영향력이 영유아의 부

이전 시점의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

정적 정서성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의 어머니의 우울이 높았으며,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우울이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았다. 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함께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고려하였

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시

을 때,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간의 흐름에 따라 양방향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H.

횡단적 연구결과들(Clark, Kochanska, & Ready, 2000; Koenig,

Yang, 2016)와 일치한다. 또한, 3-9세 아동의 성마름과 어머니

Barry, & Kochanska, 2010)과도 유사하다.

의 우울 간의 교류적 관계를 발견한 연구결과(Wiggins et al.,

둘째,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은 세 시점에 걸쳐 상호 영

2014)와도 일맥상통한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유아는 스

향을 주고받는 교류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전 시점의

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쉽게 울고, 잘 달래지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지 않는 과민한 특성을 보이므로(Rothbart & Bates, 1998) 어머

덜 온정적이었으며,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

니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쉬우며(Gross, Conrad, Fogg,

적일수록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우울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

& Wothke,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하

는 생후 24-36개월 간 어머니의 우울과 반응적 양육행동이 상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의 부

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종단 연구결과(Yan & Dix, 2014)

정적 정서를 달래주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Lovejoy et

를 지지한다. 또한 발달단계는 다르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1

al., 2000), 어머니의 우울하고 냉담한 반응은 생리학적 기제를

학년까지 어머니의 우울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상호 영향을 미

통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친다는 연구결과(Mathis, 2016)와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우

측면에서(Diego et al., 2004; Rosenblum, McDonough, Muzik,

울한 어머니는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의

Miller & Samefoff, 2002) 어머니의 우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American Psychiatric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Association [APA], 2013)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에 대

(Bianchi, 2000), 영유아의 욕구나 신호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한 조기의 관심 및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적절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다(Turney, 2011). 동시에 영유아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발달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부

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

담감 및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점(M. Yang & Kim, 2012)

과를 발견하였다. 만 1세 때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만 2세

에서 영유아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양육

때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만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

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감을 덜 경험할 가능

향을 미쳤다. 아직까지 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발견되지 않

성도 보인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

일방향적 영향만을 보고한 횡단적 선행 연구결과들(Esposito,

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매개

Manian, Truzzi, & Bornstein 2017; Lim, 2014; Turney, 2011)

효과를 발견한 횡단적 연구결과(Lim, 2014)와 유사한 맥락이

에 더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발

다. 또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성격 특성을 통

견하였다. 그동안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적 영

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결과들(Bornstein,

향과 관련하여 우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온 점

Hahn, & Haynes, 2011; Park & Ahn, 2017)과도 부분적으로 일

(Ciciolla, Gerstein, & Crnic 2014; Mathis, 2016)에 기초할 때, 본

치한다. 앞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

연구에서 두 가지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

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Abidin (1992)의 모델을 이용하

향력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여 서술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

심리적 상태와 양육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양자

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어머니의 우울을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가 양육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의 중

행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이 심리적 상태에 미

요성을 확인하였다.

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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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간의 교류적 관계와 관련하여, 각 변인들은 시간의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와 어머니의 보호 및 위험

경과에 따라 연속성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유아

요인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 부정적 정서성에 일방향적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

행동, 영유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은 각각 교
류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의 부모-자녀관계를

리적 건강 및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예방 및 조기 중재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문적 · 사회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자녀 변인 간의 양방

관심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가족과 관련된 정책

향적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과 부모교육 및 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하는 부모-자녀 간 교류적 과정을 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
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매개하였다. 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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