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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과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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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ousehold chaos, maternal
negative parenting behavior, child execution function, and child aggression; further, it demonstr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parenting and child execution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 aggression.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206 children, aged between 3 and 5, and their mothers. This
study observed Cronbach’ α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one-way
random analysis, an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via SPSS 20.0 program.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whil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MOS 22.0.
Results: First, child aggress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ousehold chaos, mother’s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parenting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 inhibition, transition, working
memory, and satisfaction delay tasks. Second, maternal negative parenting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were shown to mediate sequenti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 aggression.
It was also found that maternal negative parenting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 aggression.
Conclusion: The data suggest the importance of mediating the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parenting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 aggression. These
findings could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child executive fun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program to help those children who show aggressive behaviors in
their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evidence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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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려 하는 행동이다(Jo & Chung, 2020).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욕구가 좌절되거나 갈등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해를 입히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빈번히 드러낸다(Marrion, 199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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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아기는 영아기와 달리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적인 행동은 유아가 일상 규칙을 습득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내

고함을 지르는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C. Y. Choi,

면화하도록 하여 공격성 수준을 낮춘다(Sytsma et al., 2001). 반

2019). 이 시기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는 사회적

면 과도한 자극이 존재하고 무질서한 가정환경은 유아의 공격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척되며 유아교육

성을 유발할 수 있다. 가정환경 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아

기관 적응에도 어려움을 갖는다(Kim, H. J, & Kim, Y. H. 2011;

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어 오히려 사회적 단

Jeong & Lee, 2014). 더구나 공격성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

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쉽게 유발되

성이 있어서 유아기의 높은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 비행과

어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Dumas et al., 2005).

품행장애 등의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roidy et al.,

가정환경 혼돈은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2003). 그러므로 공격성에 대한 조기 개입 방안으로서, 유아기

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

친다(Mills-Koonce, 2016). 가정환경이 무질서하고 예측이 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할수록 어머니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면서 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참

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유아기 공격성에

여할 기회가 감소 된다. 가정환경의 혼돈 수준이 높은 가정의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개인적 요인으로 기질(Moon

어머니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

& Hong, 2013), 자기조절(Youn, Kang, & Lee, 2005), 실행기능

응하지 않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낮아 자녀

(Y. S. Kong, 2012)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혼

를 온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돈(Coldwell, Pike, & Dunn,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Kim &

(Dumas et al., 2005; Vernon-Feagans et al, 2012; Vernon-Feagans

Shin, 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Oh & Yeon, 2018) 등이 있다.

et al, 2016).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을 간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정환경은

섭하거나 지시하는 개입적 양육행동,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유아가 출생 후 접하는 일차적 환경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

처벌을 하거나 화를 내는 강압적 양육행동과 자녀를 돌보지

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을 촉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방임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J. Na,

진하는 물리적, 심리적 자극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자극이 얼

2012).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을

마나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제공되는가에 따라 유아의 발달 양

증가시킨다(Choi & Moon, 2016).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애정

상은 달라진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Hardaway, Wilson, Shaw, &

과 관심을 받지 못한 유아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좌절

Dishion, 2012; Volckaert, & Noel, 2018)은 가정환경 혼돈이 유

감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가정환경 혼돈

(Kim & Doh, 2001).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자유롭게

(household chaos)은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과도한 자극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유아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유발되는 상태로 시간적, 공간적 무질서함으로 인해 예측이 불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였다(Choi & Moon, 2016). 따라서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Coldwell, Pike, & Dunn, 2006; Kang

가정환경 혼돈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유아

& Park, 2020; Vernon-Feagans, Willoughby, Garrett-Peters, & The

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6). 즉 필요 이상의 과잉

한편 유아의 공격성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

자극이 존재하는 상태로 높은 수준의 청각적 소음, 구조화되지

정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연구자

않은 상태, 지나치게 빠른 생활 속도, 정돈되지 않은 공간 등을

들(Kim & Shin, 2020; O’Toole, Monks, & Tsermentseli, 2017)

특징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 영역 중 공격

은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주

성이 가정환경 혼돈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내재

목하고 있다. 실행기능이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

화 문제행동 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

으로 관리·통제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 문제 해

로 확인되었다(Dumas et al., 2005). 또한 가정환경 혼돈은 루틴

결 전략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이다

(routine)의 결핍과도 관련 있다. 루틴이란 일과의 순서가 정해

(Welsh, Pennington, & Grosser, 1991).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

진 상태로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Sytsma

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et al., 2001). 일상생활 속 루틴은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

function)으로 분류된다(Zelazo & Muller, 2002). 인지적 실행기

공함으로써 충동성 수준을 낮추고(Pruitt, 1998), 반복되는 규칙

능은 비맥락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반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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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행기능은 정서 및 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발현되는 능력

높인다.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행

이다(Zelazo & Muller, 2002). 이러한 실행기능은 전두엽 발달

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압적이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과 관련이 있으며 생후 1년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

경향이 있다(Dumas et al., 2005; Vernon-Feagans et al., 2016). 따

달하는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해당하는 유아기는 전두엽

라서 가정환경 혼돈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실행기능이 급속하게 발달한다(Garon,

는 동시에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유아의 실행

Bryson, & Smith, 2008). 실행기능이 낮은 유아는 자신의 행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을 억제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을 공격

종합해보면 가정환경 혼돈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Y. S. Kong, 2012),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 해결을

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자극과 무질서 수준이 높고, 자녀로 하여

위한 계획능력이 저하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금 일상 활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가정환경 혼돈은 유아의

(Ellis, Weiss, & Lochman, 2009). 이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

공격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혼

제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계획하는 인지능력인, 실행기능 수

돈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유아

준이 낮은 유아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

의 실행기능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

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의 공격성을 보이기 쉬움을 의미한다.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들은 가정환경 혼돈, 어머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기능 또한 가정환경의

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유아가 혼란스런 가정환경에 노출될 경

는 개별적인 영향을 확인하거나, 이들 변인 중 일부 변인들 간의

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는 전전두엽 피질의 구

매개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조적, 기능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실행기능 발달을 어렵게 한

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어머니

다(Volckaert & Noel, 2018). 또한 무질서하고 과도한 자극이 있

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통합

는 가정환경에 노출된 유아는 환경을 통제하는데 실패를 자주

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가정환경 혼돈으로 인한 유아의 공격성을

경험함으로써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되고,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실행기능의 발
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Evans & Stecker, 2004). 환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과부화 이론(environmental load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자극
을 처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연구문제 1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많아질수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가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기 어렵다(Millgram, 1970). 특히 어린 유아는 관련 없는 자극을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Evans & Wachs, 2010), 과도한 자극
을 걸러내기 위한 전략을 생성하고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

연구문제 2

움이 있어(Wachs & Evans, 2010), 가정환경 혼돈으로 인한 부정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

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하는가?

또한 가정환경 혼돈과 더불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은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저해한다.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

Maternal
negative parenting

와 개입은 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실
행기능 발달을 지연시킨다(Graziano, 2009). 또한 어머니가 무
관심하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유아는 실행기

Aggression

Household chaos

능 과제에서 주의가 산만하여 낮은 수행능력을 보였다(Bernie,
Carlson, & Whippler, 2010). 따라서 개입적이고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부정적인

Executive function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
환경 혼돈은 어머니로 하여금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을

Figure 1. Hypothesized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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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보인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거의 그대로 진행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하는 규칙적인

연구대상

일과가 있다.” 등이 있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0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 4, 5세 남녀
유아 총 206명(남아 120명, 여아 86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60명(29.1%), 만 4세 63명(30.6%), 만 5세 83명(40.3%)이었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 H. Lee (2012)

성별은 남아 120명(58.3%), 여아 86명(41.7%)이었다. 어머니

가 개발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J. H. Na

의 연령은 36-40세가 100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2012)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00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어

였다. 본 척도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개입적 양육

머니의 직업은 무직, 학생, 가정주부가 83명(40.3%)으로 가장

행동(9문항), 강압적 양육행동(7문항), 방임적 양육행동(10문

많았고, 그 뒤로 일반회사, 공공기관, 공무원이 41명(19.9%)등

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유아의 어머니가 측정하였으며

이 있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501만원 이상이 92명(44.7%)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개입적

으로 가장 많았다.

이고 강압적이며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개입적 양육행동의 문항을 살펴보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

연구도구

적을 많이 한다.”, “아이의 실수에 대해 비난을 한다.” 등이 있
으며, 강압적 양육행동의 문항에는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유아의 공격성

벌로써 아이를 지도한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고함
을 지른다.“ 등이 있다. 방임적 양육행동의 문항내용은 ”아이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

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아이

가 개발한 유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등이 있다.

[CBCL]) 1.5-5를 Y. A. Kim 등 (2009)이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8, 개입 .86, 강압 .84, 방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1.5-5

임 .81로 나타났다.

척도 중 공격성에 해당하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

유아의 실행기능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을
살펴보면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싸움을 많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실행기능 영역인

이 한다.”, “화가 나 보인다.” 등이 있다. 본 도구의 Cronbach’s

인지적 억제, 인지적 전환, 그리고 작업기억과 정의적 실행기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능 영역인 만족지연 과제를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혼돈

억제

유아의 인지적 억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erstadt,

Hong과 Diamond (1994)가 개발한 낮-밤 과제(Day-Night)를 사
가정환경 혼돈을 측정하기 위해 Matheny, Wachs, Ludwig 그

용하였다. 이 과업은 유아가 우세한 인지적 반응을 얼마나 억

리고 Phillips (1995)가 개발한 가정환경 혼돈 척도(Confusion,

제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이다. 유아는 해 그림카드를 보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를 D. Y. Kang과 J. H. Park

면 밤이라고 해야 하고, 달 그림카드를 보면 낮이라고 말해야

(202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한다. 과제는 4번의 연습시행과 16번의 본 시행으로 이루어진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질서를 나타내는 7개의 문항은 역채점

다. 유아가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16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제

하였다. 각 문항은 유아의 어머니가 측정하였으며 4점 척도로

시한다. 16번의 시행에서 유아가 지시대로 맞게 대답한 횟수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높음

를 기록 하여 채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0-16점이다. 점수가 높

을 의미한다.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억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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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유아의 인지적 전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Frye, Zelazo

만족지연

유아의 만족지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rencipe

와 Palfai (1995)의 카드분류과제(Dimensionnal Change Card

과 Zelazo (2005)가 고안한 만족지연과제 사용하였다. 이 과제

Sort Task [DCCS])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총 세 가지 규칙으로

는 유아가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 지금 당장의 만족을 미루

진행되었다. 첫 번째 규칙은 색 범주로 카드를 분류하게 하고,

는 능력을 측정한다. 만족지연과제에는 싸인펜, 비타민, 젤리

두 번째 규칙은 모양 범주로, 세 번째 규칙은 앞의 두 가지 방

세 가지 보상물이 사용되는데, 연구자는 유아에게 이 세 가지

법에 테두리 범주를 추가하여 테두리가 있으면 색으로 분류

보상물을 지금 가질 것인지, 나중(점심시간 이후 또는 집에 갈

하고, 테두리가 없으면 모양 범주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게 하

때)에 더 많은 보상물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 유아가

였다. 과제를 시행하기 전에 반복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지금을 선택하는 경우 보상물은 즉시 제공되지만, 나중을 선

후 유아가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한 이후 검사를 실시하였

택하는 경우 보상물은 탁자 가장자리에 놓여진 봉투에 담아

다. 색과 모양 규칙은 각 6회 연속으로 시행하고 테두리 규칙

점심시간 이후 또는 귀가 시 담임교사를 통해 전달한다. 지금

은 12회 연속으로 시행하였다. 유아가 규칙에 맞게 분류하면

을 선택한 경우 유아가 원할 시 젤리, 비타민을 바로 먹거나 싸

1점, 실패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색과 모양 규칙에 따른 점수

인펜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과제를 제시할 때는 각 보

범위는 각 0점에서 6점으로, 합산하면 0점에서 12점의 범위를

상물의 사진을 찍어 카드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과제 제

갖는다. 테두리 규칙에 따른 점수는 0점에서 12점의 범위를

시는 젤리 1 : 6(지금 젤리 하나와 나중 젤리 6개 중 선택), 싸인

가지며, 색과 모양, 테두리 규칙에 따른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펜 1 : 2, 비타민 1 : 4, 젤리 1 : 2, 비타민 1 : 2, 싸인펜 1 : 4, 젤리

총점의 범위는 0에서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

1 : 4, 비타민 1 : 6, 싸인펜 1 : 6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유아에

적 전환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게 9번의 선택기회가 제공되며 점수 범위는 0-9점이다. 이 중
유아가 나중을 선택한 횟수를 만족 지연 점수로 사용하였다.

작업기억

유아의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Diamond와

Taylor (1996)의 과제를 Hughes (1998)가 변형하고, 국내에서 J.

통제변인

Kim (2013)이 사용한 8개 상자과제를 사용하였다. 색깔 종이
컵을 4개씩 2줄로 배열한 후, 유아가 보는 앞에서 지우개를 한

선행연구(Y. S. Kong, 2012; S. B. Shin, 2019)에 의하면 유아의

개씩 각 종이컵에 넣은 후 유아에게 색깔 종이컵에 든 지우개

실행기능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를 모두 찾는 게임이라고 소개한다. 유아가 원하는 색의 종이

타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컵을 하나 뒤집어 지우개를 꺼내도록 한다. 유아가 지우개를
꺼내면 검사자는 그 자리에 종이컵을 덮은 후 다시 뒤집어 종

연구절차

이컵 안에 지우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본 검사는 유아가
이미 지우개를 꺼낸 하나의 종이컵을 제외한 7개 지우개가 종

본 연구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5월에 걸쳐 경남의 어린이

이컵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유아가 종이컵을 선택

집 5곳에서 유아와 해당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한 직후 지우개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번 눈을 감고 검사자가 1

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어린이집에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

에서 10까지 세면서 종이컵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다.

의서를 배부하였으며, 어머니가 참여에 동의한 유아들을 대상

검사는 가장 적은 시행으로 7개의 지우개를 모두 찾는 것으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아동학 석사 1인(연구보

로 작업기억을 측정하며, 유아는 15회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조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기능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

유아가 지우개를 모두 찾아내거나 지우개를 찾지 못하고 종이

는 어린이집의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가 1 : 1로 마주

컵을 뒤집어 보는 횟수가 15회가 될 때까지만 검사를 진행한

보고 앉아 진행하였으며, 억제, 전환, 작업기억, 만족지연 과제

다. 유아가 실수 없이 7개의 지우개를 연속으로 7회 시도하여

가 주어졌다. 이 네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순서는 역균형화 되

찾은 경우 0점을, 두 번 실수를 하여 9번 만에 7개의 지우개를

었으며, 소요시간은 20분 내외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가

찾으면 2점을 부여한다. 이미 지우개를 찾은 종이컵을 뒤집어

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공격성 및 연

15회로 검사를 마친 경우 8점이 부여된다. 총 점수의 범위는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0-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작업기억이 낮음을 의미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므로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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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

SD

Skewness

Kutosis

2.01

.34

.20

.27

Intrusiveness

2.05

.45

.20

-.11

Coercion

1.73

.47

.29

-.51

Neglect

1.12

.19

2.88

9.64

Inhibition

11.63

5.00

-1.05

-.02

Transition

16.26

3.44

-.28

-.80

Working memory

3.99

2.78

-.20

-.13

Satisfaction delay

5.02

2.92

-.31

-1.03

.36

.28

.86

.28

Household chaos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Aggression
Note. N = 206.

자료분석

예비분석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AMOS

예비분석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

산출하고, 연령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의 발달차를 알아보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

Table 2에 의하면,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억제, 전환, 작업기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정

억, 만족지연) 모두에서 유의한 연령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유

규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

아의 연령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가
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주요 변인들 간의 편상관관계 분석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변인들의 통계적 유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통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

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유아의 공격성은 가정환경 혼돈(r = .25, p

사용하였다.

< .001), 개입적 양육행동(r = .27, p < .001), 강압적 양육행동(r
= .31, p < .001), 방임적 양육행동(r = .21, p < .01)과 유의미한

Results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억제(r = -.20, p < .01), 전
환(r = -.21, p < .01), 작업기억(r = -.15, p <.05), 만족지연(r = -.15,

p < .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
경 혼돈 수준이 높고 강압적 양육행동, 개입적 양육행동, 방임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수

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구

하며 억제, 전환, 작업기억, 만족지연과제 점수가 낮아질수록

조방정식 모형에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 있다(Kline,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는 정규
분포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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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According to Age Groups
3-year-olds
M (SD)

4-year-olds
M (SD)

Inhibition
8.90 (.69)
11.41 (.62)
Transition
14.55 (.40)
15.59 (.33)
Working memory
2.52 (.32)
4.09 (.30)
Satisfaction delay
3.77 (.37)
4.81 (.37)
Note. N = 206. a = 3-year-olds; b = 4-year-olds; c = 5-year-olds.
***p < .001.

5-year-olds
M (SD)

Scheffe

F

13.76 (.40)
18.00 (.31)
4.96 (.31)
6.08 (.28)

19.56***
23.41***
15.45***
12.42***

a<b<c
a, b < c
a < b, c
a, b < c

Table 3
Partial Correlations Among Household Chaos, Maternal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and Aggress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
1
―
2
.23**
―
3
.32**
.54***
―
4
.30**
.15**
.30***
―
5
-.23**
-.21**
-.20**
-.23**
―
6
-.23**
-.28***
-.20**
-.13
.27***
―
7
-.12
-.20**
-.13
-.05
.29***
.33***
―
8
-.21**
-.10
-.17*
-.17*
.21**
.23**
.29**
9
.25***
.27***
.31***
.21**
-.20**
-.21**
-.15*
-.15*
Note. N = 206. 1 = Household chaos; 2 = Intrusiveness parenting; 3 = Coercion parenting; 4 = Neglect parenting; 5 = Inhibition;
6 = Transition; 7 = Working memory; 8 = Satisfaction delay; 9 = Aggression.
*p < .05. **p < .01. ***p < .001.

9

―

Table 4
Model Fit Indices for the Research Model
Research model

χ²

df

P

GFI

TLI

CFI

RMSEA

86.07

71

.11

.93

.98

.99

.03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

표본 크기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GFI,
TLI, CFI, RMSEA 모형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은 86.07 (df = 71, p > .05), GFI = .93,
TLI = .98, CFI = .99, RMSEA = .03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수용 가능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은 하나의 관측변수로 구성되는 단일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GFI, TLI, CFI, RMSEA

인이므로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을 위한 관측변수
를 구성하였다. 또한 χ²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지수를 분석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GFI = .93,

모형이 기각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는 적절한 구조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TLI = .97, CFI = .98, RMSEA = .04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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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the Research Model
Modified model

χ²

df

P

GFI

TLI

CFI

RMSEA

107.75

84

.041

.93

.97

.98

.04

B
.48
-1.23
-1.44
.31
-.03
1.17

β
.52***
-.25*
-.27*
.37***
-.21*
.62***

Table 6
Path Coeﬃcient for the Final Model
Pathway
Household chaos
Household chaos
Maternal negative parenting
Maternal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Child age
*p < .05. ***p < .001.

Maternal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Aggression
Aggression
Executive function

→
→
→
→
→
→

e14

Intrusiveness parenting

Coercion parenting
.78

e3
e2

e1

Household chaos1
Household chaos2
Household chaos3

Neglect parenting

.38
d1

Maternal
negative
parenting

.52***

.37 ***

d3

Aggression1

e4

Aggression2

e5

.82

Aggression3

e6

.79

Aggression4

e7

.85

.75
.76

.80

Household
chaos

Aggression

-.27 *

.79
-.25 *

C.R
5.06
-2.53
-2.55
3.78
-2.31
6.30

e15

e13

.66

SE
.95
.49
.57
.83
.15
.19

-.21 *

Executive
function

d2

.62 ***
Age
.63
Inhibition

Transition

e11

e10

.65

.58
Working memory

e9

.54
Satisfaction delay

e8

Figure 2. The Final Model: The Mediating Influence of Maternal Nega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 Aggression.
*p < .05. ***p < .001.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Table 6과 같다. 가정

의 실행기능 → 공격성(β = -.21, p < .05)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모형은 Figure 2와 같다.

환경 혼돈 →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β = .52, p < .001), 가
정환경 혼돈 → 유아의 실행기능(β = -.25, p < .05), 어머니의

구조모형 검증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검증

부정적 양육행동 → 유아의 실행기능(β = -.27, p < .05), 어머니
의 부정적 양육행동 → 유아의 공격성(β = .37, p < .001), 유아

주요 변인들 간의 직 · 간접효과 ·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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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way
Household chaos
Household chaos
Household chaos
Maternal negative parenting
Maternal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p < .05. **p < .01.***p < .001.

→
→
→
→
→
→

Maternal negative parenting
Executive function
Aggression
Executive function
Aggression
Aggression

Direct effect
.52***
-.25*
-

Indirect effect
-.14**
.28**
-

-.27*
.37***
-.21*

.06**
-

Total effect
.52***
-.39**
.28**
-.27*
.43**
-.21*

Table 8
Results of Bootstrapping with a Mediated Effect on Aggression
Pathway

Effect

SE

LLCI

ULCI

Household chaos → Maternal negative parenting → Aggression

.15

.05

.066

.267

Household chaos → Executive function → Aggression

.04

.03

.001

.143

Household chaos → Maternal negative parenting → Executive function → Aggression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5.

.02

.02

.005

.082

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방법(Bootstrap method)을 사용한

유아의 실행기능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정환경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

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동과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

혹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

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해 이해를 넓히

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을 이중매개로 하여 간

고, 공격성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28, p < .01).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랩방법(Bootstrap method)을 사용한 결과는 Table 8과 같

첫째, 가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

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95%의

행기능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공격

신뢰구간에서 .066～.267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였고, 유아

성은 가정환경 혼돈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

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01～.143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실행기능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

타났다. 이는 가정환경혼돈 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부정적인

아의 실행기능의 이중매개효과는 .005～.082의 상한값과 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실

한값을 보이므로 세 경우 모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행기능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

났다. 이를 통해 변수 간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관련

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는 p <

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Discussion

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가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 혼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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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s-Koonce,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필요 이상의 과잉 자

행기능이 저하되고(Andrews, 2020) 이는 유아가 충동성을 조

극, 높은 수준의 소음,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 빠른 생활 속도

절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는 연구

및 루틴의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높을

(O’Toole, Monks, & Tsermentseli,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뿐 아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

니라, 어머니의 피로감이나 심리적 고통이 누적되어 자녀에

인 요인인 실행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낮

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혼돈스

은 수준의 실행기능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정서를 정

러운 가정환경에 노출된 어머니는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

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

는 것이 어려워 자녀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해

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행기능이 낮은 유아는 분노와 같은 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Andrews, 2020). 이러한 과

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능력이

정이 반복되는 동안 자녀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적어져 어

부족하여 갈등상황에서 공격성을 빈번하게 나타내는 것으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는 곧 개입적이고 강압적이

로 보인다. 또한 실행기능은 가정환경 혼돈의 영향을 받는데,

며,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Dumas et al., 2005).

Martin 등의 연구 (2012)에 따르면 반복되는 일과가 있는 가정

그 결과 유아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

환경에서 유아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기다

은 공격성을 보인다(Park & Kang, 2012). 구체적으로 높은 수

림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예측

준의 가정환경 혼돈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

이 불가능한 가정환경에서는 보상의 기회가 불규칙하여 기다

제하거나 개입하는 양육행동을 하고, 이는 유아로 하여금 분

림에 대한 보상을 인식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할

노를 유발시키게 된다(Kim, Kim, & Kim, 2010). 이러한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혼돈스러운 가정환경에서 유

이 축적되면 유아는 타인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어 공격적

아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각성

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을 조절하기보다 항상 높은 수준의 각성상태를 유지하여 실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강압적 양육행동을 자주 보이는 경우

행기능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Razza, & B-Gunn,

유아가 이를 모방하여 공격성을 많이 보이기도 한다(Chung &

2012). 이를 통해 가정환경 혼돈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Kim, 2011; Jun & Kim, 2009).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관심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유

한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적절한 훈육이 부족하게

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아가 실행기능을 발달시킬

되어 규칙이나 기대를 명확하게 배우는 기회가 적어 공격적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일관되고 과도한 자극이 없는 환경을 제

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Y. S. Kong, 2012). 이와 같이 가정

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 혼돈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넷째,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어머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의 중다매개효과가 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일과가 있는 구조화된

타났다. 이는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

가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

소시킬 필요가 있다.

행기능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셋째,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실행

된다. 즉,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혼돈할수록 유아의

개입적이고 강압적이며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

실행기능 발달이 저해되고, 이는 유아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

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

을 의미한다. 즉 가정환경이 구조화되지 않고 과잉 자극이 존

절하는 능력인 실행기능이 저하되어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

재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타인

인다. 본 연구 결과는 생의 초기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유치원

을 신체적으로 때리고 미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시기의 행동 조절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한 Vernon-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행기능의 한 측면인 억제가

Feagans 등 (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생후 3년 동

가정환경 혼돈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안 가정환경 혼돈 수준이 높았던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Hardaway, Wilson, Shaw, & Dishion,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응성과 수용성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36개월경에 측정된 자

또한 가정환경이 혼돈할수록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행기능

녀의 실행기능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시기 동안

과 관련 있는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실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Garr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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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Mokrova, Carr, 그리고 Vernon-Feagans (2019)의 종단연구

(Crick & Grotpeter, 1995; Shaffer, 1996)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에 의하면, 출생 후 5년 동안 가정환경 혼돈수준이 높을수록 6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볼 필

～60개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덜 반응적이었으며, 이는 유치

요가 있다. 유아의 공격성에 인지적 실행기능 보다 정서적 실

원 시기의 자기조절력 수준을 낮춤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 시

행기능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Y. S. Kong, 2012)를 고려해 볼

기의 학교 참여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연구들은

때, 실행기능의 하위유형별로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혹은 적응 행동에 직접적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

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개인적 요인

동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었으나 개입적, 강압적, 방임적 양

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따라서 높

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

은 청각적 소음과 구조화되지 않는 가정환경은 어머니로 하여

로 후속 연구에서는 하위 차원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금 피로감을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셋째, 가정환경 혼돈 척도의 일부 문항의 내용이 모호하여

제공하지 않아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낮아졌음을 예상할 수

(“우리 집은 돼지우리 같다.”, “우리 집에는 자주 야단법석이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실행기능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기

일어난다.”) 추후 척도의 국내 타당화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

어렵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 혼돈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

행동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이지만, 가정환경 혼돈을 관찰을 통해 측정한 국외 연구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서는 무질서(disorder)와 불안정성(instability)을 구분하여 측정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아의 공격성

하였다. 선행연구(Vernon-Feagans et al., 2012)에 따르면 가정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행기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경 혼돈의 무질서 측면만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통해 발달할 수 있다(Glaser, 200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혼돈을 관찰을 통

결과는 가정환경이 혼돈할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 측정하여 각 하위 차원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미쳐 유아의 실행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밝혔다. 이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개인적 요

는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가정환경 혼돈에 노출될수록 환경을

인으로 실행기능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껴 자녀에게 부정적인

유아의 공격성은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양육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전두엽 활성화를 방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하여(K. Cha, 2015) 실행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정서적 특성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im,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 혼돈이 유아의 공격성

Wang, & Kim, 2017; B. L. Suh,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에 미치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정서적 특성

기능의 연속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을 예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행기능을 유아가

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 혼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

직접 수행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요함을 시사한다.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과제 측정 방식은 실행기능 각 요소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의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혼돈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

에 객관적일 수 있다(G. A. Lee,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행동과의 양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Garrett-Peters (2019)

유아의 실행기능을 제 3자가 직접 측정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

등에 따르면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가정에

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 안정된 환경을 구성하기 어려워 무질서하고 예측이 불가능

더불어 가정환경 혼돈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

한 가정환경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따

아의 실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간접

라서 후속 연구에서 가정환경 혼돈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유아의 공격성을

동의 양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실행기능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실행기능, 어머니의 부정적

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더불

양육행동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공격성은 신체

어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

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

동을 감소시키고 구조화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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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유아를 위
한 유아교육기관 및 상담 현장에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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