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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autonomy support on preschoolers’ anxiety.

Methods: A total of 295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measures of their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anxiety.

Preschoolers with higher behavioral inhibition displayed higher levels of anxiety.

Second,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Third, maternal autonomy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promoting autonomy support

to prevent preschoolers’ anxie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with behaviorally inhibited

preschoolers.

key words behavioral inhibi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xiety

Ⅰ. 서 론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보건복지부(2013)가 실시한 ‘영유아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 개발’ 연구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약 8.25~28.78%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불안, 위축,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네이버스(2016)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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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아 3,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약 18%의 유아

가 심리,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보였고, 이 가운데 10%의 유아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유아의 정신건강,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심

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내적으로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나

타나는 것으로(Achenbach, 1991), 위축, 우울, 불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유아기 내면화 문제행동

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판별이 어려워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유아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Paulus, Backes, Sander, Weber, & von Gontard,

2015) 이 시기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안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으로(Albano & Krain, 2005), 미래의 위험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써 나타나는 긴장감과 강한 부정적 정서로 특징되는 정서 상태이다(Barlow, 2002). 유아기에 경험

하는 불안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Woodruff-Borden & Leyfer, 2006), 불안이

지속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아의 일상과 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할 때는 중재가 필요하다. 유아기

정신병리 중 불안장애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lbano & Krain, 2005), 불안장

애로 진단되는 유아의 경우 불안이 만성화되거나 공존 질환을 야기하는 등 발달에 부정적이므로

(Wittchen & Essau, 1993), 이 시기의 불안증세가 불안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과 예방

이 강조된다. 따라서 유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지속적

으로 탐색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불안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기질로, 기질의

다양한 차원 중 행동억제는 유아의 불안을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왔다

(Chronis-Tuscano et al., 2009; Howard, Muris, Loxton, & Wege, 2017; Rapee, 2001). 행동억제는 낯

선 사람이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접근을 피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기질적 속성으로

(Kagan, 2003), 유아의 약 15%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고, 말이

없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생리적 각성 반응을 보이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양육자에

게 매달리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행동억

제는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등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질적 특성

으로 알려져 있으며(Fox et al., 2005),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 모두에서 불안장애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개월부터 7.5세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억제를 보인 유아

는, 행동억제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았고(Hirshfeld et al., 1992), 2세 때 행동

억제를 높게 보인 경우 6세에 불안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더 높았다(Wichstrøm, Belsky, & Berg-

Nielsen, 2013). 또한 행동억제를 보이는 유아의 15.9%는 하나의 불안장애를, 6.3%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불안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Paulus et al., 2015). 이렇듯 행동억제는 유

아의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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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가 유아의 불안장애 유병률을 높이는 등 행동억제와 불안 간의

관련성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Asendorpf, 1989; Hirshfeld-Becker et al., 2008),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기 불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다(Maag, Phelps, & Kiel, 2020;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행동억제를

보이는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Shamir-Essakow, Ungerer, Rapee, & Safier, 2004), 특히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독립심을 저해

하는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Kiel & Buss, 2014; Maag et al., 202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보호하여 발달에 적합

하지 않게 통제하고 허용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하며(정영선, 2020),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직접적인 도움을 더 제공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다(Hudson, Dodd, &

Bovopoulos, 2011; Rubin & Mills, 1990). 또한 유아는 아니지만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

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el & Buss, 2014).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유아기 자녀에게 어

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Edwards, Rapee, & Kennedy, 2010)과 과잉개입(Hudson et al., 2011)을

더 할수록 유아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두려움이 높은 기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을 예측하였으

며(Kiel & Buss, 2012), 수줍음이 많고 억제된 학령초기 아동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유발하여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ngua & Kovacs, 2005). 이처럼 어머니가 과보호를 하는

경우 아동은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고, 고통이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

데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Gibler, Kalomiris, & Kiel, 2018).

행동억제나 불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육행동의 또 다른 요인은 자율성 지지

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이 독립적인 문제 해결, 선택,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Grolnick

& Ryan, 1989). 유아기는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시기이나, 유아기에 행동억제를 많이 보이는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

녀에게 공감을 덜 하며, 긍정적인 훈육 기술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tridge, 2003). 또

한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는 아동의 성취를 장려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et al., 1998). 이외에도 행동억제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2세 때 수줍음

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독립심 격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Nelson, Hastings, &

Asendorpf, 1999). 또한 걸음마기 아동이 부정적 정서성을 높게 보일 경우(Andreadakis, Laurin,

Joussemet, & Mageau, 2020), 그리고 자녀의 기질을 어머니가 까다롭게 지각한 경우(Neitzel &

Stright, 2004)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보였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불안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으며(서윤희,

2013; 홍향기, 2015), 어머니가 독립심을 더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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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Gibler et al., 2018).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매

개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지만, 유아의 기질,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 간 관계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 Peetsma, &

van den Wittenboer, 2008).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유아는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유아가 수줍음이 많을수록 어머니

가 비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더 보이고, 이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혜원,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행동억제와 불안, 어머니의 자율

성 지지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일부 변인들

간 경로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 및

유아의 불안 간 관계를 통해 네 변인들 간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경로와 구조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과보호

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을 증가시키며 유아기 발달과업 획득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의 양육

행동으로 알려져 있으며(Edwards et al., 2010), 이와 달리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기 주도성

획득에 도움을 주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으로 알려져 있다(Gibler

et al., 2018).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양육행동을 한 모델에서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불안에 행동억

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

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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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 295쌍이었다. 만 3~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유아의 비율이 높고(이경숙 등, 2004), 이 시기에 조기 발견 및 개입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적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며(Wolff & Ollendick, 2006), 이 시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26명(42.7%), 여아

가 169명(57.3%)으로 여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147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4세가 86명(29.2%), 만 5세 62명(21.0%)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138

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80명(27.1%), 첫째가 61명(20.7%)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

대가 220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로 64명(22.4%)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83명(62.0%),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50명(16.9%) 순이었다. 취업모가 191

명(65.7%)이었으며, 비취업모가 104명(35.3%)이었다.

변인 빈도(명) 비율(%)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남아

여아

126

169

42.7

57.3

출생순위

외동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무응답

138

61

80

13

3

46.8

20.7

27.1

4.4

1.0

연령

만 3세

만 4세

만 5세

147

86

62

49.8

29.2

21.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비취업모

191

104

65.7

35.3

어머니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7

220

64

2

2.4

74.6

22.4

0.7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졸업

전문대 졸업/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34

50

183

28

11.5

16.9

62.0

9.5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95)

2. 조사도구

1)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ishop, Spence 그리고 McDonald(2003)가 제작한 행동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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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Behavioral Inhibition Questionnaire [BIQ])를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BIQ는 사회적 행동억제

(social novelty inhibition)와 상황적 행동억제(situational novelty inhibition)를 측정하는 총 6개의 하위요

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행동억제에는 또래(peers) 6문항, 성인(adults) 4문항, 수행

상황(performance) 4문항이 포함되며 상황적 행동억제는 분리/유치원(separation/preschool) 4문항,

낯선 상황(new situations) 8문항, 신체적 도전(physical challenges) 4문항이 포함된다. 문항의 예로,

또래의 경우 ‘잘 모르는 또래들과 함께 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꺼린다.’, 성인의 경우 ‘잘 모르는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조용하다.’, 수행상황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예: 노래하기,

춤추기)하는 것을 꺼린다.’ 등이 있다. 분리/유치원의 경우 ‘새로운 상황(예: 어린이집, 유치원)에

처음 놓일 때 언짢아한다.’, 낯선 상황의 경우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인다.’,

신체적 도전의 경우 ‘신체적인 도전과 관련된 활동(예: 오르기, 높은 곳에서 점프하기)을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또래 .83, 성인 .80, 수행 상황 .79, 분리/

유치원 .79, 낯선 상황 83, 신체적 도전 .67이었다.

2) 과보호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Doh와 Falbo(1999)의 부모의 보호(Parental Protectivenes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과보호는 아기취급 행동(babying behavior)과 보호적 행동(sheltering

behavior)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 수는 총 16문항이다. 문항의 예로, 아기취급 행동(11문항)

은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준다.’, ‘아이가 혼자 힘

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등이 있다. 보호적 행동(5문항)은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 ‘나는 아이에게 다칠지 모르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

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아기취급 행동 .74, 보호적 행동 .72로 나타났다.

3) 자율성 지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Grolnick, Ryan 그리고 Deci(1991)의 부모의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POPS])와 Williams와 Deci(1996)의 학습 분위기 척도(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Soenens 등(2007)의 부모의 자율성 지지 측정 문항 등을 토대로 노보혜, 박성연 그리고

지연경(201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요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해준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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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4) 유아의 불안

유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와 Kamphaus(1992)가 제작한 아동 행동문제 평가척도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BASC])를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그리고 박진

아(2003)가 표준화한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에 포함된 문항 중 불안과 관련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무엇이

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걱정이 많은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

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불안

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각 지역의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

티를 통해 수집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사전 연락을 하여 기관장의 동의를 구한 뒤 방문

하여 기관장에게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에 질문지를 배

부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첫 장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에 배부된 질문지는 총 210부였으며 이

중 152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72.38%).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

지를 수집한 경우, 각 지역의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 연구 참가와 관련한 안내글과 함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응답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총 168부가 회수되었다. 최종 회수된

320부 중 연령이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하고, 2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각 변인에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후 유아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와 Goodness of Fit Index (GFI),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통해 평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각각의 개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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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유아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유아의 불안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그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났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행동억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

여,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유아는 불안을 더 보였다. 둘째, 행동억제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도전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아기취급 행동을 제외하고,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

상관은 유의하여 유아가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어머니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하였다. 셋째,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 수행 상황, 낯선 상황,

신체적 도전에서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할수록, 그리고 자율성 지지를 덜 할수록 유아의 불안이 높았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0

행동억제

1. 또래 -

2. 성인 .67*** -

3. 수행 상황 .60*** .59*** -

4. 분리/유치원 .55*** .48*** .54*** -

5. 낯선 상황 .75*** .67*** .65*** .67*** -

6. 신체적 도전 .48*** .35*** .44*** .37*** .50*** -

과보호적 양육행동

7. 아기취급 행동 .18** .21*** .17** .22*** .23*** .04 -

8. 보호적 행동 .10** .18** .14* .15* .20*** .22*** .39*** -

자율성 지지

9. 자율성 지지 -.12* -.05 -.16** -.07 .20*** -.19** .00 -.09 -

불안

10. 불안 .29*** .14* .24*** .25*** .29*** .40*** .10 .25*** -.36*** -

M 3.56 3.60 3.54 3.58 3.59 2.98 2.65 2.42 3.09 0.62

SD 1.06 1.18 1.11 1.16 0.94 1.08 0.41 0.57 0.39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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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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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분석

유아의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적인 경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

지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

수를 살펴본 결과, χ2
= 95.85(df = 32,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χ2

는 표본수에 민감하

다는 제한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GFI = .94, NFI = .92, TLI =

.92, CFI = .94, RMSEA = .08(90% CI = .06, .10)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2),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

적인 경로는 유의하였다(β = .20, p < .01). 즉,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

였다. 둘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적인 경로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β = .34, p < .001)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β = .20,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

동을 더 할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

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행동억제

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β = -.18, p < 01),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불안(β = -.31,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

를 덜 보였고,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보일수록 유아의 불안이 높았다.

주)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내생잠재변인의 잔차항은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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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자율성 지지를 통해 불안에 이르는 간접적

인 영향이 유의한지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표 3). 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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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동억제 → 과보호 .34* .34* .11

행동억제 → 자율성 지지 -.18* -.18* .03

행동억제 → 불안 .20* .12** .32**

.23과보호 → 불안 .20* .20*

자율성 지지 → 불안 -.31** -.31**

주) 유의도는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음; SMC는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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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295)

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β = .12, p < .01)는 유의하

였다.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각각의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보호적 양육행동(β = .07, p < .05)과 자율성 지지(β = .06, p < .05) 각각을 통한 간

접효과도 유의하였다(표 4). 두 간접효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상

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과(표 3), 행동억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을 11.4%, 자율성 지지를 3.3% 설명하였고,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는 함께

불안을 23.3% 설명하였다.

변수 간 경로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행동억제 → 과보호 → 불안 .07* .01~.13

행동억제 → 자율성 지지 → 불안 .06* .01~.10

*p < .05.

표 4.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의 개별 간접효과 (N=29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Shamir-Essakow

et al., 2004)의 결과와 일치하며,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

(Hudson et al., 2011)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는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

심이 높아, 회피와 철회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Fox et al., 2005) 불안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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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서 배제되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가정에서 사회로 활동반경이 확장되며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더욱 증가하는데, 억제된 기질로 인해 회피, 철회 등의 반응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억

제가 높은 유아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검증된 인지행동 중재프로그램

(Rapee, Kennedy, Ingram, Edwards, & Sweeney, 2010) 등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

는 유아의 높은 불안과 관련되었다. 이를 유아의 행동억제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

동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

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

(Hudson et al., 2011; Rubin & Mills, 1990; Rubin et al.,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는 아니

지만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이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이끌어 낸다는 결과

(Kiel & Buss, 2014)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를 보이는 자녀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취약한 존재로 인지하고

자녀를 연령에 비해 더 어리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높은 불안 간 관계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

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Edwards et al., 2010)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

호적 양육을 받은 유아는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최유진, 오지현,

2017; Edwards et al., 201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에는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정익중, 2012)도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도 부모가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과보호하는 것은 자극이나 위협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더 심화시켜 아동의 탐색이나 대처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그

결과 유아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줍거나 억제된 아동들은 과보

호적 양육을 불러일으켜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고 밝힌 선행 연구(Lengua & Kovacs, 2005)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두려운 기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

을 예측했다는 결과(Kiel & Buss, 2012)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어린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억제된

행동을 인식하면 이를 취약성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아가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불안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

동억제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기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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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일 것이다. 실제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감소를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Rapee et al., 2010), 유아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

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고, 그 결과

유아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

아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율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지지

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2세 때 수줍음을 많이 보일 경우 4세 때 어머니가

독립심을 덜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Rubin et al., 1999)와, 걸음마기 자녀가 행동억제를 보

이는 경우 어머니가 성취를 장려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Chen et al., 1998)와 유사

하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환경에 대해 적응이 어려운 행동억제 기질의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도록 독려하

는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여,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더 할수록 유아의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경우 유아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는 연구 결과(서윤희, 2013; 홍향기, 2015)와

맥을 같이 하며, 어머니가 독립심을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의 불안이 낮게 나타난 결과(Gibler

et al., 2018)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10세 미만 아동의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는 연구(Verhoeven, Bögels, & van der Bruggen, 2012)와, 어머니의 도전을 장려하는 양육이 유아

의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Majdandžić, Möller, de Vente, Bögels, & van den Boom, 2014)

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어린 시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연령에 적합

한 관찰이나 지도의 부족으로 여겨져 자녀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억제된 아동이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을 스스

로 마주함으로써 대처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유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와 행동억제의 정도에 따라 자율성 지지의 역할이 달라

지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고, 그 결과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덜 보여 유아가 높은 수준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Paulussen-Hoogeboom et al., 2008). 부정적 정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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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억제와도 관련성이 높은 기질적 차원으로(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경우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그러한 상황에

억제된 반응을 보이기 쉽다(Glöggler & Pauli-Pott, 2008). 부정적 정서성은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Paulussen-Hoogeboom et al., 2008), 어머니

의 부정적인 양육을 더 이끌어내는 반면, 긍정적인 양육을 덜 제공하게 한다(Rubin & Mills, 199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 즉 낮은 자율성 지지를 제공하

고, 이로 인해 유아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억제되거나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등 취약한 기질을 갖는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나, 유아기 발달의 장기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가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기회를 줄 수 있다(Bögels & Brechman-

Toussaint, 2006).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을 자녀가 스스로 대처함으로써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환경에 숙달감을 갖도록 적절한 한계

설정 및 그 안에서 자율성을 보이도록 지지하는 것이 행동억제 기질의 유아에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어머

니의 자기 보고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의 영향과, 변인 간 관계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머니가 보고하는 자신의 양육행동과 실제 자녀와 상호작용 시 보이는 양육

행동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찰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나(M =

.62, SD = .55), 유아의 불안이 발달상 정상적인 수준인지 혹은 중재가 필요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여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는 점(Gullone, 2000)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불안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등의 보고를

더하여 유아의 불안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에 대한 행동억제의 설명력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

나, 후속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지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였지만,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여 살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불안을 내면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하위유형으로 보고, 일상에서 유아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에 대한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

다. 그러나 행동억제와 불안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행동억제는 일반적인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다수 이루어져(Chronis-Tuscano et al., 2009; Paulus

et al., 2015), 후속 연구에서 불안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행동억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불

안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 및 중재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유아의 불안과 관

련된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각각을 통한 효과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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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양육행동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불안에 취약하며,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덜 하

고 자율성 지지를 더 보일수록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개발 또는 아동 상담현장에서 행동억제 기질 아동의 중재 및 부모 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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