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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2017년도 10차 조

사에 참여한 1,281명 아동과 어머니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1.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3.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1.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3.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0차년도(2017년) 참여한 10세 아동 1,2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양육행

동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수정한 척도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3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CAPI 아동용 5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행

동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사용한 CBCL척도로 평가하며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3개의 요인을 측정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를 설

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

동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권위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

적상관이 있었다. 불안/우울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

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위축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

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신체증

상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

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권위적 양육행동이 불안/우울,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불안/우울,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양육행동이 불안/우울,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

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양육

행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여 불안/우울,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

하게 하고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여 불안/

우울,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

제행동 간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

아존중감 간 관계가 있고 이러한 영향은 내재화 문제에도 영향을 주며 아동의 정서적 

욕구 충족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거나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밝혔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인지, 또래나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에 다양한 환경적 변인을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핵심어 :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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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 또는 그들을 교육하

는 교사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들이 갖는 문제 행동으로는 그에 

대한 유형과 정의가 시간, 공간,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겠지만 위축, 우울/불안, 정서불안정, 비행, 공격성,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을 

들 수 있다(안은아, 2008). 이러한 어려움이 아동의 학습과 행동, 교우관계 등 사회부

적응에 관련된 문제행동들로 나타나 가정이나 학교장면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집단 내에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행동, 학급에서 규칙을 지

키지 못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정창숙, 2016), 특히 내재화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

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어(Kirk, Gallagher, Anastasiow & 

Colman, 2006), 이로 인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불안은 

감정 장애, 울기, 굳은 표정 및 두통이나 질병의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며 사회기술

과 대인관계기술의 열등 및 미숙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또래에게 왕따, 놀림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울한 아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

면 자살, 학교수행 열등, 동료, 교사, 부모 및 형제들과의 관계문제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정대영, 2011). 이처럼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며

동기화가 되지 않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걱정을 갖게 되는 등 다양한 문

제들로 인하여 학습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Rubin과 Mills(1988)에 의하면 위축은 ‘수동적 불안’과 ‘능동적 미성숙’ 행동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기 다른 심리적 기반을 기초로 하며 수동적 불안과 관련된 위축은 

사회적 불안, 우울,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내적인 특성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지각에 

근거한 행동유형으로서 다른 또래와 상호작용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집단으로부터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불안/우울을 지닌 아동은 짜증, 무단결석, 등교 거부, 학습 

부진, 과잉 활동,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려진 증상’ 혹

은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여(배주미, 2000),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이러한 문제는 

아동기에 자신이 또래로부터 배척받고 있다는 인식과 또래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실패

한 경험이 축적되기도 하며 불안, 외로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게 되는 



문제는 행동이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착적인 특성을 지니고 또한 소극적 행

동은 또래집단에 더 잘 지각되어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등

의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하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이들은 실제로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비해 조용하고 착한 학생으로 보여 주의를 덜 받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참여를 시작하거나 유지하

는데 필요한 사회적 행동이나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Rubin & Mills, 1988), 내

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재화 문제를 지닌 학생들은 위축되고 걱정을 많이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지극히 적게 나타나며 우울감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백일몽상태에 

빠지거나 죄의식을 갖기도 하고, 수줍음이 많거나 미숙하고 무관심을 보이며 이런 아

동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사회적 상황자체를 회피하게 된

다고 하였다(정창숙, 2016).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자기 안으로 향하게 하여 과도

한, 통제된 형태로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과도한 수줍음과 공포감과 같은 증상

과 공상 활동에 자주 빠지는 등 자기지향적 행동을 보이기 쉽다고 하였다(문미영, 

2000). 이렇듯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 위축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훗

날 또래거부나 보다 심각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전조가 될 수 있으므로 조

기발견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Nelson, Rubin, & Fox, 2005).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아동은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이며 저학년 

때와는 달리 주변의 기대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며(강

종완, 2002), 지속된 스트레스는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고(신현

숙, 2004),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김수빈, 2014). 문대근, 문수백(2011)은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위축과 신체

증상 수준이 높아지면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이나 비행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이후 발달단계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nti, Henrich, Brookmeyer &  Kupermine, 

2008). 아동기에 발생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방치하면 청소년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송승희, 2017), 이런 문제들은 향후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

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하영희, 2004). 내재화 문제행동의 증상은 단순

히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내성적인 아동의 성격으로 간과하기 쉽고, 외현화 문

제행동에 비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송승희, 2017),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뚜렷한 생리적 변화와 사회적 기대 및 위치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기 이전 즉 아동 후기에 대해서는 그

들 간의 발달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많지 않다(심희옥, 1997). 김미영

(1998)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아동의 

19.3%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가 현재 초등학교 아동에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조성희, 김희수, 2016). 

이렇듯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측면

을 고려할 때 출생시부터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김현주 외, 2003). 특히, 가정 내 어머니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육자이면서, 자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전미남, 2011),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을 결정할 뿐 아니라, 아동이 관찰함으로

써 배울 수 있는 모델로 작용하여(김현택 외, 2013), 아동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 하였다(김영주, 1999). 내재화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Sulivan(19 53)은 아동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승인받지 못하는 경험의 결과로 인해

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

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양육행동이다.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

으면 내재화된 심리적 증상을 보이거나 외현화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응택, 이은경, 2012).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지 못하고 양육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

하지 못하며 거부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정서 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공희자, 문재우, 2004), 일관성 없는 훈육과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정계숙, 이은하, 고은경, 

2006),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지현, 

2008). 또한 양육행동은 우울 불안이 낮아지도록 하고(박은미, 2017), 자녀와 관계가 

좋고 존중 수준이 높으면 신체증상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여(이한주, 서미아, 2010), 

이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 간의 양육 행동 및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기능적이고 질적

인 측면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서유정, 

2016).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아동의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데,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자신을 수용하고 약점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자존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거부, 자아비난, 불안수준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고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

동과 관련이 있고(Orth, & Robins, & Roberts, 2008),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고, 설사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Seligman, 

& Csiksz entmihalyi, 2000). 

  내재화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은 부

정적 자아상의 내면화로 부정적 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책과 불만족으

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외부와의 단절,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예미숙, 오경자, 2012),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오환영, 2008). 또한,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상실하고 나아가 학교 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안은아, 2008), 학업과 학교적응

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정창숙, 2016),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은 학령기가 되면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고립의 정도가 

심화된다고 하였다(정대영, 2011). 즉,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며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기초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

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

은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과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

인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 

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육의 중요성

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의 이론 및 결과에 근거하여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며 연구모

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림1] 연구모형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1.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1-3.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1.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3.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응과 행동, 어머니

의 가치관과 태도가 반영된 어머니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이윤지, 2018). 이에 본 연

구에서는 Robinson, Mandleco, Olsen, & Hart(1995)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2017)이 번역 수정한 척도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3개의 척도로 측정한 점

수를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란 내적기준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Rosenberg, 1965).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도구를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2017)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CAPI 아동용 5문항을 측정한 점수를 사용하였

다.

3) 내재화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우울, 불안, 신

체적 증상 등 억제되고 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 아동행동평가도구로 아동행동평정척

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  Achenbach, 1991)사용되며 이 척도는 아

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며 내재화, 외

현화 문제로 요약되며 총 문제행동으로 통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2017)이 사용한 척도로 평가하며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3개의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

  

1) 양육행동의 개념

  

  Bronfenbrenner(1992)는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일생을 통하여 상호 조절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이영, 1995). 아동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양육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발달을 한다. 즉, 부모의 애정, 적절한 

수준의 조절,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을 통해 긍정적인 발달을 한다(성현란, 2019).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

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방식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다(김수진 외 2019). 윤기영(2002)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이미 태내에서 시작

되는 것으로 어린 시기에 형성된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

며, 어머니는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의 원천으로서 자녀에

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가운

데서도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에(Bronfenbrenner,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자의 성

향대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양식으로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자녀의 정서, 심리 등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육

성환. 2019). 

  양육행동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Becker(1964)는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

고, Fishbein(1975)과 Aizen(1985)은 문화양식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양상이자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장준희, 2020). 지진미(2003)

는 양육태도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인 

행동이며 자녀에 대한 요구라고 정의하였다. Freud(1910)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중요시 한 이래 가장 기초가 된 인간형식이 유아기에 이루어진다는 여러 학설로 인하

여, 가정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아기 경험이 일

생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인지나 성격발달 혹은 정서에 미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형성은 필수불가결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11).

  Baumrind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의 수준, 의사소통의 명료성, 성숙 요구, 온정



이라는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이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권위 있는(authoritative)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조복희 외, 1999).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육은 아이를 애정과 

수용으로 대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반

면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은 합리적인 통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이 낮고 융통성없는 양육을 하며, 아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허용적(permissive) 양육은 자기 신뢰감과 탐구심,

자기 통제력이 없이 온정적이기는 하나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성숙된 행동을 요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현주 외, 2003).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념이나 

가치, 행동을 아동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며(김태련 외, 2004)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짐

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이남숙, 2011). 최근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모의 양

육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고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나 변화에 적응적이며 아동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육성환, 2019). 이를 바탕

으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이 수용적, 자율적

이며 성취기대가 낮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이남숙, 2011).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며(육성환, 2019),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상관이 있고(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송영이(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보고가 있다.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를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돌볼수록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서선숙, 

2017). 권수현(202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어유경(2005)의 연구에서 부모 자녀 관계와 양육 방식 등에 영향을 주어 자녀로 하



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하여 부적응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보고 하였다(서혜옥, 201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

교적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아동의 학

교적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보고하였다(정가현, 2015).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박혜선, 2015)으로 밝히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

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와 양육환경의 변화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은주(2010)의 연구에

서 양육행동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하며 추가로 부

모의 지도감독,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낮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족환경은 우울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어유

경, 2005),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강화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김광응, 이

미애, 1995),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위축 행동 

및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양명재, 2012). 서유정(2016)의 

연구에서 방임과 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 영향을 주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

(최혜선, 2004)가 있으며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은 아동의 위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김귀연, 2003).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

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지거나 부적절한 양육행동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특질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아동은 발달과정 속에서 자기이해

력이 향상되고 좀더 복잡한 자기 묘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 특질들

을 평가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송길연, 이지연, 2011). 자아존중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였으며 그가 생각한 자아존중감이란 자기만족의 표현이

다(강현식, 2019).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

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비교 정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안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판

단이라 하였다(정종진, 1998).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각 개인

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생활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경험이며 우리의 삶

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으며,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이며 개인행동의 이해와 개

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심리기제라고 하였다(강상

진, 전민정, 2006). 

  자아존중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평가, 태도는 다양한 

경험, 환경,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인식과 자기이

해를 넘어 자신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느낌이며

(박혜진, 2019), 자신을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인 자아존중

감은 타인의 인정과 존중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엄미화, 

2018),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아동은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나, 2017). Baumeister(2003)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친사회적인 경향이 있지만, 낮은 사람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심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

에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김기순, 2017). 자신을 가

치 있고 높게 평가하는 삶의 방식은 긍정적 환경적응, 인성발달 및 자아실현 등 생활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학업 능력, 사회능력, 운동 능력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

로 인지발달과 생물학적 발달에 영향을 받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또래와의 상호작

용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성현란 외, 2019). 부모가 따뜻하고 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자기 의견에 자신감이 있다.

자신 있게 도전한다.

활동과 상호작용을 주도한다.

독립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호기심을 표현한다.

탐색하고 질문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자신감이 없다.

도전을 회피한다.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못한다.

앞에 나서길 꺼린다.

목표를 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다린

다.

적이며, 분명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며 자녀의 일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자녀의 의

견을 존중하는 부모, 즉 온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권위 있는 양육행동은 아동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다(Coopersmith, 1967; 성현란 외, 2019).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할 때 아동은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위축과 강박 그리고 공

격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드러내며(엄미화, 2018), 가족 구성원들, 다른 친밀한 성

인,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이 자신을 보고, 자신이 어떠한지 판단하게 하는 ‘거

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Epstein, 2009).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을 가지게 되어 타인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한다(한영옥, 김문혜, 2003; 김태선, 2020, 

재인용).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한다고 하였고 이는 기질처럼 타고나는 특성이 아니라 경

험의 축적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현정, 2008). 사람들이 아동과 관계를 맺고 말하고 이들의 성공

과 실수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평가가 좋다고 아동이 인식하면 아동은 자

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변 사람의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은 자신

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박경자 외, 2017).  

  아동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모든 행동 수행과 타인과 맺는 관계 형성

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높게 평가하는 주관적인 지각이

다. 즉, 주변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존경심, 수용,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가치와 함께 삶에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얻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김낙흥, 연규승, 오연택, 2018).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하며 변화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은 아동과 관련된 행동



새로운 것을 열심히 시도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한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신의 작품에 자긍심이 있다. 

어려운 과제를 계속한다.

좌절을 참고 견딘다.

변화와 전이에 적응한다.

새로운 것에 위축되고 물러선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기술한다.(“나는 멍청

해요”, “나는 이것 못해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없다.

어려운 과제를 빨리 포기한다.

스트레스에 미성숙하게 반응한다.

타인의 실수나 사고에 반사회적인 행동

으로 반응한다.

출처 :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Harter, 2012)

2)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처상

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지지들을 낮

게 지각한다고 하며 또 한 대처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이광희, 2002). 심희옥(1997)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

낀다고 보고 하였고 오환영(2008)의 연구에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이영욱(2015)의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과 우울, 불안, 신체화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자아존중감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은 위축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강화시키

며 외부와의 단절, 고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예미숙, 오경자, 2012).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은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행동과 

정서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내재화 문제행동

  

1) 내재화 문제행동의 개념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 발생빈도나 표출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아동이 가정



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유발되는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홍순덕, 1999). Garber(1984)는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을 타인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 부터의 일탈이자, 개인 혹은 집단에 피해를 주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나 장애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최주희, 2017). Achenbach(1991)은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에서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행동으로 내재화 요인을 형성하였

고 공격행동, 규칙위반과 같은 행동은 외현화 요인으로 형성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의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내재화

(internalization) 문제는 아동의 갈등이 표출되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응축되어 우울

하거나 불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제반 문제 (예: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고립, 

학업 의욕상실 등)라고 하였다(Achenbach & Edelbrock, 1987). 또 다른 의견으로

는 부정적인 감정의 정서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자신의 내부로 투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불안, 우울, 위축행동 등을 내재화 문제행동이라 하였고(성다겸, 2018) 소극적

이고 위축된 행동, 신체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이라 하였다(강지현, 

오경자, 2010). 문제행동에서 내재화 요인은 내성적 본질의 문제, 염려, 공포, 자신에 

관한 문제, 신체적 호소,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문제를 보이며 과잉통제, 과잉억제, 

수줍고-불안한, 성격장애로 여겨졌고(Achenbach & Edelbrock, 1978; Coleman & 

Webber, 2005 재인용),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들은 한 가지 증상뿐

만 아니라 우울, 불안, 위축의 특징이 혼재해 있다고 하였다(육근정, 2007). 

  내재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위축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회피를 보이고 사회적인 접근에 대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적절한 의사 표현에도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송승희, 2017). 불안/우울은 우울한 기분, 일상생활에서

의 무기력, 수면의 문제, 신체적 경직, 초조함, 불안감 등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발견

될 수 있는 문제는 판단, 지각, 왜곡된 인지, 자동사고, 부정적 태도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배내윤, 2007), 위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는 행동장애, 낮은 자존감, 억압이다(김명희, 1997). 신체증상은 두통이

나 복통 등 직접적인 신체기능의 문제이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인 실

제 통증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호소하는 신체적 통증은 두통, 복통 등이 있

으며, 식욕부진, 소화 불량, 과도한 피로감 등이 이에 속한다(송승희, 2017). 신체화에

서 발견되는 문제는 학업수행이나 과제수행의 적응에 곤란함만 겪게 되는 것이며(배

내윤, 2007), 자살생각은 자해 행동 및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

동 등을 의미하며 내재화 문제가 심각한 경우 발견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Achenbach 

& McConaughy, 1987; 하은혜 외, 1997).



2) 양육행동,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부적응행동으로, 사회적 기대 혹

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문제행동이라 하며(김문정, 2003), 내면화 문제행동은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는 것보다 아동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 주된 특징

이다(김선희, 2000). 내재화의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적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의 세 

변인을 함께 한 연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려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살

펴 본 연구 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귀인성향이 내재화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황윤조(2011)의 연구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이선영(2012)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황윤조(2011)의 연구는 S시에 위치한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인 남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귀인성향 검사도구,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지지가 높고 심리적 통제가 낮

을수록,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여 결과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

고 하였다. 이선영(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장애형제를 편애한다고 지

각할 경우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장애형제

가 있는 청소년의 전체 내재화 문제와 하위요인 중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

준을 낮게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토대

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하여 다양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 유형을 권위적, 권위주위적, 허용적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별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다.



대상 특성 구분 N %

아동

성별

남 652 50.90

여 629 49.10

연령(개월)

110 72 5.62

111 222 17.33

112 342 26.70

113 347 27.09

114 196 15.30

115 61 4.76

116 27 2.11

117 14 1.09

어머니

연령
20대~30대 623 48.63

40대 이상 658 51.37

최종학력

고졸 342 26.70

전문대졸 375 29.27

4년제대졸 483 37.70

대학원 이상 81 6.32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0차(2017)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생 

1,281명의 아동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81)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

권위적
1,3,5,7,9,12,14,16,18,21,22,25,

27,29,31,33,35,39,42,46,48,51,53,
27 .910

  표 2과 같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652명(50.90%), 여아가 629명(49.10%)이었다. 

아동 연령(개월)에서는 최소 110개월에서 최대 117개월의 아동들이며, 113개월이 

347명(27.09%)로 가장 많고, 117개월이 14명(1.09%)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평균

개월은 112.6개월(±1.4)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40대 이상이 658명(51.37%)이고, 

20~30대는 623명(48.63%)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342명(26.70%), 전문

대졸 375명(29.27%), 4년제 대학졸업이 483명(37.70%), 대학원 이상이 81명(6.32%)

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양육행동 척도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

해 아동행동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의 문항구성과 평가방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Robinson, Mandleco, Olsen, & Hart(1995)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2문항으로 

세 차원(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으로 권위적 차원은 애정/관여 11문항, 이성/유

도 7문항, 민주적 관계 5문항, 친절/편안함 4문항으로 총 27문항이며 권위주의적 차

원은 화내기 4문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6문항, 지시 4문항으로 총 20

문항이며 허용적 차원은 일관성의 부족 6문항, 방관 4문항, 확신 5문항으로 총 15문

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

렇다(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코딩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도

구의 하위 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및 Cronbach α 값은 표 3와 같다.

<표 3>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N=1,281)



55,58,60,62

권위주의적
2,6,10,13,17,19,23,26,28,32,37,

40,43,44,47,50,54,56,59,61
20 .881

허용적
4,8,11,15,20,24(*),30,34,36,38(*),

41,45,49,52(*),57
15 .616

전체 62 .741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

자아존중감 1,2,3,4,5 5 .755

*역문항(24,38,52)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

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것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응답자의 문항 이해

도를 높이기 9차년도 조사부터 일부 문항 내용을 조율하여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이)는 좋

은 면이 많니?’, ‘○○(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 ‘○○(이)는 소

중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니?’,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 총 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 ∼ ‘매우 행복해

요(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및 

Cronbach α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존중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N=1,281) 

3)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 ⍺

불안/우울
14,29,30,31,32,33,35,45,50,52,71,

91,112
13 .753

위축 5,42,65,69,75,102,103,111 8 .677

신체증상
47,49,51,54,56a,56b,56c,56d,56e,

56f,56g
11 .715

전체 32 .857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행동평가척도로 총119문항으로 8개의 하위척도(증후군 척도 

7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문제로서 문제를 겉으

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삭이는 편이기 때문에 내면화되고 과잉으로 통제된 ‘내재화 

문제행동’은 우울과 불안, 위축 그리고 신체증상으로 구성되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우울은 날카롭

고 곤두선 기분, 긴장, 스스로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며 불

안해하고 전반적으로 슬퍼 보이는 등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

다. 신체증상은 분명한 의학적 원인없이 나타나는 배변곤란, 설사, 두통, 메스꺼움, 배

앓이, 구토와 같은 신체적 불편감,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등의 

불분명한 예민함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위축은 연령대가 기대되는 것보

다 위축되고 어린 행동, 애정 표현이나 주변의 즐거운 놀이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평정척도로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

에서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

구성, 문항 수 및 Cronbach α 값은 표 5과 같다.

<표 5>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N=1,281)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2017년에 조사하고 2019년 12월 말에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한국아동의 횡단 종단적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하

기 위해 2008년에 출생한 2,150가구를 모집단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여 이후 매년 

아동, 부모, 담임교사, 사회 변인 등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도 10차 조사에 참여한 1281명 아동과 어머니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신뢰

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

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 α)값

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을 파

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검증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제4장 연구결과

1.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표 6>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 (N=1,281)

하위요인

남

(n=652)

여

(n=629)
t

M SD M SD

권위적 3.84 .38 3.86 .39 -.750

권위주의 2.41 .45 2.34 .45 2.734*

허용적 2.39 .34 2.36 .31 1.511

*p<.05

  표 6에서 양육행동의 세부영역 권위적 양육행동은 남아가 3.84점(SD=.38), 여아가 

3.86점(SD=.39)으로 여아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권위주의 양육행동은 남

아 2.41점(SD=.45), 여아 2.34점(SD=.45)으로 남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734). 허용적 양육행동은 남아가 2.39점(SD=.34), 여아가 2.36점(SD=.31)으로 남

아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N=1,281)

변인

남

(n=652)

여

(n=629)
t

M SD M SD

자아존중감 3.46 .45 3.51 .41 -1.711

*p<.05

  표 7에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아동성별에서는 남아가 3.46점(SD=.45), 여아가 

3.51점(SD=3.51)으로 여아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아동의 성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떠한가?

  

<표 8> 아동의 성에 따른 내재화 문제 행동 (N=1,281)

변인 하위요인

남

(n=652)

여

(n=629)
t

M SD M SD

내재화

불안/우울 1.97 2.43 1.80 2.29 1.262

위축 .90 1.46 .72 1.29 2.240*

신체증상 .74 1.35 .82 1.68 -.902

*p<.05

  표 8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아동성별에서는 남아가 3.61점(SD=4.32), 

여아가 3.35점(SD=4.45)으로 남아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세부영역에

서는 불안/우울은 남아가 1.97점(SD=2.43), 여아가 1.80점(SD=2.29)으로 남아가 높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위축에서 남아가 .90점(±1.46), 여아는 .72점(±1.29)

으로 남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40). 신체증상에서 남아가 .74점

(SD=1.35), 여아가 .82점(SD=1.68)으로 여아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은 하위요인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만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양육행동 하위요인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었

고(r=.111, p<.001), 권위주의(r=-.078, p=.005), 허용적 양육행동은(r=-.094, p=.001)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적 양육행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나 또래 관계 등

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행동 하위요인 권위

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이 있었고(r=-.153, p<.001), 권위주의(r=.145, p<.001), 허용

적 양육행동은(r=.169,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불

안/우울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r=-.129, p<.001), 권위주의(r=.119, 

p<.001), 허용적 양육행동은(r=.156,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위축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r=-.163, p<.001), 권위주의

(r=.168, p<.001), 허용적 양육행동은(r=.189,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문

제행동의 신체증상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r=-.094, p=.001), 권위주

의(r=.083, p=.003), 허용적 양육행동은(r=.076, p=.006)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적 양육행동일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내재화문제

행동의 하위요인인 불안/우울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이 있었고(r=-.096, p=.001), 

위축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142,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9>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                                                  (N=1,281)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권위적 권위주의 허용적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r(p)

양육

행동

권위적 1

권위주의
-.489

1
(.000)*

허용적
-.480 .508

1
(.000)* (.000)*

자아존중감
.111 -.078 -.094

1
(.000)* (.005)* (.001)*

내재화 

문제

행동

불안/우울
-.129 .119 .156 -.096

1
(.000)* (.000)* (.000)* (.001)*

위축
-.163 .168 .189 -.142 .624

1
(.000)* (.000)* (.000)* (.000)* (.000)*

신체증상
-.094 .083 .076 -.043 .523 .425

1
(.001)* (.003)* (.006)* (.128) (.000)* (.000)*

*p<0.05



<표 10> 권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위적 양육

3. 매개효과 검증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고 2단계에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며 3단계 매개변인이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이 영향력이 감소하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면 부분매개효과를, 독립변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 번의 중다회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산출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림 2] 매개효과 검증 모형

1) 권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위

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권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위적 양육행

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는 표 10과 같다.



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구분

B SE
β

p R2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권위적 불안/우울 -.794 .171 -.129 .000 .017

2단계 권위적 자아존중감 .126 .031 .111 .000 .012

3단계

권위적

불안/우울

-.738 .171 -.120 .000

.023

자아존중감 -.451
.151 -.083

.003

1단계 권위적 위축 -.585 .099 -.163 .000 .027

3단계

권위적

위축

-.535 .099 -.149 .000

.042

자아존중감 -.400
.088 -.126

.000

1단계 권위적 신체증상 -.370 .110 -.094 .001 .009

3단계

권위적

신체증상

-.356 .111 -.090 .001

.010

자아존중감 -.114
.098 -.033

.246

p<.001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권위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에 미치

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29, p<.001), 위축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며(β=-.163, p<.001), 신체증상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β=-.094, p=.001). 2단계에서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설명력이 



<표 11>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위주

의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구분

B SE
β

p R2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권위주의 불안/우울 .625 .145 .119 .000 .014

2단계 권위주의 자아존중감 -.075 .027 -.078 .005 .006

3단계

권위주의

불안/우울

.589 .145 .113 .000

.022

자아존중감 -.475
.151 -.087

.002

1단계 권위주의 위축 .514 .084 .168 .000 .028

3단계

권위주의

위축

.483 .084 .158 .000

.045

자아존중감 -.414
.087 -.130

.00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11, p<.001).  3단계에서 권위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

행동의 불안/우울, 위축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신체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권위주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

위주의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권위주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위주의 양

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표 11과 같다.



<표 12> 허용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허용적 양육

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구분

B SE
β

p R2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허용적 불안/우울 1.138 .202 .156 .000 .024

2단계 허용적 자아존중감 -.126 .037 -.094 .001 .009

1단계 권위주의 신체증상 .279 .094 .083 .003 .007

3단계

권위주의

신체증상

.269 .094 .080 .004

.008

자아존중감 -.127
.098 -.036

.194

p<.001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권위주의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에 미

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19, p<.001), 위축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며(β=.168, p<.001), 신체증상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β=.083, p=.003). 2단계에서 권위주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78, p=.005). 3단계에서 권위주의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

제행동의 불안/우울, 위축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허용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허용

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허용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허용적 양육행

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표 12와 같다.



3단계

허용적

불안/우울

1.082 .202 .148 .000

.031

자아존중감 -.448
.151 -.082

.003

1단계 허용적 위축 .807 .117 .189 .000 .036

3단계

허용적

위축

.757 .117 .177 .000

.051

자아존중감 -.400
.087 -.126

.000

1단계 허용적 신체증상 .357 .131 .076 .006 .006

3단계

허용적

신체증상

.342 .132 .073 .010

.007

자아존중감 -.125
.098 -.036

.202

p<.001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허용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에 미치

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56, p<.001), 위축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β=.189, p<.001), 신체증상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β=.076, p=.006). 2단계에서 허용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β=-.094, p=.001). 3단계에서 허용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

의 불안/우울, 위축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신체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7년 10차 자료 초등학교 3학

년 1,281명의 ‘어머니용’, ‘아동용’, ‘보호자용’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유의하지

만 다소 낮게 나타났다.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

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애정적, 편안함과 이성적, 민주적인 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비일관적, 비이성적 벌주기, 지시, 방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나 또래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상관이 있고(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상

관을 나타내는 송영이(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

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육성환, 201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

라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권수현(2020)의 보고와 일치한다. 양육

행동이 수용적, 자율적이며 성취기대가 낮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남숙(2011)의 연구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

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박혜선, 2015),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된다는 서혜옥(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모 자녀 관계와 

양육 방식 등에 영향을 주어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하여 부적응 

형태로 나타난다는 어유경(2005)의 연구 보고와 자녀를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로 돌볼수록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서선숙, 

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

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아동의 학교내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보고한 정가

현(201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위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불안/우울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위축은 권위적 양육

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

었다. 신체증상은 권위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

용적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감정과 욕구에 적절히 반응과 관여를 보이며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내기, 비이성적, 비일관적 관

계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임을 

보고한 이은주(2010)의 연구결과와 가족환경이 우울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어유경, 2005)한 연구결과 뒷받침 한다. 서유정(2016)의 연구에서 방임과 

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

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강화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김광응, 이미애, 1995) 보고를 뒷

받침한다. 최혜선(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은 아동의 위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귀연(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 양명재(2012)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과 과보호 양육행동은 아동의 위축 행동 및 우울과 정적상관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위적 양육행동이 불안/우울,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불안/

우울,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

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양육행동이 불안/우울,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에정적, 이성적, 민주적 관계일 때 자

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비이성적이거나 비일관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이 되어 내재화 문제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강화시키며 외부와의 단



절, 고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예미숙, 오경자, 2012) 지지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처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지지들을 낮게 지각하

고 대처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는 이광희(2002)의 연구

를 지지한다.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이는 정서문

제와 관련이 깊다는 보고(심희옥, 1997)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많다(오환영, 2008)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정적

으로 평가할수록 높은 위축 행동을 보이는 김수미와 이숙(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이영욱(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 불안, 신체화와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은 위축 행동을 보

인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으로 아동의 특성, 즉 자아존중감과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조운녕, 2003). 이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내재화 

문제행동을 낮추기 위해서 긍정적 양육행동이 필요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아동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향상되고 학교생활과 일상에서의 어려움 없이 정서적 안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기초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이다. 패널자료의 대상으로만 한정

시킴으로써 타당성과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을 

확장한 연구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아동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매개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또

래나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에 다양한 환경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하였던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

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을 통하여 이들 변인 간의 더 밀접한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

감이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

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관계를 알 수 있었고,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

았던 내재화 문제행동에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관찰되기 어려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가족 간의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증진, 사회성 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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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s a significant relation to the child's self-respect and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and to find out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Data from 1,281 children 

and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in 2017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self-esteem?

  1-1.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self-esteem and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1-2.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self-esteem and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1-3.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self-esteem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2. I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2-1.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2-2.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2-3.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3.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behavior of a mother and the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1,281 10-year-ol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year (2017)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llected by the Parent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Parenting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ree scales,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as a scale modified by the researchers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elf-respect was measured by five questions for children at CAPI on a 

revised and complementary scale by Korean children's panel researchers. 

To measure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e CBCL scale used by the 

Korean Children's Panel researchers was evaluated, and three factors were 

measured: anxiety/depression, atrophy, and physical symptoms. The 

collected data used reliabilit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In addi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um-to-multiple retur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plain the influence and mediated effects of research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self-respect in parenting behavior was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had a sense of self-respect and static correlation, and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and allowable parenting behavior had an ineligibility.

  Secon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of the mother was that the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was inadequate and the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and the allowable parenting behavior was static. Anxiety/depression had an 

amulet to do with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had a static correlation. Atrophy was ineligible to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authoritarian parenting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was static. Physical symptoms were ineligible 

to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authoritarian parenting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were static.

  Third, after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it was 

found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ffects anxiety/depression and 

atrophy, self-respec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self-respect has no 

mediated effect in the effect on physical symptoms. The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affects anxiety/depression and atrophy,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no mediated effect in the impact on physical symptoms.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impact of acceptable parenting behavior on anxiety/depression and atrophy, 

and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no mediated effect in the impact 

on physical symptoms.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s form high 

self-esteem, thereby reducing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anxiety/depression and atrophy, and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s form low self-esteem, thereby increasing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anxiety/depression and atrophy.

  As such, this study confirm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 child's self-respect and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and demonstrated the partial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intrinsicization problem 

behavior. A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self-esteem, and this influence also affects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and can help or hinder the child's emotional need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t revealed the mediating role of respect.  It was 

also suggested that self-respect should be studi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variables as it is affected not only by parenting 

behavior but also by cognition, peers and social environments.

  



내 

재 

화

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불안/우울

14 잘 운다. ⓪ ① ②

45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⓪ ① ②

91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⓪ ① ②

위축

5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⓪ ① ②

69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⓪ ① ②

10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⓪ ① ②

문 항 내 용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는 좋은 면이 많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부 록

1. 한국아동패널 10차(2017년도) 질문지

1) 자아존중감 

⦁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됩니다.

2) 내재화 문제행동 

⦁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신체증상

51 어지러워한다. ⓪ ① ②

54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한다. ⓪ ① ②

56c 메스꺼움 ⓪ ① ②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에게 설명하기 보다는 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의 친구들 이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잘할 때, 칭찬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와 농담을 하고, 놀아주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나의 기대와 상반되게 행동하였을 때에도 꾸짖거나 비판

하는 것을 일단 보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했을 때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설명없이 아이의 권리를 뺏는 벌을 주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의 응석을 잘 받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실망할 때, 이해하고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행동 

⦁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를 편안하게 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기대를 아

이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꾸짖고 비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꽉 잡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아이에게 벌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벌을 주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에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가족규칙을 정할 때 아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이와 다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이를 잘 기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아이에게 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아이의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아이가 노력한 것이나 성취한 것에 대해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남겨 두는 벌을 주기도 한

다.
① ② ③ ④ ⑤

29) 아이 스스로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북

돋아줌으로써 그 행동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침으로써 아이가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나 걱정거리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아이에게 실제로 벌을 주는 것보다 더 자주 벌을 주겠다고 위협

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아이를 껴안아 주거나, 뽀뽀해 주거나, 손잡아 주는 것으로 애

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아이를 훈육하는 한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를 지적하고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아이에게 실수할 경우, 나는 아이에게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아이가 소란을 일으키면 아이의 뜻을 따라준다. ① ② ③ ④ ⑤

4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아이에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아이가 잘못 행동했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5)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이와 함께 따듯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47) 아이가 싸울 때, 먼저 야단을 치고 나중에 싸운 이유를 물어본

다.
① ② ③ ④ ⑤

48) 아이와 내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아이가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어떤 보상을 주

겠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아이의 행동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아이를 꾸짖거나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아이를 위해 잘 짜여진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아이에게 아이의 좋고 나쁜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에게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여행이나 주말 일정과 같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아이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6)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내가 엄마니

까” 혹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7)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8) 아이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9)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0)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더 나은 행동으로 이끌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1)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밀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2)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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