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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태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어

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척도

와 자녀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였고 부모교육 특성을 묻는 항목을 선정하여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수된 총 227부의 설문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χ2 검증, t-test와 ANOVA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종학력에 따

른 정서적 방임과 자녀수에 따른 전체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또한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연령대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 첫 부모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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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집단별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적 양육태

도,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및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

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전체 양육태도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그리고 자율-통

제적 양육태도와 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이는 부모교육 인식이 높을수록 애정적

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는 전체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교육 시기가 출산 후보다

는 출산 전에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부모의 정

서적 외상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모교육 특성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사회

복지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성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아동학대, 가정폭력, 자녀양육태도,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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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한다. ‘잘 키운다’라는 뜻은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자녀의 양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옛말을 살펴보면 ‘미운아이 떡

하나 주고, 예쁜 아이 매 하나 더 때린다’, 또는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릇 못 고친

다’(김은주 외, 2006) 등 귀한 자식일수록 엄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가부장권(家父長權)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

연스럽게 폭력민감성이 낮아지며 폭력을 수용하는 문화로 이어져 왔으며, 2018년

을 살고 있는 현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

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질

병을 포함하여 자연재해, 사건 및 사고를 포함한 사회적인 위험, 각종 폭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차적인 사회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크게 부부사이에서 발

생하는 폭력행위와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

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부부싸움의 목격· 노

출경험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

의 입장에서 이러한 폭력경험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신

체적인 외상경험이 된다.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에 대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

는 학대후유증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Talley 등

(1994)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빈도와 아동학대 경험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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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evanarayana 등(2014)은 십대의 소화기계 질환과 아동학대의 관련을 보고하

였으며 Rajindrajith 등(2014)은 변비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및 성학

대와의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심리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먼저 Shields 와

Cicchetti(1998)는 외상경험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기가 쉽다고 하였고 Lyons‐Ruth 등(1990)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

성의 문제가 발현된다고 하였으며, Salzinger 등(2001)은 반사회적 행동과 교우관

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Allen, 1982; Culp et al., 1991; Fox et al., 1988; Gowan, J. 1993)고 하였으며,

안동현 외(2003)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자

아존중감의 저하, 우울감, 내재화된 공격성 등 보다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경숙(2008)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

울,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하였다. 부부폭력 목격경험

이 있는 아동은 높은 불안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분노와 기질상의 문제들

을 경험하고 청소년 폭력 비행행동의 가능성인 성적도발, 스릴을 추구하는 행동,

약물남용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 반복적인 가출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과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 및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dleson, 1997; Everstine & Everstine, 1993; 김재엽

외 2013; 김정옥·장덕희, 1999; 신복기·이성진, 2012; 이아영·유서구, 2011; 장희숙,

2000; 조성상·이서원, 2006). 또한 김환과 한수미(2015)는 아동학대의 경험이 타인

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 하였다. 아동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에 대한 연구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연구(Laner & Thompson, 1982; Riggs, et al, 1990; 이미선·김한

나, 2015 재인용)와 폭력이나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Bolger &

Patterson, 2001; Voorthuis, et al., 2014; 김예정·김득성, 2006; 김재엽 외, 2007;

노충래·김현경, 2004; 조춘범·조남홍, 2011)가 있으며 피학대 경험이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최옥순, 200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이 겪은 외상경험은 폭력에 둔감하게 되고 폭력감수성을 떨어뜨리며

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학대



- 3 -

의 후유증은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기혼남성의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심층 분석한 연구(이인선 외, 2017)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비율은 23.2%,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

한 비율은 58.9%,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32.2%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

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15.4%,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4.0%,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기 가정폭력 피해 또는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배우자 폭력의 피해 혹은 가해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로 전이(Buzawa, et al., 2017)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6.8%가 아동의 부모이며 중복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44.9%) 유형

이 가장 높고 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양육에 동참을 하였지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

족형태 - 부부자녀가정, 한가정, 미혼 부·모가정, 조손가정, 미성년가정, 이혼가정,

다문화 가정, 동거가정 등 – 에서의 양육은 주양육자인 부모가 전담하게 되었으

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출생의 기쁨도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에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김희경, 2017). 그리

고 많은 경우 자신이 경험했던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Belsky & Vondra,

1993; Fincham, 1994; 권영임, 2011 재인용; 성미혜·주경숙, 2007; 이진선·정문자,

2007; 전현진·박성연, 1999). 이세현 외(2018)는 지난 15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대발생률이 낮아지고 부정적 양육

태도일 때 학대발생률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정리하면 부모 자신의 아동기 시

절 긍정·수용·애정·자율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한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자

녀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거부·통제·폭력 등의 양육경험을 한 부모들

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부모

의 권리로 여기고 엄한 훈육과 체벌을 사용하며 학대로 인식하지 못한다(송은주,

2006).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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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학대를 행하는 악순환으

로 연결된다(Silverman & Rugusa, 1992; 김상미·남진열, 2011; 김인순, 2002). 결

국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를

행하게 된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은 상실되어 폭력이 학습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면서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Belsky & Vondra,

1993; 박미옥, 2012; 서인원, 2015; 정혜정, 2003)이 발생한다. 이와 반면에 양육자

가 아동기에 외상경험과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경험했어도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김복자(2016)의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주양육자인 부모는 자신의

아동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밑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해야 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에 자녀양육법

을 습득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부모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송정해 외, 2008). 이영석 외(2005)

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요구, 양육경험의 본보

기나 기준의 부재, 부모와 자녀 요구의 조화를 위한 부모의 전문적 역량강화 등

을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한다(고경필, 2017). 또한 부모교

육을 통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윤혜영, 2006)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율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김길숙, 2017). 따라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의 증가로 최근 5년 평균

2.78%의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아동납치사망사건

을 계기로 전국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되고 있으

며 2008년부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선포하며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에 민감하게 대

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를 대

상으로 그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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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영역에서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2-1. 정서적 학대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정서적 방임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3-1. 부모교육 유형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부모교육 횟수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3. 부모교육 시기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4. 부모교육 인식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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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적 외상경험

외상(外傷, trauma)이란 의학용어로서 몸의 겉에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로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생긴 심리적인

상처까지도 포함한다. 외상은 발생횟수에 따라 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등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일회성 외상과 부

모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인 반복적 외상이 있다(Allen, 2005; 권석만, 2003). 또한 대인관

계 관여도에 따라 인간 외적인 외상, 대인관계 외상, 애착외상으로 나뉜다. 이 중

애착외상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

서 생긴 심리적 상처로, 대부분 가정 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체

적인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성폭행을 포함한 성적학대 등을 말한

다(Bernstein et al., 2003; 허남순, 1993). 안현의(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력

성격을 나타내는 외상을 복합외상이라고 하였고 아동기 학대피해, 가정폭력의 피

해, 포로경험, 난민경험,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 탈북자의 외상경험, 군복무

부적응자, 학교폭력 피해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

인 외상은 개인과 의존적 관계에서 고의로 타격을 주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외

상이라고 하였다(Allen, 1995; 이승주,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

경험을 아동학대의 유형1) 중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한정한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아동의 보호자

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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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적 학대

(1) 정서적 학대의 개념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

항)로 정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한 복지차원의 광의적 개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라고 정의

하며, 구체적인 행위로는 원망·거부·적대적 또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쫒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

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대한

의사협회, 2006).

먼저 선행연구를 통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McGee(1991)는 정서적

학대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아동에게 취약성을 야기하며 심리적인 손상을 초래

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Steels(1980)는 정서적 학대의 정

의를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 모독하며 책임의 전가, 신체적 위

협 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거부적 학대의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고성혜(1992)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知的)불구로 만들고,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이

라고 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폭언·무시·모욕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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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폭력과 체벌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Kempe et al., 1962; 김에스더, 2018 재인용). 이 밖에도 아동

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자르는 행위, 아동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에게 배우자를 험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즉,

정서적 학대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언어 또는 행동을 통하여 아동에게 심리적이

고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아동의 인격손상 및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지만, 정서적 학대 피해는 겉으로 보이는 상해나 손상이 거의 없

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2017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분포에서 정서적 학대가 15,346건(44.19%)으로 가장 많았

고, 2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중복학대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8).

(2) 정서적 학대의 영향

정서적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외상은 다양

한 행동적·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하였다(McGee

et al., 1997; Mullen et al., 1996; 김은정·김진숙, 2008). 김재엽과 양혜원(1998)은

신체화 증상과 정서적 학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신체적 건강문

제인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 질환, 고혈압, 발달지연 등 과의 관련을 밝혔다

(Bowlby, 1951; Burlingham & Freud, 1944; Coleman & Provence, 1957).

Briere와 Runtz(1988)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과 우울증, 도벽, 거짓말 그리

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

계에서 분노와 적개심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Browne &

Finkelhor, 1986)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기비하 등

내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Briere & Runtz, 1988; Caples & Barrera,

2006; Clausen & Crittenden, 1991; Egeland & Erickson, 1987; Finzi-Dottan &

Karu, 2006). 또한 내재화된 공격성(안동현·강지윤, 2003)과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김혜인 외, 2012). 하수홍과 장문선(2013)은 성인기 경계성 성격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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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 피해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감정표현의 어

려움을 보고하며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성격장애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권지은 외, 2012). 또한 정서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

다 장기적인 심리적 기능 손상과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도 하였다(Mullen et al.,

1996: 한지은, 2013 재인용).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시적인

증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의 영향은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정서적 방임

(1) 정서적 방임의 개념 및 영향

정서적 방임은 보호자를 포한한 성인이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심

리적 필요, 즉 사랑과 소속감, 양육과 지지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이

유경, 2006), 아동에게 관심이 없는 양육자의 태만 또는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라

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참거나 무시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훈육의 부재는 아동의 공격

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되고(Arnold et al, 1993), 아동이 규칙이

나 기대를 명확히 배우는 데 방해가 되어 부적절한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김

현정, 200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임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좌절된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유아가 불안정한 애착과 대인관계 표상을 갖게 하고,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져 공격성과도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강기

숙⋅이경님, 2001; 박미진⋅강지현, 2012; 윤진주 외, 2005; 이성복⋅신유림,

2010). 또한 방임된 유아는 발달지연, 우울 및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도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명재⋅방희정, 2014).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을 연구한 김홍석(2017)은 정서적 학대에

서 부모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심하게 야단을 쳐서 기를 꺾는 행위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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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의 정서학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3) 가정폭력 노출경험2)

(1)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서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Straus et al., 1996; 조영조, 2012 재인용)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를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

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부부간의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과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인선 외, 2017)

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하거나 인지

한 경우로 한정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Hughes et al., 1989; O'Keefe, 1994; 신혜섭, 2000; 양혜원·전

명희, 2001). 구체적인 징후로는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언어문제, 야뇨증, 불면

증, 우울증, 자살, 공포, 수면거부(Markward, 1997; 정인숙, 2003 재인용)과 자존

감 저하, 정체성 문제, 대처능력, 낮은 학업성취도 및 높은 자살 충동률 등의 정

신적 문제의 유발(Belt & Abidin, 1996; Bolger & Patterson, 2001; 김은주·조경

미, 2011, 재인용)과 적응행동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Graham-Bermann & Levendosky, 1998; 박언주, 2013)이 있으며 학교 폭력과도

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목격경험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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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재엽 외, 2013; 김정옥·장덕희, 1999; 장희숙, 2000).

Edleson(1997)은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분노 등을 경험한다

고 하였다(박언주, 2013 재인용). 격렬한 부부갈등을 목격한 아동은 슬픔과 두려

움을 느끼고 무력감이 더해져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Grych & Fincham, 1993; Long et al., 1988)가 있으며 Feldman과

Downey(1994)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초기 성인기의 높은 거부 민감성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홍기순(2008)은 아동기 가정폭력 유경험 성인은 자신도 폭력

의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울증,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Kwok et al., 2013; 나은숙·정익중, 2007). 종합하면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악

영향을 끼치고 아동의 행동을 지배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김홍석(2017)은 제주도에 거주중인 초등학

생 아동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며 아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국 22,367건 중 344건으로 전체의 1.35%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그 숫자

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3월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부모교육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아동학회(1989)는 ‘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고 한국부모교육학회(1997)에서 부모교육이란 ‘역할 인식과

역할수행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적 활동을 유도하여 부모가 되는 일

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 자녀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경험’이라 하였다. 이순형

외(2010)는 부모교육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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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신용주와 김혜수(2002)는 ‘부모가 부모역할 기능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Becher(1982)는 ‘부모교육을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

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직화된 행동’으로 보았으며 Harman과

Brim(1980)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부모

교육의 개념이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볼 때 부모교육

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의식

주를 제공함은 물론, 애정과 사랑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자녀의 성

장단계에 따른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며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종류

현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되는 부모교육에는 체계적 부

모효율성 훈련프로그램(STEP),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PT), 부모효율

성 훈련프로그램(PET),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5)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조경란 외, 2013)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 및 프로그램을 제

작하고 있다(김길숙, 2017). 부모교육의 방법에도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에서 토의

식, 집단상담, 부모코칭 등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3) 부모교육의 효과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먼저 부모교육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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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시선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바람직한 자녀양

육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김경화, 2003; 김진이, 2006; 양미진 외,

2010; 정교영, 2011). 이현림 외(2007)는 부모의 태도 및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

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김상언(2015)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 중

심적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호균 외(2001)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김윤희(2017)

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이수 후 만족한 결과가 있었으며 김수진

(2016)은 부모교육 경험을 한 부모들보다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들이 많았으

며,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요일, 시간이 부모교육 참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연구에서 김홍석(2017)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여부를 확인하며 구체적인 부

모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좋은 부모교육이 많아도 부모들의 관심부재를 제시하면서 ‘부모교육의

참여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부모교육

의 연구동향 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연구와 개별 부모

의 삶을 돌아보고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

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김미숙, 2013). 또한 부모교육을 받았으나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찰되지 않았다면 이후 시간이 지나게 되

면 부모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부모교육 이전의 양육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Didier, 2008; Iacoboni, 2009; 조형숙·김명하, 2013 재인용).

이렇듯 부모교육은 성공적인 자녀양육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

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역할이 점

점 물질적인 지원자로 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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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가정은 아동이라는 한 사람이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관계 내에서 학습과 경

험 등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다. 자녀는 주 양육자인 부모의 가치

관과 양육태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익히고 성장하며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국성민, 2007).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

펴보면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양

식(국립특수교육원, 2009)으로 같은 개념으로는 양육행동, 양육신념, 양육 스타일

등의 여러 용어들이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다(이숙희 외, 2009).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Spencer와 Spencer(1993)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교

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또는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Smith(2003)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해진 문화 내에서 키우고 교육하는 행동의

경향성 또는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

는데 있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라고 정의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동의 주양육

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다

양화 등 사회적인 변화로 점차 부모 또는 아버지, 조부모 등 양육자의 범위를 확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어머니의 취업관련,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인권의식,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등이 있으며

그 중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숙

(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 자아

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및 성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owlby(1971)는 아동기 시절 어머니와의 경험에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유형이

내재화되고 이후 다양한 인간관계에 영향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현진(1998)

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관련한 연구에서 독립·수용적인 양육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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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높은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인 양육태도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아동기 시절 긍정적인 양육경

험이 있는 자녀는 부모가 되었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권영

임, 2012; 이숙희 외, 2009; 이진민, 2011) 양육태도의 세대 간의 영향력을 강조하

였다(장영심·조영숙, 2014).

종합하면, 부모는 자녀의 생애초기 인간관계의 대상으로 자녀는 부모의 모습과

태도, 가치관 등을 통해 자신의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성장하여 부모

가 되어서까지 그 영향이 지속됨을 추측할 수 있으며 아동기의 경험은 자신의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2) 자녀양육태도의 유형

양육태도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Symonds(1949), Schaefer(1959), Becker(1964), Baumrind(1967) 등이 있다.

Symonds(1949)는 처음으로 양육태도의 체계화를 구축한 학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이라는 두 개의 큰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이지윤,

2017 재인용). Becker(1964)는 수용-거부, 심리적 자율-심리적 통제, 확고한 통제

-느슨한 통제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민주적 양육태도, 관대한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초조한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조직

적 양육태도 마지막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으며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허용적인 양육태도

로 분류하였다(국성민, 2008),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는 Schaefer(1959)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

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적대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적 조장-독

립적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부정적, 의존성- 독립성의 7가지 태도 요인으

로 분류한 이원영(1983)의 연구가 있다. 김재은(1987)은 가족형태를 화목-불화 가

정, 허용-엄격한 가정, 친애-소원형 가정으로 분류하였고, 이숙(1988)은 어머니들

의 양육행동을 실제로 조사하고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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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인 참여, 과보호, 성취, 일관성 있는

규제로 나누었다. 허묘연(2000)은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 요인을 연구하여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로 구분된 방

육방식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지윤(2017)은 양육태도를 크게 애정적, 통

제적, 긍정적, 부정적인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많은 모형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Schaef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아동의 출생부터 초기청년기까지

의 30여년 동안을 기록하며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두 개의 차원 즉, 애정-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양육태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장은주, 2018 재인용). 다음의 [그림 1]은

Schaefer의 양육태도의 네 가지 모형이다(우정희, 2002)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1965)

애 정

지나친 접촉 수용

협동

의존성 조장 민주적

과보호 자유

통 제 자 율

거리감

독재적

권위적 무관심

요구반복

적의
거 부

소홀

출처 : 우정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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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애정적·민주적·자

율적·허용적·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지적수준

이 높고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

2) 애정적-통제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제약과 통제를 하는 엄격한 양육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를 독

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심리적 과보호, 체벌

과 행동 및 언어 등을 제한하는 태도로 부모의 경험을 통해 자녀의 삶을 계획하

고 결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자녀가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

한 자녀는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사교성과 창의력이 적고 적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원영(1983)은 애정적-통제적 태도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보인

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과보호적 태도의 성향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3)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동시에

하면서 자녀의 행동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무관심, 냉담함, 거리감,

태만과 방임하는 태도이다. 이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

절하지 못하여 소극적인 태도 등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보이며, 심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4)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애정-자율적 양육태도와 정반대인 양육태도로서 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자녀를 수용, 용납하지 못하며

자녀의 행동을 체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부모의 기분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분노,

내적 갈등과 고통, 불순종, 반항, 퇴행, 자학 등의 행동양식과 방어기제인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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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문제가 발현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감의 결여를 비롯해 독창성과 주체

성이 결여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고후순, 1985).

4. 정서적 외상경험, 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 간의 선행연구

독립변수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부모의 아동기 시절 친모에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

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거부 또는 과보호적으로 대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이정희, 1986), 자녀를 부정적인 태도로 대한다(이진선·정문자, 2007). 또

한 아동기 학대외상을 해결하지 못한 성인은 부모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

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부정적인 정서, 우울, 고립감을 느끼고, 민감한 양육행동

을 보이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Leon & Hazen, 2004; 이승주, 2010 재인용). 특

히 부모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적대적인 양육태도 보이고, 신체적인

학대 경험은 통제적 양육태도를 방임의 경험은 안일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이승주, 2010). 이러한 학대경험은 양육자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감소

시킨다(이승주, 2010; 김복자, 2016). 양인화(2016)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학

대가 낮아지고 부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학대 발생이 많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 처벌적인 양육태도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지연, 2001; 이세현 외, 2018). 이렇듯 부모가 어린시절에 겪었던

아동학대를 비롯한 외상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대를

거듭해서 전이가 되는 특성이 있다(김정희, 2012).

독립변수인 부모교육과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강경애, 2010; 김미숙, 2013; 김성숙, 2012; 신성희·원정숙,

2009; 안유자, 2000; 여순화, 2018; 예소현, 2004; 이명순, 2009 ;이재림 외, 2013;

조경란 외, 2013; 최우미, 2015). 또한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되고 자녀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공병진, 1992; 김재연,

1992; 이동천, 1993)도 있었다. 김성자와 이미숙(2003)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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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문제행동 수정에 효과적

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아동기 시

절 겪었던 외상경험과 양육태도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양육태도에 있어서

긴밀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의 일

반적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한정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인 부모

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이 특성이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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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대, 학력, 자녀수

▪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 정서적 학대

- 정서적 방임

- 가정폭력 노출경험

▪ 부모교육 특성

- 교육유형

- 교육횟수

- 교육시기

- 교육인식

▪ 자녀양육태도

- 전체 양육태도

-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그리고 자

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녀양육태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첫 번째 독립변수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가

정폭력 노출경험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독립변수인 부모교육 특성은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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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은 유형, 횟수, 시기,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Schaefer(1959)가 제안한 양육

태도에 대한 모형을 근거로 하여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

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를 기초로 전체 양육태도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학력,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하

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

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

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연구대상자의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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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5.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8.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5.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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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7.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8.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9.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0.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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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항목과 부모

교육의 특성 관련 7개 항목, 자녀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1개 항목,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 세부항목 척도 문항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Ⅰ-1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름

4점척도 15

Ⅰ-2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존재의 부정)

Ⅰ-3 미워하는 사람을 느낌

Ⅰ-4 모욕적인 언사와 심한 말

Ⅰ-5 정서적 학대 인식

정서적
방임

Ⅰ-6 사랑받음

Ⅰ-7 소중한 존재

Ⅰ-8 가족의 친밀함

Ⅰ-9 가족의 지지

Ⅰ-10 가족의 배려

가정폭력
노출경험

Ⅱ-11 모욕적인 언사와 심한 말

Ⅱ-1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참

Ⅱ-13 뺨을 때림

Ⅱ-14 물건으로 때림

Ⅱ-1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부모교육
특성

Ⅳ-1 부모교육 경험

7

Ⅳ-2 부모교육 형태

Ⅳ-3 부모교육 횟수

Ⅳ-4 부모교육 받은 시기

Ⅳ-5 부모교육 인식 5점척도

Ⅳ-6 부모교육 적절 시기

Ⅳ-7 부모교육 미참가 이유(기타)

 은 역문항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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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 세부항목 척도 문항

자녀
양육
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Ⅲ-1 자녀의 방식으로 놀아줌

5점척도 31

Ⅲ-2 자녀가 도움을 원할 때 도움

Ⅲ-3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움

Ⅲ-4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음

Ⅲ-5 자녀를 존중하고 대화함

Ⅲ-6 애정표현을 잘 함(포옹 등)

Ⅲ-7 자녀의 행동, 성취한 일에 관심

Ⅲ-8 자녀의 존재를 기쁘다고 말함

Ⅲ-9
자녀의 흥미, 관심거리에 자주 대화하고 도

움을 줌

Ⅲ-10
자녀의 문제행동에 타인에의 의논, 도움을

받음

Ⅲ-12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에 참석

Ⅲ-28 외출 시 동반

Ⅲ-30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

Ⅲ-31 자녀가 아플 때 함께 지냄

자율적
양육태도

Ⅲ-11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면 내벼려 둠

Ⅲ-13 자녀가 타인들과 잘 사귄다고 생각함

Ⅲ-1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게 함

Ⅲ-15 자녀행동에 자유를 줄 용의가 있음

거부적
양육태도

Ⅲ-16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

Ⅲ-17 자녀 요구 무시

Ⅲ-18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남

Ⅲ-19
자녀의 행동을 참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침

Ⅲ-20 자녀의 행동 및 태도 중 고칠 점이 많음

Ⅲ-21 자녀양육을 다른 사람이 해 주길 바람

Ⅲ-22 직장, 일이 권태롭거나 지겹다고 생각함

Ⅲ-23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말함

통제적
양육태도

Ⅲ-24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Ⅲ-25
자녀의 생각은 부모가 알고 있어야 교육할

수 있음

Ⅲ-26 가정 내 규칙, 규율을 설정함

Ⅲ-27
자녀가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

록 적극 도움

Ⅲ-29 취침시간에 자도록 엄격히 함

 은 역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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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측정은 Berstein & Fink(1998)에

의해 개발되고, 이유경(2006)과 김은정(2009)에 의해 번안되고 타당성을 확보한

아동기 외상질문지 단축형(CTQ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

다. 이 측정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을

폭넓게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로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

체적 방임 그리고 성적 학대의 5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각 5문항씩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위

요인인 정서적 학대 요인과 정서적 방임 요인을 사용하였다. ‘전혀 없음(0)점’,

‘드물게 있음(1)’, ‘가끔 있음(2)’, ‘자주 있음(3)’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정

서적 방임은 0점 방향이 부정적으로 역채점을 한 후 다시 1점부터 4점으로 점수

변경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에 의해 고안되어 활용된 갈등관리행동척도(CTS: The Confict

Tactics Scale)를 근거로 오혜정(2004)의 선행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된 10개 항

목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00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에서 정서적 학대 Cronbach’s α= .814, 정서적 방

임 Cronbach’s α= .938,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Cronbach’s α= .853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학대 5문항 .814

정서적 방임 5문항 .938

가정폭력 노출경험 5문항 .853

전체 문항 수 및 전체 신뢰도 15문항 .900

주) 정서적 방임은 역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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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교육 특성

본 연구의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부모교육의 일반적 견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윤명선, 1990; 정인오, 1993; 이은경, 1995)를 기초로 윤은혜(2013)와 최

지현(2016)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 문항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항목을 도출하

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경험 유무, 부모교육의

유형, 부모교육의 참여횟수,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및 적절 시기에 대한 의견, 부

모교육 참여 후 도움이 된 인식 정도, 부모교육 불참 사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특히 부모교육 인식정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터 ‘아주 도움이

되었다’ 까지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명목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3) 자녀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로서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

도 검사 도구를 기초로 국성민(2008)이 수정 및 보완하고 장은주(2017)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태도를 애

정-거부축과 자율-통제축으로 제한하여 4개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이루어진 31개 문항을 ‘아주 그렇다(1점)’, ‘그

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으로 리커

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1점(아

주 그렇다)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측정 점수를 역채점을 하였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1점(아주 그렇다)이 부정적 태도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였

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의 유형으로 파

악하고,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문항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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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였다. 국성민(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03이었고 장

은주(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녀양육태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858으로

변인의 각 하위요인마다 애정적 양육태도 Cronbach's α=.843, 거부적 양육태도

Cronbach's α=.802, 자율적 양육태도 Cronbach's α=.630, 통제적 양육태도

Cronbach's α=.626 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양육태도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수 신뢰도

애정적 양육태도 14문항 .843

거부적 양육태도 8문항 .802

자율적 양육태도 4문항 .630

통제적 양육태도 5문항 .626

전체 문항 수 및 전체 신뢰도 31문항 .858

주) 애정, 자율적 양육태도는 역문항임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의 부모를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로

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survey method)를 통하

여 이루어졌고,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241부가 회수되어 75.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27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 29 -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각 변수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T-test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ANOVA(일원분산분석)를 실시하였고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집단 간 분포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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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자녀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교

육 경험, 부모교육 형태, 부모교육 횟수, 첫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적절시기에

관한 부모교육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 11.9

부모교육

경험

없다 68 30.0

여성 200 88.1 있다 159 70.0

소계 227 100.0 소계 227 100.0

연령대

20대 9 4.0

부모교육

유형

1회성 특강 142 89.3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
17 10.7

30대 143 63.0

40대 73 32.2

50대 이상 2 0.9 소계 159 100.0

소계 227 100.0

부모교육

횟수

1회 26 16.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3 14.5 2-3회 79 49.7

전문대 졸업 62 27.3 4-5회 31 19.5

대학교 졸업 120 52.9 6회 이상 23 14.5

대학원 이상 12 5.3 소계 159 100.0

소계 227 100.0

첫 부모

교육시기

자녀출산 전 54 34.0

자녀수

1명 56 24.7 자녀출산 후 105 66.0

2명 116 51.1 소계 159 100.0

3명 46 20.3

부모교육

적절시기

자녀출산 전 124 78.0

4명 이상 9 4.0 자녀출산 후 35 22.0

소계 227 100.0 소계 159 100.0

주) 부모교육 유형/횟수/첫 부모교육 시기/적절시기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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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먼저 여성이 200명(88.1%)으로 남성(27명,

11.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가 143명(6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73명(32.2%), 20대 9명(4.0%),

50대 이상 2명(0.9%)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 여부에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

이 120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62명(27.3%), 고

졸 이하 33명(14.5%), 대학원 이상 12명(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수에 따라

서는 2명의 자녀가 116명(51.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

로 1명의 자녀가 56명(24.7%), 3명의 자녀 46명(20.3%), 4명 이상이 9명(4.0%) 순

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59명으로 전

체의 70.0%를 차지하며,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68명, 30.0%)보다 높게 나

타났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부모교육 형태에 대한 응답은 1회성 특

강을 참여한 인원(142명)이 전체의 89.3%로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17명, 1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는 2-3회가 79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5회 31명

(19.5%), 1회 26명(16.4%), 6회 이상 23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부모교

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출산 후가 105명(66.0%)으로 자녀출산 전 54명(34.0%)보

다 높은 빈도를 보인다. 반면 부모교육을 언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적절

시기에 대한 항목에서는 자녀출산 전이 124명(78.0%)으로 자녀출산 후 35명

(22.0%)보다 높은 의견을 보였다.

한편, 부모교육에 참가한 뒤 자녀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와 부모교육에 불참한 사유는 다음 <표 5>와 같다. 부모교육 인식

정도는 ‘도움됨’ 68.6%(109명), ‘아주 도움됨’ 20.1%(32명)로 긍정의 응답이 88.7%

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불참사유는 시간부족(37명, 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정보부족(24명, 35.3%)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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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모교육 인식 정도 및 불참 사유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부모

교육

인식

정도

아주 도움됨 32 20.1

부모

교육

불참

사유

도움안됨 4 5.9

도움됨 109 68.6 시간부족 37 54.4

정보부족 24 35.3그저 그럼 17 10.7

전혀도움안됨 1 0.6 기타 3 4.4

소계 159 100.0 소계 68 100.0

주) 부모교육 인식정도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하였으며, 부모교육 불참사유는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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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분석

응답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들과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

위요인인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전체 평균은 1.45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

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노출경험,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의 순서로 가

정폭력 노출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정서적 학대는 전

체 평균(M=1.45) 이하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방임의 경우 1.65로 전체 평균

(M=1.4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구분 M SD 최소값 최대값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 1.42 .559 1.0 4.0

정서적 방임 1.65 .774 1.0 4.0

가정폭력 노출경험 1.28 .479 1.0 4.0

전체 1.45 .480 1.0 3.5

자녀양육

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4.12 .420 3.1 5.0

자율적 양육태도 3.84 .532 2.8 5.0

거부적 양육태도 3.53 .553 2.1 5.0

통제적 양육태도 2.98 .543 1.4 4.8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82 .430 2.9 4.7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1 .366 2.8 4.7

전체 3.62 .329 2.9 4.3

주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혀 없음’ 1점, ‘드물게 있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으로 측정함

주2) 자녀 양육태도는 ‘아주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의 경우 측정점수

를 역채점하여 ‘아주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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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녀양육태도의 전체 평균은 3.62로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의 하위변

인인 애정적 양육태도 4.12, 자율적 양육태도 3.84, 거부적 양육태도 3.53, 통제적

양육태도 2.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는 3.82, 자율-통제적 양

육태도의 평균은 3.41, 그리고 전체 양육태도는 3.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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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의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구분

남성

(N=27)

여성

(N=200) t p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33 .412 1.43 .575 -.943 .347

정서적 방임 1.67 .580 1.64 .797 .196 .845

가정폭력

노출경험
1.27 .419 1.28 .487 -.050 .960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4.02 .450 3.89 .408 1.500 .135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3 .424 3.35 .361 1.026 .306

전체 양육태도 3.71 .353 3.60 .324 1.605 .110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의 표본이 여성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아

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정서적 방임은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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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

연령대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에 앞서 20대와 50대 이상의 빈도가 낮

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8> 연령대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30대 이하

(N=152)

40대 이상

(N=75) t p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2 .545 1.41 .589 .148 .883

정서적 방임 1.61 .756 1.73 .8.6 -1.113 .267

가정폭력

노출경험
1.29 .464 1.25 .511 .553 .581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90 .427 3.90 .390 .140 .889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37 .372 3.35 .364 .487 .627

전체 양육태도 3.62 .331 3.61 .327 .223 .824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의 경우 30대 이하보다 40대 이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애정-거부적 양육

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전체 양육태도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 37 -

3) 최종학력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분석에 앞서 대학원 이상의 표본의 빈도가

낮아 대학 졸업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고졸이하

(N=33)

전문대 졸업

(N=62)

대학

졸업이상

(N=132) F p

M SD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2 .431 1.46 .584 1.40 .577 .267 .766

정서적 방임 1.95 .936 1.75 .813 1.52 .684 4.808** .009

가정폭력

노출경험
1.32 .371 1.35 .556 1.23 .462 1.553 .214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89 .445 3.88 .450 3.91 .390 .093 .912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35 .390 3.31 .335 3.38 .379 .790 .455

전체

양육태도
3.61 .359 3.59 .325 3.63 .324 .405 .667

**p<.01

분석결과, 정서적 방임을 제외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는 최

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서적 방임(F=4.808, p=.009)은 p〈.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고졸이하 집단이 대학 졸업이상 집단보다 정서적

방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방임에 따른 아동기 정

서적 외상경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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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에 앞서 4명 이상의 자녀수를 가진 표

본의 빈도가 낮아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10>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1명

(N=56)

2명

(N=116)

3명 이상

(N=55) F p

M SD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0 .491 1.44 .587 1.41 .572 .100 .905

정서적 방임 1.50 .674 1.68 .790 1.72 .828 1.311 .272

가정폭력

노출경험
1.31 .558 1.27 .472 1.26 .409 .142 .868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98 .363 3.92 .442 3.80 .387 2.916 .056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2 .366 3.37 .387 3.28 .324 1.941 .146

전체

양육태도
3.68 .285 3.63 .362 3.53 .281 3.125* .046

*p<.05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서 전체 양육태도

(F=3.125, p=.046)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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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교육 특성

부모교육 특성이 부모의 성별과 연령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와 같다.

분석에 앞서 부모교육 횟수를 3회 이하와 4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진행하였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 차이

구분

부모교육경험

(N=227)

부모교육유형

(N=159)

부모교육횟수

(N=159)

첫부모교육시기

(N=159)

부모교육적절시기

(N=159)

없음 있음

χ2
1회성

특강

2-3회

프로

그램

χ2
3회

이하

4회

이상

χ2 자녀

출산

전

자녀

출산

후

χ2 자녀

출산

전

자녀

출산

후

χ2

Sig Sig Sig Sig Sig

성

별

남성
12 15

3.066
14 1

.281
12 3

1.440
6 9

.269
13 2

.727
(5.3) (6.6) (8.8) (0.6) (7.5) (1.9) (3.8) (5.7) (8.2) (1.3)

여성
56 144

.080
128 16

.596
92 51

.230
48 96

.604
111 3

.394
(24.7) (63.4) (80.5) (10.1) (58.5) (32.1) (30.2) (60.4) (69.8) (20.8)

연

령

대

30대

이하

54 98
6.803**

88 10
.064

66 32
.195

39 59
3.876*

72 26
3.037

(23.8) (43.2) (55.3) (6.3) (41.5) (20.1) (24.5) (37.1) (45.3) (16.4)

40대

이상

14 61
.009

54 7
.801

39 22
.659

15 46
.049

52 9
.081

(6.2) (26.9) (34.0) (4.4) (24.5) (13.8) (9.4) (28.9) (32.7) (5.7)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17 16

8.609*

13 3

5.597

12 4

2.179

2 14

4.462

15 1

4.633(7.5) (7.0) (8.2) (1.9) (7.5) (2.5) (1.3) (8.8) (9.4) (0.6)

전문대

졸업

17 45 37 8 26 19 14 31 31 14

(7.5) (19.8)

.014

(23.3) (5.0)

.061

(16.4) (11.9)

.336

(8.8) (19.5)

.107

(19.5) (8.8)

.099대학

졸업이상

34 98 92 6 67 31 38 60 78 20

(15.0) (43.2) (57.9) (3.8) (42.1) (19.5) (23.9) (37.7) (49.1) (12.6)

자

녀

수

1명
18 38

.723

32 6

1.563

26 12

.224

18 20

4.796

26 12

3.353(7.9) (16.7) (20.1) (3.8) (16.4) (7.5) (11.3) (12.6) (16.4) (7.5)

2명
36 80 72 8 53 27 26 54 63 17

(15.9) (35.2)

.697

(45.3) (5.0)

.458

(33.3) (17.0)

.894

(16.4) (34.0)

.091

(39.6) (10.7)

.187
3명

14 41 38 3 26 15 10 31 35 6

(6.2) (18.1) (23.9) (1.9) (16.4) (9.4) (6.3) (19.5) (22.0) (3.8)

주) 부모교육 경험의 경우 전체 227개의 표본이며, 부모교육 유형/횟수/첫 부모교육 시기/부모교육 적절시기의 경우

각각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159개의 표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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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먼저 연령대와 부모교육의 경험(p〈.01), 그리고 첫 부모교육의 시기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χ2=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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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4)에 따라 부모교육 경험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첫 부모교육 시기와 연령대에서 자녀출산 전보다

자녀출산 후에 교육의 경험이 시작된 것은 출산 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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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A) 1

정서적 방임(B) .492*** 1

가정폭력

노출경험(C)
.476*** .344*** 1

자녀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D)
-.323** -.304** -.228** 1

자율적-통제적

양육태도(E)
-.115 -.133* -.070 .361*** 1

전체 양육태도

(F)
-.275*** -.272*** -.188** .855*** .7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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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1) 전체 응답자의 상관관계 분석

응답표본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각 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표 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분석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r=.492)과

가정폭력 노출경험(r=.476)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323)와 전체 양육태도(r=-.275)에서는 부(-)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가정폭력 노출경험(r=.344)과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304)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r=-.133) 및 전체 양육태

도(r=-.272)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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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228)와 전체 양육태도(r=-.188)

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각 하

위요인인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경험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거부

적 양육태도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양육

태도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태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태도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r=.361)와 전

체 양육태도(r=.855)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통제적 양

육태도는 전체 양육태도(r=.792)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전체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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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응답표본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을 구성하는 정서적 학대, 정

서적 방임,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하위요인 3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태

도 전체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우선적으

로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

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전체

양육태도

(상수) 3.921 .069 57.140 .000

정서적 학대 -.098 .046 -.167 -2.120* .035

정서적 방임 -.074 .031 -.174 -2.359* .019

가정폭력 노출경험 -.034 .050 -.049 -.672 .503

R2 = .102 / Adj R2 = .090 / F=8.480 (p=.000)

*p<.05

분석결과, 전체 양육태도에 대한 각 요인들의 F 통계량은 8.480(p=.000)으로 나

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090으로 원인요인 3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9.0%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의 경험(t=-2.120, p=.035)

과 정서적 방임의 경험(t=-2.359, p=.019)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전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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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력은 정서적 방임(β=-.174), 정서적 학대(β=-.167)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의 경험과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선성 통

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애정

-거부적

양육태도

(상수) 4.359 .085 51.443 .000

정서적 학대 -.142 .057 -.191 -2.482* .014

정서적 방임 -.100 .039 -.187 -2.585* .010

가정폭력 노출경험 -.069 .062 -.080 -1.119 .265

R2 = .138 / Adj R2 = .126 / F= 11.866(p=.000)

*p<.05

우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F 통계량은 11.866(p=.00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성립되었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의 수정된 결

정계수(Adj R2)는 .126으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 3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12.6%

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서적 학대(t=-2.482, p=.014)와 정서적 방임

(t=-2.585, p=.010)이 각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양육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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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정서적 학대

(β=-.191), 정서적 방임(β=-.187)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두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적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

(상수) 3.496 .081 43.389 .000

정서적 학대 -.041 .054 -.062 -.757 .450

정서적 방임 -.046 .037 -.096 -1.246 .214

가정폭력 노출경험 .001 .059 .002 .024 .981

R2 = .019 / Adj R2 = .006 / F= 1.417(p=.239)

분석결과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F 통계량은 1.417(p=.239)으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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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1)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응답대상자 표본의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특성을 구성하는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

첫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 5가지에 대한 독립변수 중 부모

교육 경험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우선적으로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을 상회하고, 분산팽창지수

(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6>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전체

양육태도

(상수) 3.137 .173 18.147

부모교육 유형 -.070 .080 -.069 -.879 .381

부모교육 횟수 .040 .054 .060 .733 .465

부모교육 시기 -.112 .051 -.167 -2.196* .030

부모교육 인식 .139 .042 .264 3.311** .001

R2 = .118 / Adj R2 = .095 / F= 5.149(p=.001)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

(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5, **p<.01

분석결과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인식을 독립

변수로 하는 부모교육의 특성은 F 통계량이 5.149(p=.001)으로 나타나 회귀방정



- 47 -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95로 원인요

인 4가지가 전체 양육태도를 9.5%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특성 중 부모교육 시기(t=-2.196, p=.030)가 p〈.05 수준

에서, 부모교육 인식(t=3.311, p=.001)도 p〈.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부모교육을 받은 후 도움정도를 인지하는 부모교육 인식(β=.264)과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한 첫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β= -.167)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

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교육 시기

에서는 자녀출산 후 처음으로 부모교육을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 시기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은 자녀출산 후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자녀출산 전 부모교육

을 받는 것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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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교육 특성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특성의 하위변인인 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의 도움정도를 파악하는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

다.

<표 17> 부모교육 특성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애정

-거부적

양육태도

(상수) 3.446 .225 15.297 .000

부모교육 유형 -.134 .104 -.103 -1.295 .197

부모교육 횟수 .000 .071 .000 .001 .999

부모교육 시기 -.123 .066 -.144 -1.850 .066

부모교육 인식 .144 .055 .215 2.636** .009

R2 = .077 / Adj R2 = .053 / F= 3.220(p=.014)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1

우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부모교육 특성의 4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F 통계

량은 3.220(p=.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나타났다. 애정-거부적 양

육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53으로 원인요인 4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5.3%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인식(t=2.636, p=.009)이 p〈.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는 부모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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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교육 특성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특성의 하위변인인 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의 도움정도를 파악하는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이 자율-거부적 양육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와 같

다.

<표 18> 부모교육 특성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Β SE β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

(상수) 2.822 .195 14.437 .000

부모교육 유형 .009 .090 .008 .099 .921

부모교육 횟수 .061 .061 .081 .987 .325

부모교육 시기 -.109 .057 -.145 -1.896 .060

부모교육 인식 .146 .047 .246 3.068** .003

R2 = .108 / Adj R2 = .085 / F= 4.678(p=.001)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1

분석결과,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부모교육 특성을 구성하는 4가지 독립변수

(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인식)에 대한 F 통계량은 4.678(p=.00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성립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인 자율-통제

적 양육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85으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 4가지

가 자녀양육태도를 8.5%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인식(t=3.068,

p=.003)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자

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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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가설 검증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

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9>과 같다.

<표 1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구 분 세부내용 결과

가설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

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

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1-3.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1-4.
연구대상자의 자녀수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

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전체 양육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

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자율-통제

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전체 양육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5.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

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6.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자율-통제

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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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용 결과

2-7.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8.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

-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9.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연구대상자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각

3-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4.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각

3-5.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7.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각

3-8.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9.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0.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3-1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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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

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은 연령대과 최종학

력,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일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일

부채택 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

성, 자녀양육태도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아 기각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경우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일부채택

하였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와

의 영향 관계가 통계적으로 성립되지 못하여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부모교육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고 채택하였다. 부모교육 시기의 경우에는 전체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가설과 맞지 않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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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

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제언하

고자 한다.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1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27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χ2 검증, t-test와 ANOVA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30

대와 40대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고졸 이하의 순

서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전체의

75.4%로 다자녀의 비중이 높았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로

부모교육 형태는 1회성 특강 참여자가 89.3%로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에 참여

한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는 2-3회

(49.7%), 4-5회(19.5%), 1회(16.4%), 6회 이상(14.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부모

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출산 후(66.0%)가 자녀출산 전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부모교육 적절시기는 자녀출산 전(78.0%)이 자녀출산 후 보다 높았다. 부

모교육 인식정도 항목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의 응답이 8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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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불참사유로는 ‘시간부족’(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

보부족’(35.3%)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윤은혜(2013)의 연구

와 정인오(1993)의 부모교육 참여 후 도움정도를 알아본 결과와 불참이유인 ‘시

간부족’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교육 불참이유의 기타의견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부모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녀를 돌

봐야 하고 여유가 없다는 의견과 부모교육 또한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 혹은 교육이므로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훈육을 하되 강요하거나 부모에게

주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 순서로 나타나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 자율

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정서적 방임과 자녀수에 따른 전체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는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

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부모교육의 경험 그리고 첫

부모교육의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집단별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정(+)의 상관관

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및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 55 -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

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양육태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학

대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각 하위요인이 자율-통제

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피학대 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부

적 상관을 보인 김복자(2016)의 연구와 아동기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양육자의 거부적, 통제적, 비합리적, 비성취적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승주(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여섯째,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교육 특성 중

부모교육 인식과 부모교육 시기의 순서로 전체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교육 시기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녀출산 후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자녀출산 전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자

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교육의 유형과

횟수는 자녀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이재림 외(2013)의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회기가 많은 프로

그램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의 결

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부모교육 인식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 56 -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들의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

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교육 불참사유를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제주도내 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인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떠한 종류와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도심에 비해 읍·면 지역이 정

보와 교육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도내의 모든 지역에 교

육정보 제공은 물론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

임이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또한 아

동학대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지

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개입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탐색하고 현재의 모습과 내면을 성찰하며, 자

신이 겪은 학대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가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교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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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가 출산 전이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비

롯한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

를 알고 더불어 책임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인대상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혼인의 단계부터 자녀의 양육과 보육 등 아동수당을 받는 시점, 직장

인의 법정 필수교육 등 아동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부모교육을 포함시켜야 한

다. 특히 제주도는 협의이혼 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의무적으로 상

담을 받게 하는 의무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자녀최우선의 결정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차원에서 아동인권, 아동학대예방 등 합의된 교

육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종교기관의 성직자, 수도자 등을 포함시

키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사

회복지사 등이 있다. 더불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

교기관의 근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요보호 아동을 발견하기 쉬울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내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제주특별

자치도, 2018)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

를 내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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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복지이며 아동양육의 주체는 국가라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현재 자녀양육태도에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검사에

서 방어적인 태도로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기 시절

을 기억하며 기억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의 일부만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내 자녀양육문제를 노출 시킬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증조사 등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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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Child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in Jeju Area.

Lee, Taelim

Academic Advisor Nam, Chin-Ye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in Jeju area.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for 227 parents of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And children trauma questionnaire scale, child rearing attitude scal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4 items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8.0 statistical progra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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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motional neglect and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Also,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 education experience and first parent education period according to

ages.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a parent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al

level.

Second, emotional abuse among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on-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neglec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ffection-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on-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ird,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had negative influences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and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many

experiences of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showe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s. However,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 rearing attitude.

Forth, parent education perception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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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attitud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parent education, the more

affectionate and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when parents were educated, the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is suggests that parental education before childbirth

rather than after childbirt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 rearing attitude.

In conclusion, the hypothesis that parental emotional traumatic experiences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at parental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hild rearing attitudes is partially adopted. The

limitations of he social welfare proposal and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child rearing attitude,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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