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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others of 205 4- to 5-year-old preschoolers responded to aggression episodes of Werner

et al. (2006); preschoolers' teachers responded to the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 (Crick et al.,

1997). Results showed, (1) boys exhibited more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2) In overt aggression

episodes, mothers used encouragement to boys and rule violation responses to girls; in relational

aggression episodes, mothers used encouragement and power assertion responses to girls. (3) Mothers'

power assertion about overt aggression related negatively with preschoolers' overt aggressive behaviors;

mothers' discussion about relational aggression related positively with preschoolers' overt aggressive

behavior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mothers’ responses by aggression types were discussed

in order in better understand preschooler’s aggressiv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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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유아는 가족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맥락 내에서 관계를 발달시키게 된

다. 또래 집단은 유아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맥

락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

원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유아는 사회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한다. 유아의 부정적인 발달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의 중요한 전조로 또래거부와 고립을 보고

하고 있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Parker & Asher, 1987). 그런데 이러한 또래 거부

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격성

이라 보고되고 있으며(Coie & Dodge, 1998), 공격

성은 이후 성장과정에서의 사회적 어려움을 예

측한다고도 잘 알려져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이에 따라 공격

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공격성과 관련

된 변인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현․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

은 공격적 행동의 한 형태인 신체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외현

적 공격성, 즉 밀기나 때리기와 같은 밖으로 나

타나는 공격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Berkowitz,

1993; Parke & Slaby, 1983). 그러나 최근에는 신

체적 측면에 대한 해를 입히는 외현적 공격성 이

외에 관계에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관계적 공격

성이 여아의 특징적인 공격성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ter, & Markon, 1999)가 보고되면서 아동

의 공격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관계나 사회적 소속감

을 손상시키거나 조종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

람에게 의도적인 해를 입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Crick & Grotpeter, 1995), 여아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남아,

여아 모두 관계적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및 언

어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또래가 화나게 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

(Goldstein, Tisak, & Boxer, 2002)도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적으로 공격적

인 또래 갈등에 연관된 아동이, 가해자이건 피해

자이건 외현적 공격성에 노출된 아동보다도 더 심

각한 사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6; 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Tomada & Schneider, 1997;

Werner & Grick, 1999).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박영신(2004),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1998)의

연구가 있다. 박영신(2004)과 이경희(1998)의 연

구에서는 여아가 관계적인 공격성을 더 많이 사

용하며, 남아는 신체적인 우세나 도구적인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해 외현적인 공격성을 더 많이 사

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지현과 박경

자(2006)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남아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계

적 공격성을 포함한 연구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기에 성별에 따른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

성의 차이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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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몇 편의 연구만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을 뿐이다. 유아를 대상

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한 Bonica, Arnold,

Fisher, Zeljo과 Yershova(2003), Crick, Casas와

Ku(1999), Ostrov, Burr, Jansen, Cullerton-Sen과

Crick(2004)은 3세 정도의 유아에게서도 교사,

또래의 관찰로 관계적 공격성을 구분해 낼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Ostrov 등(2004)은

종단 연구결과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개인차가

유, 아동기에 걸쳐 유지된다고 하였다. 만약 관

계적 공격성의 근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

어진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도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사회화 과정

이 유,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떤 중요한 역할

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부모

는 아동의 또래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다(Ladd & Pettit, 2002). 가족 내에서 습득한 관

계와 행동 패턴이 또래 맥락으로 전달되는 것이

간접적인 영향이며, 간접적인 영향의 한 가지 형

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것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부모 양육형태, 즉, 민주적, 권

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형태가 어떻게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낮은

수준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자녀를 갖는 경향이 있다(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 Mize & Pettit,

1997)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또래

영역과 관련해 부모가 계획, 중재, 관리, 감독 등

과 같을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또래유능성에 영

향을 직접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박주희․

이은해, 2001; Bhavnagri & Parke, 1991; Finnie

& Russel, 1988; Ladd, Pettit, Mize, Brown, &

Lindsey, 1994).

지금까지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을 대상으

로 부모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외현적으로 공

격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견된 것

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rt, Nelson,

Robinson, Olsen과 McNeilly-Choque(1998)는 러시

아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반응, 강압, 그리고

사회적인 통제와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반응 수

준이 낮고 강압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교사가

평정한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asas

(2003)는 아버지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의 정도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이 있어 아버지가

허용적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Campbell(1995)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비일관적인 훈육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계

를 보인다고 하였고, Nelson과 Crick (2002)의 연

구에서는 아버지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딸의

관계적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McNeill(2002)은 부모의 훈육 실제와 아동의 관

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부모 또는 가족의 영향과 아동의 관

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일관적이

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며, 부모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을 사회화 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 명

확하게밝혀내지못하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부

모의 양육 실제(예를 들어 직접적인 양육의 영향)

가 부모의 양육 방식(간접적인 영향)보다 유아기

동안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에 더 중심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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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Mills와 Rubin(1990)은 4

세 유아 어머니에게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과 사

회적인 위축 행동에 관련이 있는 가설적인 상황

을 제시하고 어머니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

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유아의 성

별과 제시된 사회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

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머

니들은 공격적인 상황에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

고했고 그들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

해서 권위 발휘(power assertion) 전략, 즉 강하게

훈육하려는 전략을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Colwell, Mize, Pettit와 Laird(2002)도 어머니

에게 가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취학 전 연령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직접적인 개입 전

략이 또래 상호작용의 유형(공격적 행동, 또래

거부 또는 놀이 시작 등), 또래상황에서의 자녀

의 역할(가해자 혹은 피해자) 그리고 유아의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된 상황

에서 자녀들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

고 본인의 자녀가 공격적 행동의 가해자인 상황

에서는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 훈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든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

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응에 차이를 보였다. 여아

의 어머니는 남아의 어머니보다 공격적인 행동

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성차는 종

단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

려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Mills &

Rubin, 199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 전형

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성 전형적이지 않은 행동(여아의 외현적

공격성,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훈육을 사용할 가능성도 가지게 한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록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만

을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Colwell 등(2002)의 연

구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Colwell 등(2002)은 어머니들에게 특정 유아가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

공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가 신체적 공격적 행동을 하는 에피소드보

다 또래 거부가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적 에피소

드에서 어머니들의 개입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

을 발견했다. Risser(2004)도 어머니가 외현적인

공격성과 대조적으로 관계적인 공격성에 덜 개

입한다는 유사한 패턴의 결과를 발견했다.

더욱 흥미로운 결과는 어머니들이 외현적 공격

성이 발현되는 상황과 관계적 공격성이 발현되는

상황에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이다.

Colwell 등 (2002)은 어머니가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권위 발휘(power assertion)와

심의(discussion)전략을 사용했고, 관계적 공격성

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권고(encouragement)전략

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들이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느끼며 유아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추론하는 전략과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는 전략

을 사용하나 또래와의 상황에서 거부되거나 또

래를 배척하는 상황(관계적 공격적 상황)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시키려고 하지만 아동

의 행동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보이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외현적 공격

적 갈등상황과 관계적 공격적 갈등상황에서 나

타나는 어머니의 개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그러한 어머니의 개입 전략이 외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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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에피소드에 따라서 차이

가 있는지, 유아의 성에 따라 개입 전략에 차이

가 있는지,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가 실제로 또

래상황에서 보이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

격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외현적, 관

계적 공격성의 일반적 발달과 함께 부모의 영향

을 살펴보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공

격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도와주고자 하는 교

사나 부모 그리고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

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

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간에는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 어린

이집의 만 4, 5세 유아(만 4세 106명, 만 5세 99

명) 205명과 그 어머니 총 205명 그리고 담임교

사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아가 117명

(51.5%)이었고 여아가 88명(38.4%)이었다. 첫째

또는 외동이인 경우가 109명(47.6%)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둘째인 경우(73명, 31.9%), 셋째이

상인 경우(23명, 10.0%)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

력은 대졸(45.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20.5%)이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38.4%)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5.3%)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평균연령은 38.3세 이었고 어머

니의 평균연령은 35.8세로 나타났다.

2.연구방법

1)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Werner,

Senich와 Przepsyszny(2006)가 개발한 외현적, 관

계적 공격성 에피소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질

문지 중 선제(Proactive) 공격성1)과 관련된 에피

소드 4개를 사용하였다. 선제 공격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란 “당신의 자녀가…하였다면…” 식으

로 자녀가 다른 또래를 공격하였다고 가정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개의 에피소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된 에피소드이며 2개의 에

피소드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에피소드이

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자들은 해당 도구의 개발자 중 1인인

1) Werner와 동료들(2006)도 반응공격(다른 아동이 내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을 했을 때 내 아이가 그에 대

한 공격적 행동을 보일 때 엄마가 어떻게 개입하는

지에 대한 에피소드)과 선제공격을 포함한 8개의 에

피소드를 개발했지만 본연구와 동일하게 선제공격

과 관련된 에피소드만을 사용하였음. 또한 연구자들

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들이 반응 공격

에 대한 에피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반응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

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연구목적

을 가졌기에 반응 공격은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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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유형 에피소드 내용 질문의 내용

외현적 공격성

두 명의 아동이 책상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런데 당신의 자녀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갑자기 그 게임을

엎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

신이 이 교실(혹은 놀이

터)에 있는 단 한 명의

성인이라면 누구편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

술하여 주십시오.

두 명의 아동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걸

어가 한 아이의 그네줄을 잡아당기면서 “내가 탈꺼야”라고

말했어요.

관계적 공격성

당신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와 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같이 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야, 우리 얘 끼워주지 말자”라고 말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옆

에 앉은 아동에게 “빨간색 나 줘. 안 주면 친구 안 해”라

고 했어요.

<표 1>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도구의 내용

Werner와 직접 연락하여 측정도구를 받고 사용

허가를 받아 측정하였다. 어머니들은 제시된 에

피소드를 읽고 질문에 맞추어 기술하게 된다. 어

머니들이 기술한 것을 Werner 등(2006)의 코딩

체계에 의해 점수화하였다. Werner 등(2006)은

어머니의 반응을 네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

다. 문제 상황에 대해 자녀에게 관련 정보를 적

극적으로 주고 때로는 직접 사회적 기술을 가르

치거나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을 보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도 검토해보는 적극적인

반응을 말하는 심의(discussion), 자녀에게 친구

와 사이좋게 놀라고 권하지만 관련 지도를 적극

적으로 하지는 않는 권고(encouragement), 권위

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주고 강한 어조

로 야단을 친다고 반응하는 권위발휘(power

assertion) 그리고 상황에서 자녀를 떼어내서 놀

이에 끼지 못하게 어머니가 하거나 벌을 주느라

고 지금 놀이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종결하는 관

례파괴(rule violation)이다.

어머니들이 질문에 대해 개방적으로 기술한

것을 본 연구자들이 하위범주별로 3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의 반

응을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자들 중 1인과 아동관련 전공 대학원 학생 2인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2)유아의 공격적 행동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rick,

Casas와 Mosher(1997)의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PSBS)을 번역한 후 아동 전

문가 2인에게 기록하기 용이한지, 문장은 자연

스러운지 등을 검토케 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관계적 공격성 8문항, 외현적 공격

성 8문항, 친사회적 행동 4문항과 우울감 3문항

총 25개 문항의 교사 평정 질문지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과 외

현적 공격성만을 분석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공격성을 많

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 신뢰도는 외현

적 공격성이 .61, 관계적 공격성이 .6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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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공격적 행동

남 여 전체
t

M(SD) M(SD) M(SD)

외현적 공격행동 2.00(.71) 1.29(.41) 1.70(.69) 8.34***

관계적 공격행동 2.02(.66) 1.79(.67) 1.93(.67) 2.46*

*p<.05 ***p<.001

<표 2>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적 행동

3.연구 절차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4

개 어린이집의 만 4-5세 유아,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용 질

문지는 기관의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

였고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고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급의 주교사들에게 평정 척

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공격성에 대한 교사 평정은 선정

된 학급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자료만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4개 어린이집에 어머니용 질

문지 280부를 배부하였고 210부 회수되어 75%

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

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5부가 최종적으

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라 공격적 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

다. 셋째,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다.

Ⅲ.연구결과

1.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적 행동

먼저, 유아의 성에 따라 외현적 공격 행동과 관

계적 공격 행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유아는 성별에 관계없이 관계적 공격행

동을 외현적 공격행동보다 많이 보였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라 공격적 행동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외

현적 공격행동(t=8.34, p<.001)과 관계적 공격행

동(t=2.46, p<.05)을 많이 보였다.

2.유아의성에따른공격성에대한어머니반응

첫째, 유아의 성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

니들은 외현적 공격성 이야기와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에서 모두 심의(외현적 공격성 M=2.50,

관계적 공격성 M=1.91)와 권고(외현적 공격성

M=2.24, 관계적 공격성 M=1.84)의 전략을 가장

많이 보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보다 외

현적 공격성 이야기에 대해 네 가지 유형의 개입

전략 평균 수치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유

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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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유형

개입전략

외현적 공격성 이야기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

남 여 전체
t

남 여 전체
t

M (SD) M(SD) M(SD) M(SD) M(SD) M(SD)

심의

권고

권위 발휘

관례 파괴

2.52

2.34

1.51

1.79

(.46)

(.45)

(.36)

(.49)

2.48

2.10

1.57

1.93

(.56)

(.47)

(.55)

(.48)

2.50

2.24

1.54

1.85

(.51)

(.47)

(.45)

(.49)

.66

3.66***

-1.02

-2.00*

1.95

1.78

1.24

1.66

(.52)

(.43)

(.30)

(.54)

1.87

1.92

1.38

1.56

(.54)

(.48)

(.40)

(.58)

1.91

1.84

1.30

1.61

(.53)

(.46)

(.36)

(.56)

1.07

-2.20*

-2.7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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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

외현적 공격성 이야기 중 권고와 관례 파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66, p<.001; t=-2.00,

p<.05),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 중 권고와 권위 발

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0, p<.05;

t=-2.72, p<.01). 즉,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

한 이야기에서 남아의 어머니들은 여아의 어머

니들에 비해 친구와 사이좋게 놀라고 권하지만

관련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권고하는 반

응을 많이 보였고, 남아보다 여아에게는 그 자리

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거나 놀이 상황 자체를

종결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또한 자녀의 관계

적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머니들은 남아

보다 여아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놀라고 권하지

만 관련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권고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벌을 주거나 야단치는 반

응도 많이 보였다.

3.유아의공격적행동과유아의공격성에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

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공격

행동과 어머니 반응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표 4> 유아의공격적행동과유아의공격성에대한어

머니 반응 간의 관계

외현적

공격행동

관계적

공격행동

외현적 공격성 이야기

심의 .11 .08

권고 .01 .04

귄위 발휘 -.14* -.10

관례 파괴 -.01 -.01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

심의 .16* .05

권고 .00 -.00

권위 발휘 -.05 .04

관례 파괴 .12 -.01

*p<.05

어머니 반응간의 관계는 성을 통제하고 부분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외현

적 공격성 이야기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 발휘는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r=-.14, p<.05),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에 대한

어머니의 심의(r=.16, p<.05)는 유아의 외현적 공

격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

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 권위적으로 벌을 주고

강하게 야단칠수록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이 적

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유아의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 9

- 153 -

에 대해 직접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거나 모델링

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유아가 외

현적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성에 따른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의 일반적 경향 및 어

머니의 갈등 상황 개입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의 사회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와의 외현

적 및 관계적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의 개입 전략

과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행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에 따라 공격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 및 관계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 행동은 간접적

공격 행동으로 여아에게 두드러진 형태이며, 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인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박영신, 2004; 이경

희, 1998; Crick & Grotpeter, 1995; Ostrov &

Keating, 2004)과는 대치되는 결과이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

난다는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한다. Bjorkqvist, Lagaerspetz와Kaukianinen

(1992)은 외현적 공격 행동과 같은 직접적 공격

성에서의 성차는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남아가

더 많이 보이지만, 관계적 공격 행동과 같은 간

접적 공격성의 성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아

가 더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관계적 공격

행동의 성차는 연구 대상의 연령과 관련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선행 연

구들과는 달리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관계적

공격 행동을 보인다고 나타난것은 만 4, 5세 취학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초

등학교 2-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son(1998)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지향적 공격성 모두 남아

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 대상의 연령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

면서 성에 따라 기대되는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행동은 자신의 사회

인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아동이 성숙

해짐에 따라 남아와 여아 모두 자신의 성에 맞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남아는 화가 났을 때 남아에게 더 규범적인 형태

인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며 여아는 관계

적 공격성이 자신의 성에 더 기대되는 공격적 행

동이라 판단하게 되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에서의 남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비교하지 않았기에 유아

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

용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공격성에서 차이가 난

것은 남아와 여아가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남아는 여아보다

경쟁적, 주장적으로 사회화 되고 공격적 행동이

더 용인되는 반면,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응적이

도록 사회화되며 공격적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제

지를 받는다. 특히 Hyde(1984)는 공격성의 성차

가 4-5세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고려할 때 4-5세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적 행

동 모두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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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와 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교

사가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성차는 대부분 평가

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Hart

등(1998)의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교사가 평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하였고 강정원과 이경민(1999)도 교사가

부모보다 더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것 그리고 김봉정(2007)이

교사가 주로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관

찰하고 상호작용하며 동일한 발달수준의 아이들

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쉬워 오히려 교사 평정

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기에 단순히 평가자인

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아가 더 공격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라 외현적, 공격적 상황

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외현적 공격성 이야기에 대하여 남아 어머니는

여아 어머니보다 권고의 개입 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한다고 하였고, 여아 어머니는 남아 어머니보

다 관례 파괴의 개입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또래 친구를 외현적으로 공

격할 때 어머니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친구와 사

이좋게 놀라고 권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도

행동을 보이지 않는 다소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딸에게 그러한 행동은 관례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거나 놀이 상황 자체를 종결하는 것과 같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남아의 경우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사회화되고 공격적 행동

에 대해 여아보다는 더 용인되는 반면,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응적이도록 사회화되고 남아보다

외현적 공격 행동이 더 금기시 된다고 지적한

Shaffer(2000)의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

한 남아는 친구들이나 그 밖의 사회적 상황 속에

서 공격성의 강화원을 더 접하기 쉽고, 이러한

공격성을 내재화하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김민정과 도현심(2001)의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

분이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 이야기에 대하여 여아 어

머니는 남아 어머니보다 권고 및 권위 발휘 전략

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

의 자녀가 또래에 대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때,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사이좋게 놀라

고 권하며, 나아가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는 것

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Maccoby, Snow와 Jacklin(1984)

은 여아의 어머니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작용에 더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남아의

어머니는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보

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어머니가 유아의 성

에 따라 다른 사회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

안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어머니들이 사용한

반응의 평균 점수들을 비교해 볼 때, 어머니들이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

련된 이야기에서 모든 개입전략의 평균 수치가

낮게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현적 공격

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들은 외현적

공격성을 보다 해롭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을 덜 해로운 것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Werner

et al., 2006). Colwell 등(2002)은 어머니들이 외

현적 공격상황에서는 권고 전략을, 관계적 공격

상황에서는 격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지적

하면서, 맥락에 따라 어머니 반응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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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의 반응전략에 대한 선

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다른 비교는 어렵

지만 Colwell 등(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유형과 관계없이 어

머니가 심의와 권고 전략을 더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Colwell 등(2002)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왜 나타날까

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어머니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수준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관

계적 공격성을 단지 “놀아주지 않는다”고 생각

하거나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인식할 뿐 그것

이 공격적 행동의 한 유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현적 공격성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 발휘 반응은 유아의 외현적 공격

성과 부적 상관을, 관계적 공격성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심의 반응은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또래에 대

하여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일 때 어머니

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응하는 사

회화 전략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교사에 의해 외

현적 공격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

면, 자녀가 또래에 대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

는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관련정보를 적극적으

로 제시하고, 직접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거나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유아

는 외현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권위 발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은 Werner 등

(2006)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유

아가 또래에게 외현적 공격 행동을 보이거나 또

래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힐 때 어머

니가 유아의 그러한 공격적 행동이 수용될 수 없

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벌과 함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또래 맥락에서 유아로 하여

금 외현적 공격 행동을 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주의를 요하는

결과는 유아의 관계적 공격 상황에 대하여 심의

즉, 그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직접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보

이는 전략을 어머니가 사용할 때 그 유아기 자

녀의 외현적 공격성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는 결과이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아의 공격적 상

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의 전략 즉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

를 제시하고, 모델을 보이는 것과 같은 전략이

유아기 자녀의 공격성 관련 교육에 적절하지 않

다는 가능성이다. 더욱이 관계적 공격 상황에 대

해 심의 전략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외현

적 공격 행동과 정적 방향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보면 심의와 같은 어머니의 반응 전략

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

나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김민정(2008)은 부모가 모델을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유아의 공격성이 감소했

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만으로 보아서는 공

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강한 권위 발휘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인 입장과는 다른 결과로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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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에피소드에

서 어머니들이 사용한 전략들은 실제 관계적 공

격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부모의 양육 실제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간

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McNeil(200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관계적 공격성

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를 해치는 공격성이다.

그렇다면 초점을 관계에 두고 파악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지금 현재 관계적 공격상황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전에서부터 맺어왔던 부모자

녀 관계, 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귀인양식 등이

오히려 더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실

제로 Crick(1995)은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

들이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적대적 귀인편파를 보이는

데, 구분이 되는 점은 외현적 공격적 아동과 달

리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관계적 갈등

상황 즉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상황에 공격성을 보이나 도구적 상황 즉 자신의

물건이 부서졌다든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

격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관

계적 공격성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조용래(1998)도 타인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개인은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자도 되기 쉽고 가

해자도 되기 쉽다고 하였고, 한영경(2008)은 다

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기질

적으로 억제하는 성향을 가진 개인이 관계적 공

격성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관계적 공격성은 어머니

의 인식이나 양육행동 등과의 직접 관련보다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인식

과 관련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

머니가 지금 현재 유아가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변인과는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의 인식이 자녀의 공

격행동과 갖는 관계에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

보는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을 자기 보고 방식으로 측정하

였는데, 이는 실제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

상황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관찰하여 본 것이 아

니므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적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 행동을 관

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실제 반응을 살펴보고 실제 반응이

어머니의 인식과 유아의 공격성을 매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관계적 공격성은 이전부터

가져온 유아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귀인양식

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다음 연

구에서는 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귀인양식을 포

함하여 어머니의 인식이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표상이나 귀인이 어떤 영향을 가

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공격성을 교사 평정에 의해 측정

하였는데, 평가자가 모두 여성이므로 성 고정관

념에 의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직접 관찰

및 또래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아의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의

선제 공격상황에 대한 인식만을 측정하였다. 이

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도구를 사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격상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가지므로 추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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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에피소드 개발

을 통해 반응 공격상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측정

하여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들의 공격성을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으

로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공격

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구체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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