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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among the children’s variables, parent’s variables, and parent’s reactions. The subjects 
selected were 183 mothers and 183 fathers with children aged three to five-years-old, from a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in Kwang-ju. Parental emotion-related practices regardi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assessed with 
an adaptation of the CCNES(Fabes et al, 1990) that was modified by Kim Hee-Jung(1994). Descriptive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y using the SPSS 1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thers and mothers used more positive reactions than negative reactions when their 
children showed negative emotions.  The moth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athers 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punitive, and distress reactions. Second, the children’s age and gender, parent’s age,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were negatively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eywords: child’s negative emotion, mother’s reaction, father reaction

Ⅰ. 서 론

유아들은 생의 초기 양육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정서적 

자극을 제공받으며 그 안에서 타고난 정서적 반응들을 표

출하고,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 상황을 고

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An, 2005). 이러한 유아시기의 정서경험은 정서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는 정서능력이 학령전기에 습득

되고 굳어지기 때문이다(Denham et al., 1997). 연구결과

를 통해 유아기의 정서능력은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생활

을 위해 필수적이며(Salovey & Sluyter, 1997; Shields et 

al., 2001), 만일 유아가 정서능력을 늦게 습득하면 사회

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분열된 행동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드러났다(Hubbard & Coie, 1994). 
뿐만 아니라, 뇌 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발달로 정서와 인

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결과

(Damasio, 1994; Kim에서 재인용, 2005)로 밝혀졌고, 개
인이 의미있는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정서가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위기에 대한 일차

적인 대응은 사고와 이성이 아닌 감정과 정서에 의해 이

루어진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

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과거 20세기까지 

IQ적인 능력이 생존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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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에서는 EQ적인 능력이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Mun, 2011).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정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서의 특성상 연구자마

다 정서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서가 주

관적 · 생물학적 · 목적적 · 사회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Reeve, 2001). 일례로 정서의 주관적 측면

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은 

아무런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데 반해, 다른 아동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05). 이러한 정서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분분한 

정서에 대한 용어를 Kleinginna와 Kleinginna(1981)가 통

합하여 “정서란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신경 호르몬계의 개입을 받아 나타나며 첫

째 각성이나 쾌․불쾌의 느낌 같은 정의적 경험을 일으

킬 수 있고, 둘째 정서와 관련된 지각, 평가 및 분류와 같

은 인지과정을 유발할 수 있고, 셋째 자극적인 조건에 대

한 광범위한 생리적 조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넷째 꼭 그

런 것은 아니지만 표현적․목표 지향적․적응적인 행동

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정서를 인간의 제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정서적인 능력이 미래의 성공적

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요인임이 강조되면서, 
유아의 정서능력과 발달에서 있어서 부모-자녀 간에 발생

하는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정서 

사회화란 양육자 또는 성인이 정서표현을 통해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Denham et al., 1994).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는 유아와 생애 최초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대상이며 

유아가 정서에 대해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Lewis & Saarni, 1985). 가정에서 부모의 정서표현 방식

을 관찰한 유아는 특정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알게 되며(Denham et al., 
1994; Eisenberg et al., 1998), 유아 자신이 표현하는 정

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자

신의 정서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하게 된

다(Dunn et al., 1991).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정서를 더 잘 경험하기 때문이

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정서를 유발시

킬 뿐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 음
성, 자세 및 움직임을 흉내내서 정서가 서로 비슷해지는 

정서적 전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방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Halberstadt et al., 1995) 부모의 정서표현과 반응은 유

아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례

로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하거나 기쁜 어머니의 얼굴표정

을 주로 본 영아는 어머니의 표정을 모방해서 자신도 이

런 표정을 짓게 되는(Haviland & Lelwica, 1987) 반면,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주로 본 영아는 자

신도 이런 슬픈 표정을 모방하게(Pickens & Field, 1993) 
된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 유

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사건이 조화롭게 일치되

면 기쁨, 행복함 혹은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신의 목표와 사건이 조화되지 

못하고 목표가 좌절될 때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와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Saarni et al., 1998).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나타낼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Dunn et al., 1991; Park, 2005). 흔히 긍정적인 정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의 자

연스러운 성향(Tomkins, 1963)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

향 때문에 부모는 종종 부정적인 통제전략을 사용해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반응하도록 동기화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좋지 않게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벌을 

주거나 부정적 정서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그러한 표

현을 빨리 그만두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Gottman, 
1997). 반면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비교적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7). 
 최근 정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정

적 정서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으며(Eisenberg et al., 1996), 유아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표현은 정서사회화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Fabes et al., 2001) 때문에, 긍정

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보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Eisenberg et 
al., 1992; Fabes et al., 2001).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

에 반응하는 방법은 양육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1는데, 부
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잘 예측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연구 3

- 1111 -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ottman et al., 1996),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

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전반적인 양육방식과 구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

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

적 능력과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Jung, 
200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란 자녀가 실

망,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

가 나타내는 반응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

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발달에 여러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6),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적인 흥분을 조절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적인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는 등 정

서적 유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7).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

할 때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려 한다면 아동은 거부당했다

고 느끼며 화가 나게 되고 화난 감정은 양육자와의 관계

에서 표출되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처할 수 있다(Bradley, 2000). 그
리고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

나 처벌하는 반응은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

으며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Denham, & 
Grout, 1992; Denham et al., 1997). 
 그러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그러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맥락주의적 입장에서 Belsky(1984)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기질적 요인을 제시하였으

며, 정서적 사회화에서 아동 · 부모· 사회/문화적 특성들 간

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Eisenberg와 동료들은 아동

의 성, 연령, 가정의 SES 등을 부모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들로 제시하였다(Eisenberg et al., 1998).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에

서 부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반응 

간에 차이는 어떠한가?
2.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

모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아버지의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 1곳

에 등원 중인 만3세에서 만5세 자녀를 둔 220쌍의 부모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은 부모의 SES 계
층을 고려하여 유층표집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부모 186쌍이 연

구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혼의 만

혼화 현상으로 인해 부모연령의 편차를 고려하여 35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을 측정하

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번안 수정한 Kim(199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

지 상황과 그에 따른 각각 6가지의 부모 반응 범주로 구

성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인 반응(감정표

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 비지지

적인 반응(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으
로 구분된 하위 6개 반응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구성내용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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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s of subjects 

Categories Sub-categories Father Mother

Parental Age 20 - 25 36(19.4) 74(40.0)
More than 26 150(80.6) 112(60.0)

Parental 
Level of Education

College 63(33.8) 38(20.6)
University 93(50.0) 54(28.8)

Graduate school 30(16.3) 94(50.6)

Income

Less than ￦2,000,000 33(17.5)
￦2,010,000-3,000,000 52(28.1)
￦3,010,000-4,000,000 44(23.8)

More than ￦4,010,000 57(30.6)

Child’s Gender Boy 100(53.8)
Girl 86(46.2)

Child’s Age
 3 45(24.4)
 4 67(35.6)
 5 74(16.3)

Number of Children
1 113(60.6)

More than 2 73(39.4)

<Table 2>  Scale of parental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Subcategory Item Number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5,11,17,20,30,35,42,43,49,57,66,68 12

Emotion-focused 6,8,16,23,25,31,38,48,54,58,65,69 12
Problem-focused 3,10,15,24,26,36,37,44,52,59,64,67 12

Negative
Reaction

Minimized 4,9,14,21,27,32,40,46,51,60,61,72 12
Punitive 1,12,18,19,28,34,41,47,53,56,63,71 12
Distress 2,7*,13,22,29,33,39*,45*,50,55*,62,70 12

(*: reverse coding)

6가지 부모 반응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적 

반응유형인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은 유아 자신이 느끼

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반응 유형이며, ‘정서

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유형이고, ‘문제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는 반응유형이다. 비지지적 반응유형인 ‘최소화 반응’
은 유아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 정서나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추거나 최소화시키려는 반응 

유형이고, ‘처벌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

할 때 벌을 주거나 꾸짖는 반응유형이며, ‘스트레스 반응’
은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느끼는 불

안이나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 유형이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

되는데, 6개 반응 문항의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점수가 가지는 반

응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α는 어머니 반응은 .79에서 .89의 범위였으며, 
아버지 반응은 .74에서 .85의 범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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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 of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N=186 

                 Parent
Emotion reaction

Father Mother
t-valueM(SD) M(SD)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39.74(6.58) 41.69(7.20)    2.38*

Emotion-focused 44.13(6.20) 43.08(6.32)  -1.76

Problem-focused 44.35(5.77) 43.66(6.96)  -1.23

Totall 128.23(13.31) 128.44(11.98)   .16

Nagative
Reaction

Minimized 36.89(5.36) 36.97(5.94)   .14

Punifive 35.28(7.31) 31.51(6.63)   -4.50***

Disstress 31.04(6.07) 33.22(5.49)    3.64***

Totall 103.21(13.62) 101.70(12.9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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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SES 계층을 고려하여 광주시에 

소재한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을 유층표집하여, 그 

기관에 재원중인 만3세에서 만5세 자녀의 부모 220쌍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011년 8월 16일에서 8월 

19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전화로 사전 동

의를 구한 후,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전달되

어졌다.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서 30일에 걸쳐 기관을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440부를 배부하여 380부(86.4%)를 회수

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72부

(186쌍)의 설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갖는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사용

하였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차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반응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아버지는 지지적 

반응(M=128.23, SD = 13.31) 점수가 비지지적 반응

(M=103.21, SD=13.6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
머니 또한 지지적 반응(M=128.44, SD=11.98)이 비지지적 

반응(M=101.70, SD=12.9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인 반응을 더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지지적 반응양식에서 어머니(M= 128.44, SD  
=11.98)는 아버지(M=128.23, SD=13.31)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6, 
p>.05). 지지적 반응의 하위영역인 ‘감정표현 격려반응’
에서 어머니(M=41.69, SD=7.20)가 아버지(M=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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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Fa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Numbers Genders Ages Ages
Level of
Education

SES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41***    -.29*** .02 -.06 .02 .14

Emotion
-focused -.01 -.04 .08 -.08 .07 .01

Problem
-focused .07 .01    .32*** .03 .10    .26***

Negative
Reaction

Minimized .04 .13 .02 -.01   -.26*** -.05

Punitive  .001    .20**    .19* .02   -.27***    -.45***

Disstress .03 .06    .22** -.05 .01 -.14
*p<.05, **p<.01, ***p<.001

SD=6.5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8, 
p<.05). 이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자녀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이

를 격려하는 반응양식을 더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정서중심 반응’(t=-1.76, p>.05)과 ‘문제중심 반

응’(t=.-1.23,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음으로 전체 비지지적 반응양식에서는 어머니

(M=101.70, SD=12.99)는 아버지(M=103.21, SD=13.62)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05, p>.05).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영역인 처

벌적 반응에서 아버지(M=35.28, SD=7.31)가 어머니 

(M=31.51, SD=6.6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4.50, p<.001).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에서

는 어머니(M=33.22, SD=5.49)가 아버지 (M=31.04, 
SD=6.0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t=3.64, 
p<.001).
  그러나 ‘최소화 반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4, p>.05).   

2.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

버지-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1)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

버지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변인(자녀수, 유아의 성, 유아연

령), 부모변인(부연령, 부학력,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6가지 반응방식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녀수와 ‘감정표현격려반응’(r=-.41,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성별은 ‘감정표

현격려반응’(r=.29,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처벌

적 반응’(r=-.20,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아연령에서는 ‘문제중심반응’(r=.32, 
p<.001), ‘처벌적 반응’(r=.19, p<.05)과는 정적 상관관

계를, ‘스트레스 반응’(r=-.22,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자녀의 수가 적고, 
여아일수록 감정을 격려하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더 크

게 하며,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주로 문제중심 반응

을 하고, 또한 남아의 정서적 반응과 유아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처벌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며, 유아의 연령이 많

아질수록 스트레스 반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의 경우 부학력은 ‘최소화반응’(r=-.26, p< 
.001)과 ‘처벌적 반응’(r=-.27, p<.001)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문제중심반

응’(r=.26,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처벌적 반

응’(r=-.45,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반응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처벌적 반응

이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문제중심 반응을 더 많이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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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Numbers Genders Ages Ages
Level of
Education

SES

Positive
Reaction

Encouragem
ent of 
Expression

  -.48*** .07  -.20**   .10   .11   .09

Emotion
-focused    -.20** .04   -.44***   .07   .02   .02

Problem
-focused .09 .14   .48***   .10   .21**   .28***

Negative
Reaction

Minimized .01 .06   .16*   -.07  -.12   -.08

Punitive .01  .23**   .07   -.09  -.05   -.11

Disstress .02 .07  -.08   -.21**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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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처벌적 반응은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

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 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유아 변인(자녀수, 유아의 성, 유아연령), 
부모변인(모연령, 모학력,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어머니의 6가지 반응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녀수와 ‘감정표현격려반응’(r=-.48, p<.001), ‘정서

중심 반응’(r=-.20, p<.01)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성별은 ‘처벌적 반응’(r=.23, p<.01)과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리고 유아의 연령은 ‘감정표

현격려반응’(r=-.20, p<.01), ‘정서중심 반응’(r=-.44,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문제중심 반응’(r=.48, 
p<.001), ‘최소화 반응’(r=.16, p<.05)과는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녀수가 적거나 유아

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표현을 격려하

고 정서중심의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의 연령

이 많아질수록 감정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의 

반응과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시키는 반응을 더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더 처벌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변인의 경우 모연령은 ‘스트레스 반응’(r=-.21,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모학력은 ‘문제중심반

응’(r=-.21,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반

응’(r=-.19, p<.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

이 더 많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어리거

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스트레스 

반응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

머니의 반응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

와 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

니의 반응양식과 갖는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

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차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간 반응양

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지적 



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6호 2011

- 1116 -

반응이 비지지적 반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어머니가 지지적으

로 반응하는 경향이라고 밝힌 Han & Sun(2004)의 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어머니의 반응양식 뿐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양식도 지지적이라는 결과에 대해, 무관심

을 아버지의 덕목으로 삼았던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감

정표현을 잘하고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 상(象)에 보다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일 것이라는 Lee(2007) 의 주장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21세기의 아버

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정서적․표현적 역할을 수행하

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양육자로의 아버지

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 Lee(2010)의 주장이 이를 뒷

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

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아동관의 변화와 더불어 

소자녀 보편화의 영향으로 자녀의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일 것으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감정표현격려 

반응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처벌적 반응에서는 아

버지가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 사회에서 애정 및 감정문제를 

담당했던 어머니의 역할과, 궁극적인 훈육 책임자의 역

할을 담당했던 아버지의 역할(Parson & Bales, 1995)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스트레스 반

응에서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만5세 유아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Lee et al., 
2007).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불안이나 분노 등을 그대로 표현하

는 것으로, Jung(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높거나, 남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

응이 더 높은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부부가 공동

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에게 양육과 관

련한 과중한 일이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2. 유아․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

지와 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변인, 부모변인,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유아변인

인 자녀수, 유아성별, 유아연령, 그리고 모변인인 어머니 

학력, 연령, 가구소득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으

로 밝혀졌다.  
 첫째, 유아변인인 자녀수, 유아연령, 유아성별과 유아

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자녀수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어머니는 감정표현반응

과 정서중심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가 높아져 부정

적인 정서표현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Song, 2006)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일수록 처벌적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여아보다 남아

에게 부적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Song, 2006), 어머니

가 아들은 좀 더 통제적으로 대하고 딸은 좀 더 수용적

으로 대한다는 선행연구(Kim, 2008; Cervantes & 
Callanan,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 활동력과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행동을 통제

하려는 한 방법으로 처벌적 반응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어머니

의 감정표현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은 줄어들지만, 문제중

심 반응과 최소화 반응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Lee(2007)의 연구에서는 유아 연령에 따른 차이

가 없었다고 제시되어,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감정표현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이 줄어든 것은, 보통 유아

는 연령이 증가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감소하며 부정적 

정서표현의 강도가 온건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므로(Kim 
& Lee, 2004), 어린 연령인 만3세에 비해 어머니의 감정

표현 반응과 정서중심 반응의 강도가 더 약해졌을 것으

로 추측한다. 이에 반해 문제중심 반응과 최소화 반응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증가한 까닭은 유아가 앞으로 형식

적인 교육기관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잘 적응해 나가게 하

는 전략으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부모관련변인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간

의 관계를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 연령이 어릴

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나이가 적을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

족하여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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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Jung, 2007) 이

런 부담감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그대로 전이

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학력

이 높아질수록 문제 중심 반응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이 부정적 훈육행동

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Bradly & 
Corwyn, 2002)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처벌적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cas(1976) 는 사회계층은 신체적인 

벌의 사용, 명령의 사용, 아동의 외적인 행동에 기초한 

훈육방법을 강조하는 행동과 부적관련이 있다고 주장하

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인 어려움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적 행

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Bradly & Corwyn, 2002; 
Bugental & Happaney, 2004), 지속적인 경제 문제와 그

에 따른 여러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저소득층 부모는 다

른 계층의 부모보다 자녀의 사회정서적 요구에 관심과 

반응을 덜 보이며 자녀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 체벌과 

강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Alvy, 1988; Conger et 
al., 1984).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유
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은 유아의 정

서 뿐 아니라 제반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부모의 연령, 학력, 가
구소득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그럼으로, 부모들에게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유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

짐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유아의 정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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