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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children’s social power through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Methods: A total of 339 four-year and five- year 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 and teachers in Seoul and Gyeongi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using AMOS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reactions to children’s neg-

ative emo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

ity and social power. Also,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was sig-

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social power.

Second, mothers’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had indirect effects on

social power – prosocial leadership and social dominance-through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between mothers’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social power. Also, these findings will be help-

ful in order to understand children’s social power and to develop parent educa-

tion programs.

❙key words mothers’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children’s social power

Ⅰ. 서 론

사회적 힘은 다른 사람의 인지, 태도, 정서, 행동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잠재적 영향력(Hatch,

1987)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불균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Berger, 1985; Goodwin,

2001). 타인에 대한 영향력은 영아기로부터 시작되며, 영아들은 기질과 행동을 통해 양육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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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이끌어낸다(Belsky, 1984). 유아기에는 점차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특히 놀이를

통해 또래와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Hartup,

1996),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또래관계에서도 발휘된다(Bohlin, 2000).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유아들 간에도 힘의 지배구조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을 발견하였다(Strayer & Strayer, 1976; Sluckin & Smith, 1977).

유아기에 또래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힘은 크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난

다고 보고되며, Bohlin(2000)은 긍정적 사회적 힘을 ‘친사회적 리더십(prosocial leadership)’으로,

부정적 사회적 힘을 ‘사회적 지배(social dominance)’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힘을 긍정적으로 발휘

하는 유아는 돕기, 설득하기, 갈등 해결 및 중재하기, 타협하기 등의 친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함

으로써, 상대 유아를 지배하려 상대유아에게 친사회적 리더십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사회

적 힘을 발휘하는 유아는 때리기, 위협, 명령하기, 빼앗기 등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사용하여 상

대유아를 지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해수, 홍용희, 2016; 정은희, 2017; Bohlin, 2000;

Trawick-smith, 1992).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우정의 관계

를 형성하고, 반면, 친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격적 행동으로 또래를 지배하려는 아동은 또래로부

터 거부를 당하기 쉽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Schultz, Izard, & Ackerman, 2000).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유아의 건강

한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에서 유아의 사

회적 힘을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발현

되는데 있어서 개인차를 보이는 원인을 밝힌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유아의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환경적 요인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

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힘을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선행요인이 각각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힘이 행사되는 대인관계에는 정서표현이 동반되며, 유아는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사

회적 반응을 경험하면서 사회,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환경은 부모이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보이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유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et al., 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수용도가 낮은 반면, 부모가 유아의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일수록 또래수용도가 높았다(강희연, 강문희, 1999). 이와 유사한 연구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

에 대해 부모가 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높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며 또래로부터 높은 수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또한,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돕는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다(권연희, 이종희, 2005). 유아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보인 반응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Nel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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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er(2018)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처벌적이고 자녀의 감정을

축소하며, 스트레스 반응으로 대할 때 유아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사회적 힘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다.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며(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

기의 다양한 사회적 능력과 긍정적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보고된다(Denham et al., 2003;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2). 유아의 조절능력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Eisenberg 등의 연구(2001)에서도 유아의 높은 조절능력은 공격성 등의 외현

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켜 또래로부터 인기, 사회적 지위

를 얻는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

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이경님, 부예숙, 2013). 반면, 자신의 정서

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큰 유아들은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된다(김성애, 박성연, 2009; 이지현, 2011; 한유진, 200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와의 상

호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유

아는 높은 리더십을 보이고(이연실, 2011; 이채호, 2016),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 등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지,

정경아, 2010; 장윤희, 문혁준, 2011).

한편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것

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

고 통제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공격, 회피 등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보이는 반면, 어머니가 지지하고 격하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이와 유사한 결과로

유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하는 태도는 유아의 긍정

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조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혜린, 이영, 2008).

Davidov와 Grusec(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반응해주는 것만이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이를 효

과적으로 다루고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

의 사회적 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자녀의 사회

적 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는 Eisenberg, Cumberland 그리고

Spinard(1998)의 정서사회화 모델(a heuristic model of the socialization of emotion)로 설명할 수 있

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경험 및 정서표

현, 정서조절 등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발달이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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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지현(2015)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은 유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

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반

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높이고, 그에 따라 친사회적 리더십을 증가시키고, 공격적 반응의

사회적 지배는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

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유아의 사회적 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

의 사회적 힘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힘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힘(친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친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지배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만 4세, 5세 유아와 그 어머니

339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20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만 4세 유아

는 151명(44.5%), 만 5세 유아는 188명(55.5%), 남아는 177명(51.2%), 여아는 162명(47.8%)로 나타

났다.

유아의 아버지 평균연령은 41.1세, 어머니 평균연령은 38.7세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

교 졸업(58.1%), 대학원 졸업(28.9%),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중퇴 (8.8%)순으로 나타났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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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교육수준도 대학교 졸업(64.6%), 대학원 졸업(20.1%),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10.9%)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사회적 힘

유아의 사회적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Bohlin(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

는 교사가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교사가 여러 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찰이 아닌 설문 응답의 형태로 변환한 한애희(2009)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힘을 크게 긍정적 측면인 친사회적 리더십(친사회성 6문항, 조

직적 기술 6문항, 또래모방 3문항)과 부정적 측면인 사회적 지배(신체적 공격성 7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2개의 하위영역, 5개의 행동범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

석을 위해 각 영역별로 전체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를

측정하였다. 친사회적 리더십 문항의 예로 ‘장난감을 양보하거나 함께 사용한다.’,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한다’등이 있으며 사회적 지배 문항의 예로는 ‘언어로 위협한다’,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 욕하거나 나쁜말 한다’등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교사가 보고하며, 사회적 리

더십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리더십이 높고. 사회적 지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

배의 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친사회성 .85, 조직기술 .86, 또

래모방 .69, 신체적 공격성 .88, 언어적 공격성 .92 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리더십 .84, 사회적

지배 .95 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을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 그리

고 Bernzweig(1990)이 제작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CCNES)를 배주희(2011)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유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

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의 격려’ 12문항,

‘정서중심적 반응’ 12문항, ‘문제중심적 반응’ 12문항으로 구성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처벌적 반

응’ 12문항, ‘최소화 반응’ 12문항, ‘스트레스적 반응’ 12문항으로 구성되는 등 총 6가지 유형 72

문항을 포함한다. ‘감정표현 격려’의 예로는 ‘아이에게 속상하면 울라고 말한다’, ‘정서중심적 반

응’의 예로는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가 즐거운 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문제중심

적 반응’의 예로는 ‘아이에게 찾아보지 않았던 장소를 생각해보게 한다’와 같다. 또한, ‘처벌적

반응’의 예로는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이의 책임을 묻는다’, ‘최소화 반응’

의 예로는 ‘아이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스트레스적 반응’의 예로는 ‘아이가 부주의한 것에

흥분하여 소리친다’와 같다.

이 척도는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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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은 변인 간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하여 역코딩한 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전

체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

가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감정표현격려 .82, 정서중심

반응 .83, 문제중심반응 .75, 최소화반응 .77, 처벌반응 .76, 스트레스 반응 .71로 나타났으며 지지

적 반응 .93, 비지지적 반응.87, 총점 .91 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적 정서조절(9문항)과 부적응

적 정서조절(15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요인이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

보면, 적응적 정서조절에는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

에는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며,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이 중 유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변인 간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한 후,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전체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1 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2-21).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동

의를 얻은 후,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를 함께 기관에 제공하였다. 교사가 ID를 부여하

여 유아가 하원시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고, 회수된 유아의 ID를 확인 후 교사가 보고하도록 하

였다. 유아교육기관에 총 50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353부(70.5%)가 회수되었다.

어머니 또는 교사의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9명의 설

문응답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

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N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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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각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평균은

3.61(SD = .3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평균은 3.76(SD = .26), 친사회적 리더십의 평균은 3.24(SD

= .57), 사회적 지배의 평균은 1.73(SD = .80)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유의한 정

적상관(각각 r = .35, p < .001)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친사회적 리더십과 유의한 정적상관(r = .20, p < .001)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배와는 유의

한 부적상관(r = -.16, p < .001)을 보였다. 즉,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리더십

이 높고, 사회적 지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2.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35*** -

3.친사회적 리더십 .08 .20*** -

4.사회적지배 .05 -.16*** .01 -

평균 3.61 3.76 3.24 1.73

표준편차 .35 .26 .57 .80

왜도 .00 .09 -.22 1.13

첨도 -.17 .10 -.11 .67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339)

***p < .001.

2. 경로모형 검증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유아의 친사

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사

회적 힘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모형에서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 반응이 유아의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친사회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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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과 사회적 지배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경로를 삭제한 수정된 구조모형을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 4.809(df = 3, p < .001), NFI = .931, TLI = .943,

CFI = .972, RMSEA = .042 로 좋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경

로계수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5, p < .001),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은 친사회적 리더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β = .20, p < .001) 미치는 반면, 사회적 리더

십에 유의한 부적영향(β = -.1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증가하며,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인 리더십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배는 감소하였다.

χ2 df NFI TLI CFI RMSEA

경로모형 4.809*** 3 .931 .943 .972 .042

표 2. 모형의 적합도

***p < .001.

경로 B β SE C.R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유아 정서조절 능력 .26 .35 .04 6.80***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친사회적 리더십 .42 .20 .11 3.67***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사회적 지배 -.47 -.16 .16 -2.92**

표 3.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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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친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지배

.35***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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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

에 미치는 경로

유아의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직접효과와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나타났으며(각각 β = .20, p < .001

와 β = -.16, p < .01), 그 다음으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각각 β = .07, β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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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친사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아의 친사

회적 리더십은 증가하고 사회적 지배는 감소하였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35*** - .35***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친사회적 리더십

- .07** .07**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20*** - .20***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
사회적 지배

- -.05** -.05**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16** - -.16**

표 4. 연구변인들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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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

로 하여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힘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가 유

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강희연, 강문희, 1999; 권연

희, 이종희, 2005; Eisenberg et al., 1996; Nelson & Boyer, 2018)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가 또래 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보다는, 평소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어떠한 태도로 반응했는지에 따라 유아의 개인내

적 요인인 정서조절 능력이 다르게 형성되고, 각기 다르게 형성된 정서조절능력에 의해 유아의

또래간의 사회적 관계 또한 다르게 발달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들 중 유아 개인적 특성인 정서조절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이지희, 김혜연,

2012),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보다도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높은 관련

성일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지현, 2010)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박지숙, 임승현, 박

성연, 2009)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은 중요한 환경

적 요인이기는 하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는 그 양육요인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

다는 유아의 내면적 요인의 발달, 즉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관계형성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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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은 긍정적 사회적 힘을 높이는 반면 부정적 사회적 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관계 내 리더십,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반면, 공격적 행동 및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김성애, 박성연, 2009; 김현지, 정경아, 2010; 이경님, 부예숙, 2013; 이연실, 2011; 이

채호, 2016; 이지현, 2011; 장윤희, 문혁준, 2011; 한유진, 2005; Eisenberg et al., 2001)을 뒷받침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또래와 갈등을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진정시킴으로써,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대 유아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친사

회적 리더십과 사회적 지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표현하는 부정적

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적 사회적 힘을 높이는 반면, 부정적 사회적 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긍정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박성연 등, 2011; 서혜린, 이영, 2008; Davidov & Grusec, 2006)를 지지

하는 결과이며,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 자녀의 정서발달을 통해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Eisenberg 등(1998)의 정서사회화 모델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을 이해하

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줌으로써 유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들을

습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무시

하고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전략들을 습득하지 못해,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표출함으로써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지지적이고,

수용해줌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전

략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도 함께 습득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듯이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어 상대 유아에게 베려하고 양보하는 돕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래로부터 높은 수용과 인기를 얻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또래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또래와 갈등상황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데 실패하여 또래 유아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유아의 긍정적 사회적 힘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유아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와 반응적 태도보다는 유아 자신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지만,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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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함양을 통해 유아

가 또래관계에서 올바른 사회적 힘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을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

서조절 및 사회적 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보일 때 유아의 정서

조절 및 사회적 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가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어(신주

혜, 정윤경, 2016; 조인영, 2016; Davidov & Grusec, 2006; Nelson & Boyer, 2018; Von Suchodoletz,

Trommsdorff, & Heikamp, 2011),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지적 혹은 비

지지적 반응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의 연구결과들

도 보고되고 있어(박성연 등, 2011; Eisenberg et al.,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 유형

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유아의 정서,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바람직한 반응과 태도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

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Eisenberg et al.,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힘의 선행적 요인을 파악했으나,

사회적 힘은 또래관계 내에서 발생되는 영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이후 또래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때 사회적 힘이 지속되는지, 혹은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아기의 사회적 힘이 학령기 이후 아동의 발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연구를 설계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힘을 예측하는 변인이며,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사회적 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아의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정서조절을 돕도록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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