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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U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2곳의 4, 5세 유아와

어머니,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신념

척도(PBAC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정서가치신념(긍정정서가치, 부정정서가치, 중립적가치, 정서위험)과 정서지도신념(부

도지도, 자녀습득)을 측정하였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ERC: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및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 및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정서가치신념은 또래 유능성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중립적가치신념은 또래 유

능성 전체와 정적 상관을, 어머니의 중립적가치신념과 정서위험신념은 친사회성과 유

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은 또래 유능성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

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정서

가치신념과 부모지도신념은 정서조절능력전체 및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고, 부모지도신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

머니의 부정정서가치신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은 정서조절능력 전체 및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부적상관

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전체 및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또래 유능성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은 또래

유능성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정

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신념 중 정서위험신념과 부모지

도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신념의 중요

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개념 및 역할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어머니의 정서신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또래 유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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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공동체에 소속되며,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박경선, 2018). 또래는 유아가 갖는 의미 있는 관

계 중 하나로써 이들 사이에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닐뿐 아니라 유사

한 정서와 행동을 공유한다. 이에 Shaffer(2009)는 유아의 사회화에 있어 또래는 중요

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성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유아기 발달에 기여하는 존재

로 보았다. 또래관계는 유아 발달의 매우 중요한 생태적 맥락 중 하나로(이선애, 현은

자, 2010),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기술을 발달시켜 나간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00). 이처럼 유아의 또

래관계는 아동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양진

희, 2013; 유미현, 이경님, 2019; Carson & Parke, 1996; Guralnick, 1993).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이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능력으로써, 사회적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서와 인지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또래집단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능력

을 의미한다(박주희, 이은해, 2001; Asher, Renshaw, & Hymel, 1982). 또래 유능성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에게 잘 수용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박주희, 이은해, 2001).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및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

적 적응을 예견하며(고정리, 2018; 안선희, 2002; 양선희, 2007; 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 심리적 안정감 및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온유, 백

지혜, 2019; 박민지, 김민진, 2016; 임은정, 2013). 반면 또래 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또

래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하지 못하여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또래를 괴롭히는 행

동을 보이고(김나림, 1995; 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여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박순진, 2011), 이 밖에도 공격성을 포함한 문

제행동을 예측한다(Shantz, 1986). 이와 같이 유아기의 또래관계를 의미하는 또래 유능

성은 이후의 적응적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예측하는 또래 유능성은 단일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유아 개인

적 특성 외에도 유아가 속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박석규, 이은희, 2011).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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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기질(여이주, 2017; 정경민, 2017; 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실행기능(김보영, 2015; 유란희, 김선희, 2017; 조다연,

2020), 정서조절(김현나, 이경님, 2008; 배율미, 조광현, 2017; 허애수, 2003; 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 Coie, 1994), 자기조절(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등의 유

아 개인적 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정서표

현성 등을 포함하는 부모 요인(남궁령, 2014; 박주희, 2001; 손승희, 이은해, 2004; 이상

은, 이주리, 2010),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황윤세, 2009)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또래 유능성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유아가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맥락이자 사회화의 시작점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어머니

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송은교, 정정희, 정효진,

2018; 이진희, 2013; 한선희, 문혁준, 2014).

한편 유아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부모 역할과 관련해 어머니의 정서

적 측면이 중요시되면서,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경선, 2018; 배유림, 박영신, 2015; 이지영, 2020; Dunsmore &

Halberstadt, 1997; Mirabile, 2010).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는 불편함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들의 정서능력을 향상시켜 이후 형성하

는 대인관계에서 성공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이종각, 문수백, 2011; 임은정, 김수

영, 2011;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또한 어

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머니로부터 정서를 무시당

하는 유아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더 능숙하고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발달

을 경험한다(김은경, 2005; 박진이, 2013; Denham et al.,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반면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정서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래 내에서의 인기도가 낮

으며(Eisenberg, Liew, & Pidada, 2001),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을 일으

킬 가능성이 높다(최혜진, 곽효민, 2017; Roberts & Strayer, 1987). 이처럼 어머니의 정

서사회화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기여함으로써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 가운데, 국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

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신념(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이다. 이는 자녀가 보이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고유한 신념

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상위 인지적 개념으로, 자녀의 정서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

(신주혜, 2015). 어머니의 신념은 부모들의 반응에 동기를 부여하고(Dix, 1991, 1992),

부모의 정서표현 및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사회화의 핵심 측면을 구성한다(McGilicuddy-DeLisi & Sigel, 1995). 즉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에 따라 부모의 정서 관련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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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Dunsmore & Halberstadt,

1997). Katz, Maliken와 Stettler(2012)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정서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아이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을 지적하며 유아의 정서 반응에 있어 중요한 기여자로서 이에 선행되는 부모들의 신

념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최난이, 남은영, 2016), 부모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원숙연, 송하나, 2015),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힌 연구(남궁령, 2015), 그리고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신념을 고려한 연구(최연화, 2012) 등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에 대한 국

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신념

이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서로 연관지어 볼 때, 어머니의 정서신

념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적 요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아 개인 요인으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노진형, 2014; 유란희, 김선희, 2017; Dodge, 1991;

Einsberg & Fabes, 1992). 유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적 발달과 함께 정서조절의 발달

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후 전반적인 발달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Cole, Luby,

& Sullivan, 2008). 정서조절능력이란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맞게 반응하고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아의 내적 특성으로(Bodrova &

Leong, 1996; Cole, Martin, & Dennis, 2004; Morris et al., 2011), 자신의 의지로 정서

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뜻한다(정경민, 2017). 따라서 여러 발달 학자들

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반응 및 행동을 조절하

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였다(Denham et al., 2003;

Eisenberg, Spinrad, & Morris, 2002;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Kopp,

1982). 정서조절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쾌활하여 또래에게 인기가 높고(송은교, 2012), 낮은 또래

공격행동을 보이며(최인숙, 2014), 상대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여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한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aarni, 1999). 그뿐만 아니

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

아는 하루일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최혜진, 곽효민, 2017).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정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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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이희영, 임

희수, 조준오, 2017), 청소년기 위험 행동과 성인기 부적응의 중요한 예측 인자로 보고

되고 있다(Cooper, Wood, Orcutt, & Albino, 2003; Fabes, Hanish, Martin, &

Eisenberg, 2002).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은경, 2007; 송은교, 정정

희, 정효진, 2018; 유지현, 이경님, 2017; 이지희, 2008; 하선아, 2014; Hubbard & Coie,

1994; Miech, Essex, & Goldsith, 2001).

한편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 정서신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신주혜, 2015; 이지은, 2014; 최연화, 2012; Durnsmore & Halberstadt, 1997;

Gottman et al., 1996; 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자녀의 발달에 대

한 부모의 신념은 양육방식으로 구현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김명혜, 2006), 부모가 가지는 정서신념 또한 자녀의 정서

발달을 이끄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아는 효과적인 정서조절과 자

기조절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므로(Levendosky, Huth-Bocks,

Shapiro, & Semel, 2003) 부모의 정서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가 보이는 정서에 대해 수용적이고 적

극적으로 정서를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고(이

지은, 2014; Dunsmore & Halberstadt, 1997; Ramsden & Hubbard, 2002), 어머니가 가

진 정서에 대한 신념 및 철학이 어머니의 구체적인 정서사회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

써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꽃, 신나나, 2015). 신주혜

(2015)는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 신념 및 관련변인 연구를 통해 긍정정서가치신념, 정

서위험신념, 부모지도신념, 조롱신념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거쳐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정서유동성신념, 통제신념, 조작신념, 사생활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정서신념이 실제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

실과 나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정서조절능력은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 세 가지 변인들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변인의 관련성을 다룬 해외 연구로는 부모의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정

서조절능력 및 유아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Cunningham, Kliewer,

& Garner, 2009; Katz & Windecker-Nelson, 2004;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가 있으나 일반 아동이 아닌 특수한 집단의 아동 및 청소년만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반 유아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연구로는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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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연구,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

적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

관이 유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정서적 적응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들 중에는 단일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의 정

서신념(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이라는 개념보다는 상위정서철학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상위정서철학

은 정서에 대한 신념과 행동적 요소(양육행동)가 분리되지 않아 어떤 신념과 행동이

아이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어머니의 신념을 평가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신념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개념이므로, 또래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

지만, 이 둘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

제로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을 고찰한 Katz등(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 상위정서철학과

이후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의 연관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중재변인을

탐구해야하며, 이러한 중재변인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정서적 유능성

을 제안한 바가 있다. 특히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 내에서 적응적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유란희, 김선희, 2017; Denham, et al.,

2003),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적응적 혹은 부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신주혜,

2015; 이지은, 2014)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변수의 구조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유아기 또래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

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의 정서신념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기초자료와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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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어머니의 
정서신념

또래 유능성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그림1> 연구모형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또래 유능성

또래 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

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박주희, 이은해, 2001). 본 연구에서

는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을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성은 또

래관계에서 놀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능동적으로 이끌며 효과적으로 자신

의 의견을 주장하는 능력이다.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서로

도와주며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교성

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어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다(이지희,

2008).

2) 어머니의 정서신념

어머니의 정서신념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는 정서에 대한 가치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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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사회화를 돕기 위해 어머니가 추구하는 사고나 지식의 방향을 의미한다

(최연화, 조복희, 2013; Gottm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가치신념(긍정정서가치,

부정정서가치, 중립적가치, 정서위험)과 지도신념(부모지도, 자녀습득)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치신념(Value Beliefs)은 정서의 가치나 수용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긍

정정서가치는 자녀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자녀가 그러

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다. 부정정서가치는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지라도 이러한 경

험은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중립적가

치는 정서를 단지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여 자녀의 정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

는 신념이다. 정서위험은 모든 정서를 위험한 것으로 여겨 정서를 강하게, 그리고 빈

번하게 경험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신념이다. 다음으로 지도신념(Guidance

Beliefs)은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

한 것으로 부모지도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도해야 하며 다양한 정서를 다루는 방

법을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는 신념이다. 자녀습득은 정서와 관련한 규

칙을 자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신주혜, 2015).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이란 개인이 특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정서적인 각성을 조절하

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능력으로, 목표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변화시키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Shields & Cicchetti, 1995).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의 하

위요인을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로 구분하였다.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반면 부정

적 정서조절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정서조절 기술의 결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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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또래 유능성

1) 또래 유능성의 개념

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많은 발달이론가들은 또래 환

경의 중요성에 공통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래는 나이, 성, 학년 등의 영역에서 비

슷한 수준의 사회적·인지적 복잡성을 지니는 동등한 동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

나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관계와는 다른 동등지위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능력

을 키우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Hartup & Moore, 1990; Shaffer, 2009).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해 나간다. 또한 또래를 사회적 비교의 준거로 삼아 자신

을 평가하거나 또래를 모델링함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행동들을 배우게 된다(박주희,

이은해, 2001). 특히 또래관계는 유아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및 성인기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어(Hartup & Stevens, 1997) 생애 전반에 걸쳐 장

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은 또래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Howes, 1987),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유아의 사회인지 및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이지희, 2008). 또래 유능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stelink, Whiren, Soderman, Stein와 Gregory(2002)는 또래와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였고, Asher, Renshaw와

Hymel(1882)은 또래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끄는 사회적 능력이며, 이를 통해 또래

를 사귀고 그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

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또한 단현국(2004)은 또래집단 내에 성공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또래와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박주희(2001)는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잘 어울리며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내면서 또

래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적 적응을 성취하도록 기능하는 능력을 또래 유능성으

로 보고, 또래 집단에서 놀이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인 주도성, 친구들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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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성, 그리고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친구와 고루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인

사교성 이 세 가지를 또래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또래 유능성은 사회적 유능성이란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유능

성은 전반적 맥락에서의 사회정서적 적응으로 또래 및 성인의 선호, 정서적 성숙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LaFreniere & Dumas, 1996). 또래 뿐 아니

라 성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명칭보다는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으로 명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박주희, 이은해,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2001)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넓은 개념의 사회적 유능

성 보다는 유아기 발달단계에 보다 부합되는 또래 유능성으로 명명하고,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또래 유능성을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2) 또래 유능성의 구성요인

① 주도성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

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박주희, 2001), 영유아기를 지나는

동안 자율성이 잘 발달한 아동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여 스스로 행동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Trawick-Smith, 1994). 유아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긍

정적 또래관계 경험과 성인으로 부터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점차 주도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 유아는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를 인식

하게 되며, 이는 다시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성취감으로 발전하게 된다(오숙현, 2003).

이처럼 주도성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다 확장

시켜나가는데, 다른 유아와 더 잘 협력할 뿐 아니라 도움도 더 잘 받아들인다. 또한

올바른 행동에 대한 생각을 발달시키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다(Kostelnik et al, 2002).

② 친사회성

친사회성이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박주희, 2001), 돕기, 나누기, 협동하기, 위

로하기 등과 같은 행동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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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김희화, 2011).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영아기 때부터 이타적 행동의 모습으로 출현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달한다(김재원, 2018). 또한 초자아가 발달되는 유아기가

되면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며(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부모를 포함한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강화 받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능력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Berk, 1996). 특히 또래관계 속

에서 자연스러운 모방은 유아기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또래 모델

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행동을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또래의 행동을 모방함

으로써 더욱더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송명자, 1995). 또한 유아기에 또래관계

를 통해 내재화한 친사회성은 성인기에 강화된 친사회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므

로(정옥분, 2006) 유아기에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친사회성을 형성하

고 발달시키는 것은 이후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③ 사교성

사교성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고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교성의 발달 정도는 유아가 또래 친구에게 인기가 많고, 여러 친구들과 고루 친하

게 지내고, 다른 또래들이 좋아하며, 놀고 싶어 하는지 등을 통해 가늠 할 수 있다(박

주희, 이은해, 2001).

유아기에 접어들면 또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혼자 놀거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보다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의

관심과 우정을 확인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성보암, 2015). 따라서 또래

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김숙, 1995),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사교적 행동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사교성이 발달한 유아들은 원만한 친구관계를 확립하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또래와의 접촉을 습관적으로 피하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영희,

2006). 또한 또래 유아로부터 거부된 비사교적 유아들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탈선, 심

리적 장애, 신경증, 그리고 성적 일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Moore &

Updegraff, 1964; Roff, Sells, & Golden, 1972). 따라서 또래 유아와 함께 있을 때 지

나치게 수줍어하거나 불편해 하고 공격적인 유아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며, 유

아기 사교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Dodge, MaClaskey, & Feldm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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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정서신념

1) 정서신념의 개념

정서발달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정서사회화 행동의 주된 연구 분야로는 부모의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정서와 관련한 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그러나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부

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서사회화 행동에 선행되는 인지적 변인인 부

모의 정서신념이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게 되

었고(Dunsmore & Halberstadt, 1997; Dunsmore & Karn, 2001), 자녀의 정서에 대한

사고와 신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

고 있다.

정서신념이란 정서와 관련하여 부모가 가지는 고유한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Gottman 등(1996)은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과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해 양

육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의 집합을 뜻하는 부모상위정서철학(PMEP:

Parents-meta-emotion philosoph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대조되는 두 가지

유형인 부모들이 가진 정서코칭철학(emotion-coaching meta-emotion philosophy)과

정서방임철학(motion-dismissing meta-emotion philosoph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위정서철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며 3년간의 종단연

구를 통해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 직접적으로 또는 양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결과물을 예언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신주혜, 2015). 정서코칭철학은 자신과 자

녀의 모든 정서적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부정적인 정서라도 그 표현을 통

해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정서 교육의 기회로 여기는 신념을 뜻한다.

정서방임철학은 정서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위험한 것으

로 여겨 통제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신념을 뜻한다(신주혜, 2015).

높은 정서코칭철학을 가진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정서를 인지하고 자녀의 부정

적인 정서를 친밀감이나 가르침의 기회로 본다. 또한 자녀의 정서를 검증하고 정서에

이름을 붙이며, 다양한 정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세운다. 반면 정서

방임 상위정서철학을 가진 부모들은 정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

의 부정적인 정서를 바꾸거나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부모의

정서코칭 방식과 자녀의 정서를 방임하는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서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Gottman et al.,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상위정서철학은 너무 광범위하고 신념과 행

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념과 행동을 구분하기 어렵고, 어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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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행동이 아이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Cowan, 1996; Eisenberg, 1996). 이를 보완하고자 Dunsmore와 Karn(2001)을 비롯한

Halberstadt 등(2008)의 여러 학자들은 자녀에 정서에 대한 부모가 가지는 신념을 보

다 구체화하고 이러한 신념이 정서사회화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주목

하였다.

부모의 
상위정서철학

심리사회적
적응

아동의
정서적 능력

또래관계

인식
수용

지도 인식
표현

조절

<그림 2>부모 상위정서철학의 이론적 틀

Katz, Maliken, & Stettler(2012)

Dunsmore와 Karn(2001)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양육신념척도(PBAF: Parent's

Beliefs about Feelings)를 개발하고 측정한 결과 정서언어신념(Emotion Language

Belief)과 발달준비신념(Developmental Readiness Belief)의 두 가지 요인을 발견하였

다. 먼저 정서언어신념은 자녀의 정서경험을 언어화하도록 정서와 관련한 용어의 사

용에 대해 지도하거나 사회화하는 것과 관련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다. 두

번째 요인인 발달적 준비신념은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통제하거나 정서 관련 대화를

할 준비가 발달적으로 되어 있는가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가지는 신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신념과 행동이 혼합되어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신주혜, 2015).

이러한 한계에 대해 Halberstadt 등(2008)은 양육행동과 구별되는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념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PBAC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를 개발하였고 PBACE 도구는 정서가치신념, 정서통제신념, 정서발달과정신념, 정서

지도신념, 정서적관계신념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을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문화가 요구하고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반영

하여 결국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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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모 정서신념의 내용 (Halberstadt 외, 2008), 신주혜(2015)에서 재인용

가치

긍정정서가치 긍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

부정정서가치 부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

중립적가치 정서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고 여기는 신념

정서위험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고 여기는 신념

지도
부모지도 자녀의 정서를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고 여기는 신념

자녀습득 자녀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신념

통제 아동이 정서를 통제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모의 신념

발달과정
정서가 발달에 의해 변화 가능한 특성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고착

된 것인지에 대한 부모가 가지는 신념

관계

조롱 정서관련 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신념

사생활 자녀의 정서적 사생활을 가질 권리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념

조작 아동의 정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작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신념

국내에서는 신주혜(2015)가 Halberstadt 등(2008)이 개발한 도구(PBAC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정서신념을 확인한 결과,

‘긍정정서가치’, ‘부정정서가치’, ‘중립적가치’, ‘정서위험’, ‘통제’, ‘정서유동성’, ‘정서발달

가능성’, ‘부모지도’, ‘자녀습득’, ‘조롱’, ‘조작’, ‘사생활’ 으로 명명할 수 있는 12개의 하

위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한국 어머니들은 긍정정서가치신념의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롱에 대한 신념 수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주혜(2015)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 중에서 정서가치신념(긍정정서

가치, 부정정서가치, 중립적가치, 정서위험가치)와 지도신념(부모지도, 자녀습득) 두 가

지 정서신념을 측정하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2)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

유아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유아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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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능력과

적응을 예측하는 토대가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8).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가 맺는 또래관계는 유아기 발달에 있어 의

미 있는 타인으로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또래

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인 또래 유능성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주희, 이은해, 2001).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유아의 생애

초기의 경험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 내 어머니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어머

니와의 관계와 양육행동을 통하여 사회·정서적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이

진희, 2013; 한선희, 문혁준,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대인관계능력의 기초

가 되는 정서와 관련한 양육행동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Saarni, 1999), 어머니

의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코칭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Halberstadt, 1991).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표현에 대하여 수용해주고 격

려하는 반응을 보일 때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욱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친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Eisenberg & Fabes, 1992).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

표현에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또래관계에서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이 높게 나타

나 또래관계에서 유능함을 나타냈다(이지현, 2006). 곽운숙과 이성희(2008)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

한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행동을 보이면 어머니로

부터 정서를 무시당하는 유아보다 사회적으로 더 능숙하고,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발달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주희, 2001; 안라리, 2005; Denham et al., 1997;

Gottman et al., 1996).

한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은 자녀가

보이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상위 인지적 개

념을 뜻한다. 부모가 가지는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라 부모의 정서 관련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Dunsmore

& Halberstadt, 1997). 그동안 이루어졌던 정서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부모의 정서

표현 및 아이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등의 행동적 요소였다면, 이에 선행되는 인지

적 요소인 부모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Katz, et

al., 2012).

부모의 정서신념이 또래관계를 포함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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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로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본 연구(최난이, 남은영, 2016), 부모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원숙연, 송하나, 2015),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남궁령, 2015),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신념을 고려한 연구(최연화, 2012)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선행요인이 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신념은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능력에 기여하는 환경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개념 및 발달

정서조절능력이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자신과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정서표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적절히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정서 상태로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et al, 2004; Saarni, 1999; Salovey & Mayer, 1990).

이처럼 효과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유아는 상대의 정서표현에 민감하고 정

서적 갈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관계 내에서 유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odge, 1991; Fabes & Eisenberg, 1992; Vorbach & Foster, 2003).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교육기관과 이후 학교에서의 적응, 그리고 학업성취를 예

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Denham et al., 2003; Miller et al., 2006). 반면 정서조절능력

이 낮은 유아는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 공격성과 같은 내적·외현적 문제를 보고하

는 등(Eisenberg et al., 2001; Goodman, Brogan, Lynch, & Feilding, 1993) 다양한 발

달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 지속적인 발달과정을 거친

다. 신생아의 정서조절은 생리적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조절과 관련한

것으로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Cole, Michel, &

Teti, 1994). 이후 성장함에 따라 양육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정서조절을 경험하고

적절한 전략을 습득하게 되고(Trevarthen, 1984), 행동을 중심으로 한 정서조절 전략

에서 인지적 전략으로 발달하게 되어 점차 양육자를 의존하지 않고도 적응적인 내적

자기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Gross, 1998).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적 발달과 함께 정서조절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발

달 양상은 정서조절과 관련한 인지적 책략의 발달을 이끌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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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다 잘 대처하게 한다(Fabes & Eisenberg, 1992;

Thompson, 1994). 즉 이 시기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

다(Cole et al., 2008).

유아의 정서조절은 발달심리학의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이나 그 주제가 항상 관심을

받아온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제한적 연구 수준으로 연구되

었으며(Eisenberg, Champion & Ma, 2004), 초기의 연구는 개인의 정서에 대한 것으

로, 주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기본정서와 관련한 개별정서이론이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정서발달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은

정서는 개인이 환경적 맥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발달하는 것

이라고 보았고, 이 같은 관점에 근거한 정서조절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Eisenberg & Fabes, 1992).

이 같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서조절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다양하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서조절의 개념적 정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조절능력을 극단의 긍정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부

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불쾌한 정서적 각성을 진정시키며, 주의를 환기하여 외부의

목표에 따라 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한편 Thompson(1990)은

정서조절은 각성된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과 조절된 상태의 정서 모두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고,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여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는 외적이며 내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일

부 연구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이란 개별 정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감

정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수준에서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여은진, 이경옥, 2011; Salovey & Mayer, 1990). 또한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능력을 자신의 정서적인 각성을 모니터하고 조절하는 능력

으로 개념화하여, 적응적 정서조절(adaptive emotion regulation)과 불안정(lability)/부

정성(negativity)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과 맥락

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서적 유

능성을 의미하며, 불안정/부정성은 감정과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의 조

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들의 종합해 볼 때,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정서의 이해와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

을 지지하며,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이 사회적 능력 및 적응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기 발달의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elds와 Cicchetti(1997)의 정의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적

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누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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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정서조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으로써,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또래 내에서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Parker & Asher, 1993). 즉, 효과적인 정서조절은 단순히 공

격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의 억제뿐 아니라 정서적 각성이 된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1994).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절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때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반응한다면 또래 내에서 수

용되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발달시키는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지민경, 정계숙, 2011).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유아의 자기정서조절능

력이 또래집단의 수용정도 및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협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원활하며 사회적 기능이 발달되어 원만한 또

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송은교, 2012; 유란희, 김선희, 2017;

Causey & Dubow, 1992; Eisenberg & Fabe, 1992)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거부되며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이지 못하여 고립적인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지민경, 정계숙, 2011; Kupersmidt & Dodge,

200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인 또래 유능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록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고 교사로부터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

으며(허애수, 200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도록

하여 또래관계 내에서 유능함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김은경, 2007; 송은교, 20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기 또래관계 형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유아기 또래관계가 이후 성인기까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중

요한 요인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3)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은 일차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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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양육자로부터 다양한 사회․정서적 행동을 학습한다(Maccoby & Martin, 1983).

자녀의 정서사회화의 일차적 환경인 어머니는 내재된 정서에 대한 사고와 목표를 바

탕으로 양육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모가 가지는 정서신념은 개념적 틀

을 제공한다(강보미, 2015).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신념이란 부모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들 자

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신념이나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되고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명혜, 2006). 이러한 신념은 인지

적인 요소로써 자녀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Sigel, 1985) 자

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다시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Durnsmore & Halberstadt, 1997;

Gottman et al., 1996). 특히 유아는 효과적인 정서조절과 자기조절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를 의존하므로(Levendosky et al., 2003), 부모의 정서신념은 자녀의 정서적

능력 중 하나인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Gottman 등(1996)은 정서코칭철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경험을 존중

하고, 슬픔과 분노와 같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의 적절한 표현을 위한 규칙

및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자녀가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

다. 이 같은 주장은 이 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Gottman과 동료들의 상

위-정서 인터뷰를 통하여 정서코칭 철학을 가졌다고 분류된 어머니의 자녀는 더 나은

정서조절을 보였으며(Ramsden & Hubbard, 2002), 나아가 우울, 가정폭력, 불안장애,

회피 등의 문제를 지닌 어머니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슬픔과 분노에 대해 정서코칭철학을 가진 어머니는 아이들의 내적・외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 영향(가정폭력, 우울, 불안장애 등)을 완충시킴으로써(Cohodes, Chen, &

Lieberman, 2017)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보호할 수 있었다. 국내 관련

연구로는 최연화(2012)의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연구에서

부모의 정서표현지도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지은(2014)은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지도신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Halberstadt 등

(2008)이 개발한 PBACE(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를

이용해 한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신념을 조사한 신주혜(2015)는 긍정정서가치신

념, 정서위험신념, 부모지도신념, 조롱신념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을 거쳐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통제신념, 정서유동성신념, 사생활신

념, 조작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정서신념이 실제로 정서관련 양육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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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하고 있다.

4.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의 개념적 틀이 되고 유아의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다(하지영, 2017; 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표현지도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이 높게 나타났고(최연화, 조복희, 2013),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도해야 한다

는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지은, 2014).

한편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기 사회적 능력을 강하게 예측하고 이 둘은 의미 있는 관

련성을 지니는데,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

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김현나, 이경님, 2008; 송은교, 정정희, 정효진,

2018; 조인영, 2016). 그러나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인 부모의 신념, 가치관 등으로 관

심이 확장되면서(Miller, 1988),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다양

한 연령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또래관계 모두에 이익이 됨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자녀의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Cunningham 등(2009)은 집단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9∼13세 아프리카계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양육자의 상위

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다. 또한 분노에 대한 코칭

을 더 많이 받은 청소년들은 3년 후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정서조절을 더 잘할 수 있었

고, 외현화 문제를 덜 나타내었다(Shortt et al., 2010). 행동 장애가 있는 미취학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위정서철학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또래 놀이를 보였고,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고

립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덜 보고되었다(Katz & Windecker-Nelson,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집단의 아동 및 청소년만을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내 일반 유아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한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부모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연구로써 정확

한 어머니의 정서신념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서관련 양육행동과는 분리되는 어머니의 정서신념을 측정하

여 일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임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Cunningham et

al., 2009) 등을 토대로 Katz 등(2012)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및

태도와 또래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사이를 중재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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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정서

유능성을 의미 있는 중재변인으로 예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신념

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시작단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의 정서신념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정서적 역량의 중재적 역할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강보미, 2015; 남궁령, 2015; 원숙연, 2015).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부모 상위정서철학과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함을 밝힌 원숙연(2015)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정

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부모의 정서신념과 함께 행동적 요소를 포함

하는 상위정서철학으로의 정서신념을 변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지적 요소인 부모의

신념만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학령기 아동으로 하였는데, 학령기는

자녀의 정서관리에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유아기가 정서

조절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할 때(Cole et al., 2004), 학령기 아동

이 아닌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어머니의 자녀정서신념 중 정서조작과 유아의 문제행

동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완전매개함을 밝힌 강보미(2015)의 연구가 있

다. 강보미(2015)의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이에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의 중재적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나 유아의 문제

행동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역할에 주목

했다. 유아기는 정서조절능력의 발달 시기로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행동 보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개발과 함께 다른 발달

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유아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부분을 더욱 개발시키

는 것은 결국 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어머니 정서신념의 긍정적 측면을 개발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의 반대적 측면이자 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변인으로 볼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궁령(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정서신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들 사이의 중재역할을 하는 요소로 다룬 심리적 건강성

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가 정서조절능력과 유사한 바, 매개변인으로써의 정서조절능

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어머니 정서신념의 하위요인을 합산한

값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개별 하위요인이 갖는 역할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

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인지적 측면인 정서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시도라는 점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각각의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신념에서

양육행동을 제외한 Halberstadt 등이 개발하고 신주혜가 번안, 수정한 척도 중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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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서철학의 중요 개념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가치신념(Value Beliefs)과 지도신념

(Guidance Beliefs)의 하위요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을 상정하여,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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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U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2곳의 4, 5세 유아 430명과 그들의 어머

니,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는 또래 상호작용의 증가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정재윤, 2011), 정서

조절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Cole et al., 2004; Frick & Morris, 2004). 총 43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363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

외한 3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의 연령에서는 4세가 180명(54.1%), 5세가 153명(45.9%) 이었으며, 성별에서는 남아

185명(55.6%), 여아 148명(44.4%)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둘째가 122명

(36.6%), 첫째 107명(32.1%), 외동 80명(24%), 셋째이상 24명(7.2%)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164명(4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5세가 116명

(34.8%), 41-45세가 42명(12.6%), 46세 이상 11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

머니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150명(45%)으로 가장 높았으며 2/3년제 대학 졸업이 99

명(29.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명(15%), 대학원 졸업이상이 34명(10.2%)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소득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145명(43.5%)로 가장 높았으며,

400-500만원 미만이 99명(29.7%), 300-400만원 미만이 55명(16.5%), 300만원 미만이

34명(1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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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33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아나이
만 4세 180 54.1 54.1

만 5세 153 45.9 100.0

유아성별
남아 185 55.6 55.6

여아 148 44.4 100.0

출생순위

외동 80 24.0 24.0

첫째 107 32.1 56.2

둘째 122 36.6 92.8

셋째 이상 24 7.2 100.0

어머니

나이

30-35세 116 34.8 34.8

36-40세 164 49.2 84.1

41-45세 42 12.6 96.7

46세 이상 11 3.3 100.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50 15.0 15.0

2, 3년제 졸업 99 29.7 44.7

대학교 졸업 150 45.0 89.8

대학원 졸업 이상 34 10.2 100.0

월평균소득

300만원미만 34 10.2 10.2

300-400만원 미만 55 16.5 26.7

400-500만원 미만 99 29.7 56.5

500만원 이상 145 43.5 100.0

2. 연구도구

1)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 이은해(2001)가 개발한 교사 평정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주도성 5문항,

친사회성 5문항, 사교성 5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또래관

계 내에서 놀이나 활동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능력

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른 또래들이 흥미를 갖고 따라 할 만한 활동이나 놀이를 제안



24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친사회성은 친구들에게 민감하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친사회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움이나 위기에 있는 아이를 잘

도와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교성은 아동이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

며 다양한 아동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또래가 이 아동을 좋아한

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임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가능한 또래 유능성의 최저점은 15점,

최고점은 75점이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평균 점수는 3.73(SD=.75)으

로, 중간 점수 3.8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 내적합치도는 .95로 각 하위요인별로는 주도성

.91, 친사회성 .90, 사교성 .94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분석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주도성 5 1, 4, 7, 10, 13 .91

친사회성 5 2, 5, 8, 11, 14 .90

사교성 5 3, 6, 9, 12, 15 .94

전체 15 .95

2) 어머니의 정서신념

어머니의 정서신념은 Halberstadt 등(2008)이 개발하고 신주혜(2015)가 번안하고 수

정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PBAC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PBACE는 가치, 통제, 발달과정, 지도, 관

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의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신념’과 ‘지도신념’ 이 두 가지 영역을 사용하였다. ‘가치신념

(Value Beliefs)’은 다시 긍정정서가치 10문항, 부정정서가치 10문항, 중립적가치 5문항,

정서위험 10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긍정정서가치’는 긍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

다고 여기는 신념으로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

하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부정정서가치’는 부정적 정서에도 가치가 있다고 여기

는 신념으로 “때로 화를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유용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중립



25

적가치’는 정서의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신념으로 “슬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정서위험’은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신념으로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보이기 시

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지도신념(Guidance Beliefs)’은 다시 부모지도 9문항, 자녀습득 8문항의 2개 요인으

로 구성된다. ‘부모지도’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지도하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신념으

로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부모는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자녀습득’은 자녀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신념으로 “아이들

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극복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

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에 대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정서신념 문항은 가치신념(Value Beliefs)의

긍정정서가치 10문항, 부정정서가치 10문항, 중립적가치 5문항, 정서위험 10문항과

지도신념(Guidance Beliefs)의 부모지도 9문항, 자녀습득 8문항으로 총 52문항이다.

먼저 긍정정서가치는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10점, 최고점은 50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가치신념의 평균 점수는 4.64(SD=.37)로, 척도의 중앙값

4.7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부정정서가치는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10점, 최고점은 50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의 평균점수는

3.17(SD=.54)로, 척도의 중앙값 3.2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중립적가치는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5점, 최고점은 25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가치신념의 평균 점수는 3.06(SD=.76)로, 척도의 중앙값 3.0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정서위험은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10점, 최고점은

50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가치신념의 평균 점수는 2.51(SD=.62)로,

척도의 중앙값 2.4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도신념의

부모지도는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9점, 최고점은 45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가치신념의 평균 점수는 4.03(SD=.55)로, 척도의 중앙값 4.00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자녀습득은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이 8점, 최고점은 40점으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정서가치신념의 평균 점수는 2.74(SD=.55)로, 척도의 중앙값

2.75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표 4>와 같다. 구

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서가치신념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가치는 .81, 부정정서가치는

.79, 중립적가치는 .75, 정서위험은 .82로 나타났으며, 지도신념의 하위요인인 부모지도

는 .87, 자녀습득은 .80로 나타났다.



26

<표 4> 어머니 정서신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가치

신념

긍정정서가치 10 1, 4, 9, 12, 14, 17, 19, 23, 25, 27 .81

부정정서가치 10 3, 5, 13, 15, 20, 21, 28, 31, 33, 34 .79

중립적가치 5 2, 6, 18, 24, 26 .75

정서위험 10 7, 8, 10, 11, 16, 22, 29, 30, 32, 35 .82

지도

신념

부모지도 9 37, 38, 40, 41, 42, 43, 45, 49, 50 .87

자녀습득 8 36, 39, 44, 46, 47, 48, 51, 52 .80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척도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김정민(2013)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응적 정서조절(adaptive emotion regulation) 9문항과

부정적 정서조절(lability/negativity) 9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적응적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거나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문항의 예로는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 할 때

금방 기분이 회복된다.”,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무섭고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

로 표현하다.” 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부정적 정서조절은 분노나 공격성을 유발하

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갑자기 울컥하고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

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정서조절 영역은 평정 후 역채점하며, 전

체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유발되거나 공격적 상황에

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

적응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가능한 점수의 최저점은 18점, 최고점은

90점이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평균 점수는 3.96(SD=.62)으로, 중간

점수 4.06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각 하위요인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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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정서조절은 .83, 부정정서조절은 .90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적응적 정서조절 9 16, 17, 18, 19, 21, 24, 26, 30, 32 .83

부정적 정서조절 9 20, 22, 23, 25, 27, 28, 29, 31, 33 .90

전체 18 .90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아동학전공 교수 1인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

사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40명과 담임교사를 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의 용어와 배치 등을 수

정하였으며,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위해 2020년 7월 20일부

터 7월 24일까지 연구자가 U시 관내 어린이집 6곳 및 유치원 2곳을 무선 표집하고

원장과 4, 5세 유아반 교사에게 본 연구의 의도와 설문지 응답방식 등에 대해 설명

후 연구에 동의한 4, 5세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430부를 배부

하였다. 총 2주에 걸쳐 36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

값을 제외한 총 3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 및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별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유능성과 정서조절능력에서 성

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매개

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의 모

델 4번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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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유아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1) 유아의 성별에 따라 또래 유능성 및 정서조절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유아성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또래 유능성 전체에서는 남녀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t=-1.98, p<.05), 여아의 또래 유능성 수준이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3.82, SD=.75; M=3.66, SD=.74).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성에서 남녀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9, p<.05). 즉 여아의 친사회성 수

준이 남아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M=3.89, SD=.82; M=3.67, SD=.79).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조절능력 전체에서는 남녀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3.23, p<.05), 여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08,

SD=.64; M=3.86, SD=.59).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t=-2.03,

p<.05)과 부정적 정서조절(t=3.50, p<.01)에서 모두 남녀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에서는 여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의 수준이 남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3.83, SD=.70; M=3.68, SD=.60), 부정적 정서조절에서

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더욱 표출하고,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1.96, SD=.77; M=1.67, S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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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아 성별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N=333)

구분 유아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또래

유능성

주도성
남아 185 3.64 .88

-1.57
여아 148 3.79 .81

친사회성
남아 185 3.67 .79

-2.49*

여아 145 3.89 .82

사교성
남아 185 3.67 .86

-1.25
여아 148 3.78 .86

또래 유능성

전체

남아 185 3.66 .74
-1.98*

여아 148 3.82 .75

정서조절

능력

적응적
남아 185 3.68 .60

-2.03*

여아 148 3.83 .70

부정적
남아 185 1.96 .77

3.50**

여아 148 1.67 .71

정서조절능력

전체

남아 185 3.86 .59
-3.23*

여아 148 4.0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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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아의 연령에 따라 또래 유능성 및 정서조절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유아연령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또래 유능성은 5세의 평균이 4세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사교성(t=–2.26,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5세의 사교성 수준이 4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83, SD=.88;

M=3.62, SD=.82). 그 외의 하위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전체에서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t=-2.32, p<.05), 5세의 정서조절능력이 4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4.04, SD=.63; M=3.89, SD=.60).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t=–



30

2.79, p<0.1)에서 5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적응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M=3.86, SD=.68; M=3.66, SD=.63), 부정적 정서조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표 7> 유아 연령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N=333)

구분 유아나이 N 평균 표준 편차 t

또래

유능성

주도성
4세 180 3.65 .82

-1.21
5세 153 3.76 .89

친사회성
4세 180 3.72 .75

-1.17
5세 153 3.82 .78

사교성
4세 180 3.62 .82

-2.26*

5세 153 3.83 .88

또래유능성

전체

4세 180 3.66 .72
-1.75

5세 153 3.81 .78

정서조절

능력

적응적
4세 180 3.66 .63

-2.79**

5세 153 3.86 .68

부정적
4세 180 1.89 .76

1.43
5세 153 1.77 .76

정서조절능력

전체

4세 180 3.89 .60
-2.32*

5세 153 4.04 .6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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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정서신념, 또래 유능성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

한가?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정서신념, 유아의 정서조절 및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경우 개별 하위요

인이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긍정정서가치는 부모지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47,

p<.01), 정서위험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5, p<.01). 즉 긍정정서를

가치롭게 여기는 어머니일수록 부모가 정서를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이 높고, 정서가

위험하다는 신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정서가치는 중립적 가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r=.31, p<.01), 자녀습득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r=.20,

p<.01). 이는 부정적 정서가 가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정서는 하나의 선

택일 뿐인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고 자녀스스로 습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립적 가치는 자녀습득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는데(r=.23, p<.01), 정서

의 가치에 대해 중립적으로 여기는 어머니는 자녀 스스로 정서를 배워나가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부모지도는 자녀습득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

내었다(r=-.30, p<.01). 이는 부모가 정서를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습득해야한다는 신념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

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긍정정서가치는 또래 유능성 전체(r=.20, p<.01) 및 각 하위요인인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r=.19, p<.01; r=.14, p<.01; r=.19, p<.01). 이

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가치롭게 생각할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 전체 및 주도

성, 친사회성, 사교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중립적 가치 신념은 또

래 유능성 전체와 정적 상관을(r=.11, p<.05),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과는 부적상관관계

를 타나냈다(r=-.13, p<.05). 즉 어머니가 정서의 가치에 대한 중립적인 신념을 가질수

록 또래유능성 전체는 높지만 친사회성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위

험신념은 친사회성과 유의한 부적상관간계를 나타내었다(r=-.16, p<.01). 즉 어머니가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친사회성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

다.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은 또래 유능성 전체(r=.27, p<.01) 및 각 하위요인인 주도

성, 친사회성, 사교성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2, p<.01; r=.22, p<.01;

r=.27, p<.01).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는 부모가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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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모두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정서가치신념은 정서조절능력 전체(r=.16,

p<.01) 및 적응적 정서조절(r=.19,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부정정서가치신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5, p<.01). 즉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더욱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

의 정서위험신념은 정서조절능력전체(r=-.17, p<.01) 및 적응적 정서조절과(r=-.16,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부정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r=.14, p<.01). 즉 어머니가 모든 정서는 다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질 경

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반면, 부정적 정서조절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모지도 신념은 정서조절능력전체(r=.22, p<.01) 및 적응적 정서조절(r=.2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는 부모가 지도해야 한

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지

도신념이 부정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r=-.19, p<.01),

부모지도신념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먼저 정서조절능력 전체와 또래 유능성 전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r=.65, p<.01).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 전체와 또래 유능성

의 각 하위요인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43, p<.01;

r=.74, p<.01; r=.58, p<.01), 적응적 정서조절능력도 또래 유능성 전체 및 모든 하위요

인(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74, p<.01;

r=.62, p<.01; r=.70, p<.01; r=.65, p<.01). 반면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은 또래 유능성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r=-.48, p<.01; r=-.18, p<.01; r=-.67, p<.01; r=-.44, p<.01).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상황에 맞게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서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

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정적 정서조절 수준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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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머니의 정서신념, 또래 유능성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333)

　구분

어머니의 정서신념

또래 유능성 정서조절능력가치신념
지도신념

긍정정서

가치 부정정서

가치

중립적

가치

정서

위험

부모

지도

자녀

습득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또래

유능성
적응적

부정적 정서조절

어
머
니

정
서
신
념

가치

신념

긍정정서가치 1 　 　 　 　 　 　

부정정서가치
.046

1
　

　 　
　

　

중립적가치
.020 .31**

1 　 　
　 　

정서위험 -.25** .06 .03 1 　 　 　

지도

신념
부모지도 .47** -.02 -.01 .08 1

　
　

자녀습득
-.044 .20** .23**

.07
-.30**

1
　

또래

유능성

주도성 .19** -.042 -.10 -.09
.22**

-.084 1 　

친사회성 .14** -.035
-.13* -.16** .22**

-.090
.57** 1

　

사교성 .19** -.01 -.06 -.04
.27**

-.059
.75** .73** 1

　

또래 유능성
.20** .03 .11*

-.11 .27** -.09 .87
**

.86
**

.93
** 1

정서조절

능력

적응적 .19** .04 -.07
-.16** .21**

-.09
.62** .70** .65** .74**

1 　
부정적 -.11 .15**

.10
.14** -.19**

.06
-.18** -.67** -.44** -.48** -.55**

1

정서조절 .16** -.065
-.103 -.17** .22**

-.08
.43** .74**

.58**
.65** .83**

-.85**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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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

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전의 연구들에서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방식은 매개효과의 크기를 대상으로 직접적 유의도 검정을 하지

않은 채 간접적인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에(e.g., X→Y, X→M, M→Y),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은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김지은, 박수현, 2017). 한편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매개효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Baron과

Kenny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으나 정규분포를 가정한 후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산출

한다는 전제를 둔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ayes, 2013). 반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기존 방식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며,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식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을 실

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model=4,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0%)를 이용하여 매개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 정서신념의 영향력 검정

종속변수 항목 독립변수 β
(coeff)

se t p
95%신뢰구간

LLCI ULCI

정서조절

능력

상수 3.7080 .5125
7.2356 .0000

2.6998 4.7162

독립
변수

긍정정서가치
.0115 .1044 .1102 .9123 -.1939 .2169

부정정서가치 -.0244 .0635 -.3837 .7014
-.1494

.1006

중립적가치 -.0652 .0451 -1.4437 .1498 -.1540 .0236

정서위험 -.1930 .0552 -3.5001*** .0005 -.3015 -.0845

부모지도 .2642 .0719 3.6733*** .0003 .1227 .4057

자녀습득 -.0133 .0645 -.2068 .8363 -.1403 .1136

통제
변수

성별(남아=1)
-.2509

.0649
-3.8652

.0001
-.3785 -.1232

연령(5세=1) .1445 .0644 2.2424 .0256 .0177 .2713

R=.3824, R2=.14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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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됨으로, 분석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하위요인들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는 위의 <표 9>와 같다. 두 변수간의 회귀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000, 323.000)=6.9136, p<.001), 설명력은 1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정서신념 하위요소 중에 정서위험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t=-3.5001, p<.001), 부모지도도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3.6733, p<.001). 즉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고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 정서신념과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영향력 검정

종속변수 항목 독립변수
β

(coeff)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또래

유능성

상수 -.3511 .5202 -.6751 .5001 -1.3745 .6722

독립
변수

긍정정서가치
.0909 .0983 .9248 .3558 -.1025 .2843

부정정서가치 .0402 .0598 .0721 .0520 -.0775 .1579

중립적가치 -.0553 .0426 -1.2959 .1959 -1.391 .0286

정서위험 .0051 .0529 .0956 .9239 -.0990 .1091

부모지도 .1416 .0691 2.0488* .0413 .0056 .2776

자녀습득 .0105 .0608 .1733 .8625 -.1090 .1301

정서조절능력 .7799 .0524 14.8866*** .0000 .6768 .8830

통제
변수

성별(남아=1) .0030 .0611 .0497 .9604 -.1173 .1233

연령(5세=1) -.0063 .0625 -.1004 .9201 -.1293 .1167

R=.6938, R2=.4814, *p<.05, ***p<.001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위의 <표 10>과 같다. 두 변수간의 회귀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F(9.000, 322.000)=33.2053, p<.001), 설명력은 4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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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정서신념 하위요소 중에 부모지도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2.0488, p<.05),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4.8866, p<.001). 이는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β=.7799, p<.001)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델의 총효과, 직접 및 간접효과는 <그림 3>, <그림 4>, <표

11>, <표 12>와 같다.

유아 정서조절

정서위험 또래 유능성

a=-.1930***

c′=.0051

b=.7799***

정서위험 또래 유능성
c=-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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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

b=독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c′=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직접효과)

c=매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총효과)

<그림 3> 정서위험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그림 3>에서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하위요인 중 정서위험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델의 총효과는 β=

–1.455(p<.05)이고 직접효과는 β=.0051(p>.05)이었다.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정

서위험이 유아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1930(p<.001)로 정서위험은 유아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유아 정서조절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의 경로 계수는 .7799(p<.001)로 유아 정서조절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정서위험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51(p>.05)로

유의하지 않지만, PROCESS macro를 이용한 검정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

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의 증명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으

므로 <그림 3>에서와 같이 어머니 정서위험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총효과

는 β=–1.455(p<.05)이었지만 유아 정서조절이 매개로 투입되면서 어머니 정서위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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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가 β=.0051으로 감소하여 유아

정서조절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결과는 <표 12>

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에서는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그 구간 사이에 0을 포함

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12>에서 부트스트래핑 검정결

과 정서위험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하한값은 -.2430,

상한값은 -.0638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 정서조절

부모지도 또래 유능성

a=.2642***

c′=.1416*

b=.7799***

부모지도 또래 유능성
c=.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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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

b=독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c′=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직접효과)

c=매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총효과)

<그림 4> 부모지도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그림 4>에서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하위요인 중 부모지도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델의 총효과는

β=.3477(p<.001), 직접효과는 β=.1416(p<.05)이었다.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

지도신념이 유아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2642(p<.001)로 부모지도신념은

유아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유아 정서조절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

는 영향의 경로의 계수는 .7799(p<.001)로 유아 정서조절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아 정서조절을 매개로 투입했을 때 부모지도가 또래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계수는 β=.1416(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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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보듯 부모지도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총효과는 β=.3477(p<.001)이었

지만 유아 정서조절이 매개로 투입되면서 부모지도신념에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β=.1416(p<.05)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유아 정서조절이 매개적 역할

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

스트래핑 검정결과는 <표 12>와 같다. 부모지도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

아 정서조절의 하한값은 .0956, 상한값은 .306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

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과 또래 유능

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어머니의 부모

지도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직접효과와 총효과

구분 Effect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효과

어머니 정서신념

→ 또래 유능성

긍정정서가치
.0909 .0983 .9248 .3558 -.1025 .2843

부정정서가치 .0402 .0598 .6721 .5020 -.0775 .1579

중립적가치 -.0553 .0426 -1.2959 .1959 -.1391 .0286

정서위험 .0051 .0529 .0956 .9239 -.0990 .1091

부모지도 .1416 .0691 2.0488* .0413 .0056 .2776

자녀습득 .0105 .0608 .1733 .8625 -.1090 .1301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긍정정서가치
.0999 .1275 .7832 .4341 -.1510 .3508

부정정서가치 .0212 .0776 .2732 .7849 -.1315 .1739

중립적가치 -.1061 .0551 -1.9239 .0552 -.2145 .0024

정서위험 -.1455 .0674 -2.1597* .0315 -.2780 -.0130

부모지도 .3477 .0879 3.9573*** .0001 .1748 .5205

자녀습득 .0001 .0788 .0015 .9988 -.154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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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표 12>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간접효과 검증

구분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간접효과

긍정정서가치 .0090
.0783 -.1447 .1683

부정정서가치
-.0190

.0521 -.1244 .0847

중립적가치
-.0508

.0367 -.1259 .0208

정서위험
-.1506

.0460 -2.430 -.0638

부모지도
.2061

.0541 .0956 .3063

자녀습득
-.0104

.0490 -.1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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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 5세 유아 333명과 그들의 어머니, 유아

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정서조절 척

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5.0프로그램 및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

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신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긍정정서가

치신념과 부모지도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전체 및 적응적 정서조절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정서조절

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정서가치신념과 정서위험

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이 높고, 부모지도신념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치 있는 것으

로 여기는 신념을 가진 경우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배한빛, 2016; 신주혜, 2015; 하지영, 2017), 부모는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도해야한다

는 신념을 가진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배한빛, 2016;

신주혜, 2015; 이지은, 2014; 최연화, 조복희, 2013; Dunsmore & Halberstadt, 1997;

Ramsden & Hubbard, 2002),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불안정

정서조절이 높았다는 연구(신주혜,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정정서가치신

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배한빛, 2016; 하지영,

2017)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표현하는 화,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

적 정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녀가 정서를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지해주고 정서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정서

코칭철학(Gottman et al., 1996)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가치신념과 부정정서가치신념 간의 유의

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이들의 연구(배한빛, 2016; 하지영, 2017; Gottman et

al., 1996)와 긍정정서가치신념과 부정정서가치신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며 추론해 보고자한다. Halberstad 등(2008)은 정서발달

관련 신념은 양극을 가진 일차원 선에 위치하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각으로

교차하는(orthogonal) 선 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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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짐과 동시에 ‘자녀는 스스로 정서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신념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비교해보자면, 어떤 부모는 자

녀의 정서발달과 관련해 긍정정서를 중요하게 여겨 부정적인 정서는 지도해야하는 것

으로 여기는 신념조합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부모는 긍정정서를 중요하게 여

기지만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녀

의 다양한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조절의 기회와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를 어머니가 가진 정서신념 조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능력 전체 및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긍정정서

가치신념과 부모지도신념 간에도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긍정적 정서는 가치 있고, 자녀의 정서는 부모가 가르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어머니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신주혜

(2015)의 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신념은 자신이 속한 문화

적, 사회적 맥락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신념이나 가치가 서로 상호 작

용하여 형성되어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명혜, 2006), 대

인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고 분노, 실망과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표현은 억제하도록 사

회화된 한국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화적 신념은 자녀 양육

관 및 태도에 반영되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부모가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여

기는 어머니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정서가치

신념, 부모지도신념, 중립적가치신념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어

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련을 보고한 연구(남궁령, 2015), 어

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최유진, 2016;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et al.,

1996)와 유사하며, 부모의 정서신념이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

(강보미, 2015; 정호영, 2018; Gottman et al., 1996; Katz & Hunter, 2007), 아동의 사

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Finne

& Russell, 1988; Mize & Pettit, 1997), 어머니 양육신념과 유아 놀이성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이희선, 김소영, 2013)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그러

나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는 연구(원숙연, 2015)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중립적가치신념이 또래 유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적 가치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정서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하

나의 선택으로 인식하여 자녀의 정서표현에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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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지지적인 반응을 또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 신주혜(2015)의 연구를 지지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는 정서조절능력 전체점

수와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 전체점수 및 하위영역이 높게 나

타났고, 부정적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 전체점수 및 하위영역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또래 유능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유란희, 김선희, 2017; Causey & Dubow, 1992; 노진형,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유아가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송은교, 정정희, 정효진, 2018),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

계를 밝힌 연구(김은경, 2005; 임은정, 김수영, 2001)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PROCESS macro를 통

한 어머니 정서신념과 매개변수인 유아 정서조절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먼저

논하자면, 정서위험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부모지도

신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는 위

험하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신주

혜, 2015; 하지영, 2017)와 일치하며, 어머니가 유아에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

서표현방법을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는 연

구결과(신주혜, 20154; 이지은, 2014; 최연화, 조복희, 2013; 하지영, 2017)와도 일치한

다.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어머니들은 자녀가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소거시키려 하거나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하지

영, 2017; Gottman et al., 1996). 어머니의 이 같은 양육태도는 다시 자신의 정서를 인

식하고 해석하는 유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아 스스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해보는 경험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정서조절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이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가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표

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로 여기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될 것이므로(신주혜, 2015), 결과적

으로 유아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수용하고 그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다면 유아의 정서이해 능력과 더불어 정서조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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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긍정정서가치신념은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긍정정서신념이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정서신념이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며, 긍정정서

신념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배한빛, 2016; 신주혜, 2015; 하

지영, 2017)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깊은 해석은 어렵

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지지적 반응보다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와 더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는 연구(노지영, 정윤경, 2010)의 결과와 유

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 중 비지지적 반응을 통해

서만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민주, 신나나, 2019)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정서위험신념이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여

러 가지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신념은 유아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다루는

다수의 부모교육자료에서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용화법, 긍정정서 표현 등과 같은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아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고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만을 제거해도 유아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양육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유아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신념 및 양육행동에

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다양한 정서표현에 대해 어

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신념 하위요인과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여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모지도신념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정서신념의 영향을 보았던 회귀

식에서 15%의 설명력을 보인 것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

머니의 정서신념 중 부모지도가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서조

절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

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또래 유능성에 대한 정서조

절능력이 높은 설명력을 보인데 대하여는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포함된 하

위개념으로 보는 주장(원숙연, 2015; Denham et., al, 2003)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4,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으므로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예측하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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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과 유사한 개념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

다. 이를 위해서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지연 효과를 밝히

기 위한 종단설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유아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예측하는 다양

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머니 정서신념, 또래 유능성,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모형 검정 결

과, 어머니 정서신념의 하위요인 중 정서위험신념과 부모지도신념 두 가지 요인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신념 중 정

서위험은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

개로 또래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또래 유능성을 발

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정서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신념이 강

해질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다시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

행연구가 없어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지만, Gottman 등(1996)이 제안한 부모의 상위

정서철학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심리적 적응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틀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사한 변인을 다룬 부모의 상위정서철학과 사회적 유

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한 연구(원숙연, 송하나, 2015), 어머

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하여 유아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연구(김민주, 신나나, 2019)와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서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신념이 강할수록 어머

니와 정서에 대해 관찰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경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유아는 자신

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에 대한 신념이 정서조절능력을 거쳐 유아의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을 예견한다는 주장(Gottman et al., 1996; Katz, et al.,

2012)을 뒷받침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

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정서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부정 정서를 적절히 억제

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 신념을 갖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

서위험신념이 개별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나거나 유

아의 개인적 특성인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위험신념보다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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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머니가 높은 정서위험신념을 가졌을지라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제 3의 변인들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또래 유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유아의 건강한 또래관계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

해서는 유아의 내적 발달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개발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 중 부모지도는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높이는 직접적

인 영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정서는 부모가 지도해야한다고 여기는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을 높이

게 되고, 그 결과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중 어머니의 부모지도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중 정서코칭이 높을

수록 또래관계 내에서 보이는 주도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최난이, 남은영,

2016), 부모의 정서코칭 상위정서철학이 높을 때, 자녀의 놀이 수준이 질적으로 높고

낮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보였음을 밝힌 연구(Katz & Windecker-Nelson, 2004), 그리

고 부모 상위정서철학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

(원숙연, 송하나, 2015)결과와 유사하며, 정서표현지도가 포함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남

궁령, 2015)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를 지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가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녀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수용할 것

이며 자녀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은 결과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

써 또래에 수용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는 유아가 경험

하고 표현하는 분노나 슬픔, 혹은 지나친 흥분과 같은 정서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불

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서위험신념과 부모지도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변인

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간접효과의 결과는 여러 선

행연구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써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

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은경,

2007; 송은교, 2012; 허애수, 2003) 결과를 지지한다.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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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의 질이 유아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사회적 적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생애초

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정서적

능력이므로 유아의 일차적인 양육환경인 어머니의 요인을 통한 긍정적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하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바람직한 방향

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신념 중 정서위험신념과 부모지도신념이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강조되는데, 일차적 양육 환경인 어머니 변인을 변화시키기 위

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정

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의 발달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

육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이를 이끄는 어머니가 가지는 신념 및 태도를 점검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의 정서신념 변인은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되어 사회

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척도를 추가하거나 어머니 면접과 같은 또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니는 유아의 정

서발달은 다양한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교사 변인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정서신념을 다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숙연, 2015; 최빛나, 2013)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유아가 자신의 정서조절 전략을 습득함에 따라 자

녀의 정서관리를 위한 부모의 신념이나 개입이 변화 할 수 있다는 견해(Saarni, 1999;

Stettler & Katz, 2014)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 미치

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Katz, et al., 2012)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확대하거나 종단적 접근을 통한

개인 내 발달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을 변인으로 삼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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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이지은, 2014; 조은꽃, 신나나, 2015)를 바탕으로 어머니 정서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이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또래 유능

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여 이중 매개를 통한 순차적 영

향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

니의 정서신념은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

아의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정서신념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

를 제공하였으므로 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바람직한 정서신념에 대

한 개념을 제공하는 양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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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설 문 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유아의 정서발달 및 또래관계」에 대한 평정 척도입니다. 각 항목

을 읽어보시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관찰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칸에 √표시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유아의 발달사항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유아 개인별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예시 1>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아이들이 이 유아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 √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빠진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

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아동.가정복지전공

연 구 자 : 이문주

지도교수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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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아의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해당 유아의 평소 행동이나 특성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들과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아이들이 이 유아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아이들이 이 유아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놀잇감이나 교구를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쓴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아이들이 따라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3

※ 다음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유아의 평소 행동이나 특

성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인다(친절한 어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 

① ② ③ ④ ⑤

17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다른 활동으로 옮겨 갈 때 불안해
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전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 할 때 금방 기분이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또래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친절한 또래에게 ....). 

① ② ③ ④ ⑤

20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짜증내는(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신의 욕구가 바로 충족되지 않아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미있어 한다(예:　다른 사람이 아파
하거나 벌을 받을 때 웃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갑자기 울컥하고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흥분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예: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른들이 “안 돼”라고 말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화를 낸
다. 

① ② ③ ④ ⑤

26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무섭고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와 놀려고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예:　화난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무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충동적이다(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고, 
감정이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심하게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방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부
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예: 화, 두려움, 좌절, 
괴로움 등). 

① ② ③ ④ ⑤

33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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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지(어머니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과정입니

다. 각 항목에 대한 옳거나 그른 것이 없으므로 어머님의 평소 생각에 가장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칸에 √표시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시 1>

문

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설문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아동.가정복지전공

연 구 자 : 이문주

지도교수 : 김영주 

※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나는...                     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에게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화가 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운 과제를 인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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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나는...                     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화를 내는 것은 비갠 후 맑은 하늘처럼,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막다른 길과 같아서 아이

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들이 화를 내면 스스로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들이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때로 화를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기쁨은 중요한 감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때때로 아이들이 주저앉아 마음껏 우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문제만을 만들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슬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아이들이 화를 내게 놔두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알리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가능하다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이들이 누군가와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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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나는...                     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슬픈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삶의 일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아이들이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화가 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삶의 일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아이들이 일을 잘 끝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8
아이들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아이들이 화를 표현할 때, 결국 가족 누군가는 어떠한 

결과를 감당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아이들의 화는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화를 느끼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유용한 동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 삶의 어떤 것을 변화하거나 

고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화를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6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부모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지를 알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보여야 하는지는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아이들이 슬퍼할 때 부모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부모는 언제, 어떻게 자부심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아이들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아이들에게 행복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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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나는...                     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부모는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아이들은 자신의 슬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화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⑤

47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48
아이들이 슬프거나 속상해할 때, 부모는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다루도록 놔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⑤

50
부모는 아이들에게 괴로움이나 다른 속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극복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52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일반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의 생년월일은? :             년             월  

2. 자녀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3. 자녀의 출생순위는?

□ ① 외동       □ ② 첫째        □ ③ 둘째        □ ④ 셋째이상

4. 귀하의 출생연도는?                   년

5. 귀하의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2. 3년제 대학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6.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 ① 300만원 미만      □ ② 300~400만원 미만    □ ③ 400~500만원 미만     □ ④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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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on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Lee, Moon Joo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ers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peer competenc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Research Question 1. Is th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and the child's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Research Question 2.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a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in the process in which the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influences the child's peer abiliti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eschoolers of ages 4 and 5, mothers and

teachers at six daycare centers and two kindergartens located in U city.

For the mothers, the emotional value beliefs and the emotion-guidance beliefs

were measured on the scale of PBACE(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

Questionnaire). In addition, teachers completed the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questionnaire. From

the 463 questionnaires distributed, 333 were used for analysis, with exclusion of

those with insincere responses and omitted answers.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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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was calculated to implement the technical statistics and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tools. Second, the t-test(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onducted to check if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 and age in peer

competency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Finally, to see if a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capabilit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and the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the

mediated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Process macro' presented by Hayes (2013).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the child'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the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beliefs about emotion and the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By

sub-factor, the mother's positive emotional value displayed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all and all of her peers competence, her neutral value beliefs

showed static correlation with her peer competence as a whole, and her neutral

value beliefs and emotional risk beliefs displayed a significant misconception of

sociability. The mother's guiding principle showed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all sub-regions of peer competence. Next, the emotional beliefs of the mother

and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of the preschooler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part. Looking at each subfactor, the mother's positive emotional

value beliefs and parent guidance beliefs showed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the overall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and the

parent guidance beliefs showed significant amulet correlation with the negative

emotion regulation of the preschooler. Furthermore, the mother's negative values

showed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the child'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The mother's emotional risk belief showed significant malconformities with the

entire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and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 regulation. Finally, the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By each

subfactor, the overall emotion regulation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of the

preschool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the total score of

peer competency and all of the child's sub-factors, and the child'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howed significant misconformities with the total score of peer

competency and all of its sub-factor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hild’s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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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in the process of the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 influencing the

child’s peer competence, the effects of the mother's emotional risk and the

maternal emotion-guidance belief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s peer competence. In other words, the mother's emotional risk belief had a

negative impact on her peer competenc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and the maternal emotion-guidance beliefs were

confirm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mother’s peer

competence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Combin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ing a child's peer competence

requires efforts to change the primary parenting environment, the mother's

variable, as well as to improve the emotion regulation of the preschooler to

properly control negative emotions and behavior. These results may be used as

data for parent education that guides the concept and role of the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to support improving the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Keywords: Emotion-related beliefs, Emotion regulation,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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