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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

이 연구는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및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공격성 및 귀인의 양상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연령에 따라 의도귀인 및 정서

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아의 연령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

린이집에 다니는 3세, 5세 유아 138명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에 관한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프로그램

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피해

를 준 상대 유아에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

하였다.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을 받았을 때 신

체적 상해를 주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보다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의 공

격 행동에 대해 언어적으로 대응하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둘째,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하였다. 3



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

체적 상해를 주거나 물건을 빼앗는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

였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화를 낼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유아

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자

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주

도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셋째,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보다 기뻐하거나 화

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더 의도적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가해자가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

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였다.

다섯째,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은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응적 공격성은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가해

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화남 조건에서 의

도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3세 유아의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

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상

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상관없이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기쁨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함께 피해자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5세 유아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고,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

았다.

여섯째,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은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

고, 두려움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

성에 영향을 주었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

의 영향을 받았다. 3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5세 유아의 경우 기



쁨,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과 함께 피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

에 영향을 미쳤다. 5세 유아의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정

서귀인과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고,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

았다.

이 연구는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

의 정서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의 반응적, 주

도적 공격성은 부분적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단계에서 인지요인 및

정서요인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주요어: 의도귀인, 정서귀인,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학 번: 2004-30556





목 차

Ⅰ. 문제 제기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1.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개념과 발달 ······································7

1)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개념 ·····························································7

2)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발달 ·····························································9

2.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이론 ··················································12

1) 정신분석이론 ··························································································12

2) 사회학습이론 ··························································································13

3) 사회정보처리이론 ··················································································14

3.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귀인 ··················································17

1)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17

2)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정서귀인 ···················································18

4.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20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3

1. 연구문제 ·······································································································23

2. 용어의 정의 ·································································································25

1) 공격성 ······································································································25

2) 귀인 ··········································································································26

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27

Ⅳ.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연구도구 ·······································································································30

1) 공격성 측정 도구 ··················································································30



2) 귀인 측정 도구 ······················································································34

3) 언어능력 측정 도구 ··············································································38

3. 연구절차 ·······································································································40

1) 예비조사 ··································································································40

2) 본조사 ······································································································42

4. 자료 분석 방법 ···························································································45

Ⅴ. 결과 및 해석 ·································································································46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46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전반적 경향 ····························································································46

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49

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 ·····52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

격성의 전반적 경향 ··············································································52

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의

차이 ········································································································55

3.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 ···············58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의

전반적 경향 ····························································································58

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의도귀인의 차이

··················································································································60

4.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정서귀인 ···············62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귀인

의 전반적 경향 ······················································································62

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귀인의 차이

··················································································································69



5.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70

1)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 ··············70

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75

6.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83

1)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 ··············83

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87

Ⅵ. 결론 및 제언 ·································································································95

1. 결론 및 논의 ·······························································································95

2. 의의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8

부록 ·······················································································································123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29

<표 Ⅳ-2> 놀이 상황 내용 ···············································································31

<표 Ⅳ-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놀이 상황 ·········································31

<표 Ⅳ-4> 반응적 공격성 과제 점수 범위 ···················································32

<표 Ⅳ-5> 주도적 공격성 과제 점수 범위 ···················································33

<표 Ⅳ-6> 의도귀인 과제 점수 범위 ·····························································34

<표 Ⅳ-7> 피해자 정서귀인 과제 점수 범위 ···············································35

<표 Ⅳ-8> 정서귀인 타당화 범주 ···································································36

<표 Ⅳ-9> 가해자 정서귀인 과제 점수 범위 ···············································37

<표 Ⅳ-10> 반응적 공격성 면접 질문 및 평정 ···········································43

<표 Ⅳ-11> 주도적 공격성 면접 질문 및 평정 ···········································44

<표 Ⅴ-1>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

점수 ···································································································48

<표 Ⅴ-2>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

반복측정 변량분석 ·········································································51

<표 Ⅴ-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사후검증 ···························································································51

<표 Ⅴ-4>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점수 ···································································································54

<표 Ⅴ-5>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반복측정 변량분석 ·········································································56

<표 Ⅴ-6>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사후검증

···········································································································57

<표 Ⅴ-7>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사후검증 ···························································································57



<표 Ⅴ-8>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의 전

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 ·······························59

<표 Ⅴ-9>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 반복

측정 변량분석 ·················································································61

<표 Ⅴ-10>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 사후검증

·········································································································61

<표 Ⅴ-11>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피해자 정서

귀인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 ············63

<표 Ⅴ-12>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가해자 정서

귀인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 ············64

<표 Ⅴ-13>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피해자 정서

귀인 범주별 응답 빈도 ·······························································66

<표 Ⅴ-14>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가해자 정서

귀인 범주별 응답 빈도 ·······························································68

<표 Ⅴ-15>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귀인 반

복측정 변량분석 ···········································································69

<표 Ⅴ-16>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71

<표 Ⅴ-17> 3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

관계 ·································································································72

<표 Ⅴ-18>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

관계 ·································································································73

<표 Ⅴ-19>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76

<표 Ⅴ-20>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77

<표 Ⅴ-2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78



<표 Ⅴ-22>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79

<표 Ⅴ-2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81

<표 Ⅴ-24>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82

<표 Ⅴ-25>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84

<표 Ⅴ-26> 3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

관계 ·································································································85

<표 Ⅴ-27>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

관계 ·································································································86

<표 Ⅴ-28>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88

<표 Ⅴ-29>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89

<표 Ⅴ-30>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90

<표 Ⅴ-31>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91

<표 Ⅴ-32>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93

<표 Ⅴ-3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94



- 1 -

Ⅰ. 문제 제기

0∼5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유아는 이른 시기에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관계의 확장을 경험한다.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술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회관계의 마찰

이 발생하면 공격 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 유아기의 부

적응은 또래거부,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므

로(Morrow, Hubbard, McAuliffe, Rubin, & Dearing, 2006; Poulin &

Bovin, 2000), 유아기 전형적인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에 관심을 가짐으로

써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중재하고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 공격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주로 외현적인 측면

에 초점을 둔 신체적 공격성이라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았으나(Crick

& Dodge, 1994), 이후 또래관계에 해를 끼치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확장

되었다(Crick & Grotpeter, 1995). 또한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측면

에서도 살펴보게 되었다. 공격성은 표출되는 형태가 신체적인 경우 신체

적 공격성, 언어적인 경우 언어적 공격성, 관계적인 경우 관계적 공격성으

로 구분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Delveaux & Daniels, 2000).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인 기능 측면에서는 자기 방어적 기능을 가지

는 반응적 공격성과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지는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Ostrov, Murray-Close, Godleski, & Hart, 2013; Poulin

& Bovin, 2000).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공격성의 형태나 기능 중 하나

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Barker, Tremblay, Nagin, Vitaro, &

Lacourse, 2006; Fite, Colder, Lochman, & Wells, 2008; Marsh,

Nagengast, Morin, Parada, Craven, & Hamilton, 2011), 공격성의 형태

또는 기능 중 한 가지 측면만으로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Ostrov et al., 2013). 특히,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의 기저에 있는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기능적 관점이 필요하다(Prinstein & Cillessen,

2003). 예를 들어, 유아가 보인 신체적 공격성이 자기 방어적 이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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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혹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유아의 신체적 공격

성에 대한 중재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유아기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목적의 공격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구분은 유아기 공격성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Vitaro & Brendgen, 2005). 따라서 공격성의 기능

측면에서 구분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형태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반

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주

도적-언어적,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홍·김은정, 2012; Bailey & Ostrov, 2008; Little, Jones, Henrich, &

Hawley, 2003; Marsee & Frick, 2007; Marsee, Weems, & Taylor, 2008).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근 아동기 이후 적응 및 문제행동의 예방

을 위해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알아본 연구들(윤수정, 2012; 이성복·신

유림, 2011; 이지현, 2011; Murray-Close & Ostrov, 2009; Ostrov &

Crick, 2007; Ostrov et al., 2013)이 이루어졌을 뿐,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아를 대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유

아기 공격성은 보육현장에서 다른 문제 행동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을 뿐

만 아니라 교사가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는 문제 행동으로(윤주화·이종희,

1999; 이성복·신유림, 2011),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강정원·김순

자, 2006). 또한 5세에서 8세 사이 아동의 공격성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Dodge, Lansford, Burks, Bates, Pettit, Fontaine,

& Price, 2003; Fite, Stoppelbein, & Greening, 2009; Ladd & Burgess,

1999), 이전 시기인 유아기 공격성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또래거부와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문제(Coie, Dodge, & Kupersmidt, 1990) 및 이후 아

동기 왕따와 같은 부적응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

을 사전에 중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3세, 5세 유

아를 대상으로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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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자들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관찰과 경험을 통한 학습의 과

정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였다(Anderson &

Bushman, 2002).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가정이 반응적 공격성

에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 측정은 아동의 경우 주로 또래 지명으로(Koolen, Poorthuis, &

van Aken, 2012), 청소년의 경우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Barker et al., 2006). 유아의 경우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에 의한 설문지 보고가 이루어졌다(Arsenio, Gold, &

Adams, 2004; Camodeca & Goossens, 2005). 그러나 공격성의 유발 동기

측면인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은 형태적 측면의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과는 달리 교사가 평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에게 친밀한 놀이 상황으로 이야기 과제를

구성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의미

있는 연령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는데 정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서

맥락은 행동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iller &

Olson, 2000). 상대 유아의 정서가 유아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Lemerise & Arsenio, 2000),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유아 자신의 정

서에 초점을 두어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의 정서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타인의 정서는 동기와 의도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여 상호작용하는 유아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므로(Lemerise, Gregory,

& Fredstrom, 2005), 상대 유아가 보이는 정서에 따라 유아의 반응적, 주

도적 공격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유아가 실제 상황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과 같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서

연령별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어떠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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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공격성에 관한 사고와 공격 행동 간의

관계는 사회정보처리이론(Dodge, Coie, Pettit, & Price, 1990)에 근거하여,

유아가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정보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Crain, Finch, & Foster, 2005; Hubbard,

Smithmyer, Ramsden, Parker, Flanagan, Dearing et al., 2002;

Smithmyer, Hubbard, & Simons, 2000). 근래에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정서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지요인과 함께 정서적 측면을 강조

하고 있다(Lemerise & Arsenio, 2000). 특히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사회적

상황에서 단서를 해석하는 과정은 이후 유아의 행동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므로, 행동의 원인과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귀인이 공격성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를 귀인, 즉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행동의 원인을 인지하는 의도귀인

은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귀인에서 적대적 귀인오류를 보이는 유아는 높은 반응적 공격성과 관

련이 있다(Calvete & Orue, 2012; Kempes, Matthys, Maassen, van

Goozen, & van Engeland, 2006; Nas, Orobio de Castro, & Koops, 2005).

이러한 의도귀인과 공격성의 관련성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유아를 대상으로 의도귀인과 공격성의 관계가 연령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의도귀인은 유아의 인지적

발달의 차이로 인해 연령에 따라 공격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기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의도귀인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도귀인이 유아의 공

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정서귀인

은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인과추론으로, 공격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Malti, Gasser, & Gutzwiller- Helfen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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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반응적 공격성은 정신분석이론의 관점에서 좌절-공격성 가설에 기

초해 가해자의 화남과 같은 부정적 정서귀인과의 관련성으로 설명되었으

나, 주도적 공격성은 기쁨이나 만족과 같은 가해자의 긍정적 정서귀인과

관련이 있었다(Camodeca & Goossens, 2005).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서귀

인은 가해자에 대한 정서귀인과 피해자에 대한 정서귀인으로 구분되었고

(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귀인의 주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

를 제시하였다(Keller, Lourenco, Malti, & Saalbach, 2003). 그러나 선행

연구(Camodeca & Goossens, 2005; Schultz, Izard, & Bear, 2004)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혹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

여 가해자 혹은 피해자 정서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을 뿐, 반응적, 주

도적 공격성을 하위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정서귀인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에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

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이를 세분화한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서의

연령 차이가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유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한 학습으

로 설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

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연구에서는 의

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해 볼 것이다.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정신분석이론의 좌절-

공격성 가설에서 제시한 정서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정보처리이론

에서 제시한 의도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수정된 사회정보처리이론의 가

정처럼 정서요인과 인지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보고자 한

다. 이를 규명함에 있어 3세, 5세 유아의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과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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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

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

적, 반응적-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

적,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대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인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보

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반응적, 주

도적 공격성과 인지요인 및 정서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반응적, 주도

적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를 현장에서 지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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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

하여 유아의 공격성의 개념 및 유아의 공격성 발달에 대해 살펴본 후 공

격성과 의도귀인, 정서귀인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련된 선행연구

를 고찰한다.

1.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개념과 발달

1)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행동(Parke & Slaby, 1983)으로 정의된다. 공격성은 형태와 기능이라

는 차원으로 분류하여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격성의 형태에 따

른 구분은 공격성이 표출되는 방식이 신체적인지, 언어적인지, 관계적인지

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격성의 기능에 따른 구분은 공격성에 내재되어 있

는 목적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격성을 형태로 구분하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

다.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성된다

(Glover, Gough, Johnson, & Cartwright, 2000; Solberg & Olweus, 2003;

Stockdale, Hangaduambo, Duys, Larson, & Sarvela, 2002). 신체적 공격

성은 물리적 힘을 사용해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힐 것으

로 위협하는 행동이다(Crick, Casas, & Mosher, 1997; Dodge, Coie, &

Lynam, 2006; Ostrov et al., 2013).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타인

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반응이다(Hamilton, 2012).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피해를 주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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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Crick & Grotpeter, 1995; 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은 종종 함께 외현적 공격성으로

해석되나 특히 집단 맥락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Bergsmann, De Schoot, Schober, Finsterwald, & Spiel,

2013).

공격성을 기능으로 구분하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

분된다.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 두려움, 도발에 대한 적대적이고

분노적인 대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Vitaro, Brendgen, & Tremblay,

2002).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지배 혹은 강제하려고

의도한 대응으로 정의된다. 반응적 공격성은 위협이나 촉발 자극에 대한

분노나 방어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주도적 공격성은 예상되는 이익에 의

해 유발되는 목표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의 기저에 있

는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Prinstein & Cillessen, 2003).

또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

치므로(Crick et al., 1997),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기능(즉, 반응적 공격성

과 주도적 공격성)과 형태(즉,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를 함께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Hart & Ostrov, 2013; Little, Brauner,

Jones, Nock, & Hawley, 2003; Little, Jones et al., 2003; Prinstein &

Cillessen, 2003). 따라서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공격성에

대한 인지적 판단인 공격성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형태에 따라 세분화

하여, 유아의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신체적 공

격성,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주도적-신체적 공격

성,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으로 구체화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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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발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의 연령차를

살펴본 연구에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9∼14세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Baş & Yurdabakan, 2012)와 5∼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Fite, Hendrickson, Rubens, Gabrielli, & Evans, 2013)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였다. 10세에서 11세에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증가하였으나, 11세에서 14세에는 감소하였다(Fite et al., 2008).

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기 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이기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17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주도적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반응적 공격성은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Barker et al., 2006). 또한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 8∼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Vaillancourt, Miller,　Fagbemi, Côté, &　Tremblay, 2007)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7∼10세 유아를 대상

으로 언어적 공격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하였다(Marsh et al., 2011).

유아기 대상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세, 4세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Murray-Close & Ostrov, 2009)와 2∼8세 유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Côté, Vaillancourt, Barker, Nagin, & Tremblay, 2007)에

서 신체적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었다. 3∼5세 유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Garner & Lemerise, 2007)와 4∼10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Bjö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에서도 관계적 공

격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5세, 6세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감소하였다(Ogelman, 2013).

이와 달리 Fite와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6∼12세 아동의 공격성에

서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기 대상 연구에서 4세, 5세 유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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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rsenio et al., 2000).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

격성의 연령차를 알아본 Ogelman(2011)의 연구에서는 5세, 6세 유아의

공격성에서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3∼5세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에서

도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Garner & Lemerise, 2007). 또한 공격성을

반응적-외현적, 반응적-관계적, 주도적-외현적,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연구(Ostrov & Crick, 2007; Ostrov et al., 2013;

Prinstein & Cillessen, 2003; Sijtsema, Ojanen, Veenstra, Lindenberg,

Hawley, & Little, 2010)에서는 이른 아동기, 청소년, 성인 등 단일 연령의

대상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공격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연령 차이를 알아본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의 공격성이 빈번하게 나타나

는 유아를 대상으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별 경향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공격성의 발달과 관련한 3세, 5세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공격성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교사평정의 설문지 보고

(Arsenio et al., 2004)를 통해 공격성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평정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세밀하게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 또래지명(Koolen et al., 2012)과 자기보고식 설문(Barker et al., 2006)

에 의한 측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지명이나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이야

기 과제를 활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격성 발달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연구에서 이야기 과제를 활용하

여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반

응적-신체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신체적 공격성(Alink, Mesman, Van Zeijl, Stolk, Juffer, Koot et

al., 2006)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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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어린 유아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인식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 반

응적-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유아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과 주도적-언

어적 공격성은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발달한 3세 유아와 5세 유아 모두에

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함으로써 3세, 5세 유아를 대

상으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의미 있는 연령차가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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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이론

1) 정신분석이론

Freud(1963)는 인간의 공격성을 타고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가진 공

격적 에너지를 일하거나 노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주

기적으로 발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

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격성을 본능적 충동이라고 보았다. 같

은 맥락에서 Berkowitz(1990)는 좌절-공격성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좌절을 경험한 후에 공격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제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물로 인해 생겨난 좌절에 의해 공격

행동의 준비 단계인 분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발생한 분노가 외

적 자극과 결합하면 공격적 대응을 일으킨다. 즉 공격성을 이러한 좌절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반응적 공격성을

지각된 위협, 두려움, 도발에 대한 적대적 대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Berkowitz(1990)는 공격성과 관련된 단서가 공격 행동을 증가시

킨다고 보았다. 공격 단서가 있을 때 공격 습관이 있는 유아는 그렇지 않

은 유아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공격적

대응이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지만 공격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다

양한 자극이 어떻게 공격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단서 그 자체보다 단서에 대한 유아의 해석이 공격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노와 같은 유아의 부정

적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러나 유아가 보이는 공격 행동의 상당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즉, 유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귀인과 관련성을 보이

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따라 유아의 정서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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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회학습이론

Bandura(1973)는 사회학습이론에서 공격성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간의 공격성을 학습된 행동으로 보았다. 공격

성을 다른 사회적 행동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행동

으로 보고,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공격 행동의 결과를 학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적 보상과 강화, 그리고 좌절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

해 공격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유아의 공격성은 긍정적

결과 기대에 의해 발생되고, 긍정적 강화에 의해 통제된다(Koolen et al.,

2012). 또한 학습 과정에서 도덕적 행동에 관한 개인적 기준, 도덕적 기준

에 적합한 행동과 부적합한 행동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여, 사회규칙 및

자기평가기준에 의해 공격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학습이

론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보다 공격 행동이 습득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는 주

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Anderson & Bushman, 2002). 그러

나 근래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주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반응적 공

격성이 또래 거부나 왕따와 같은 사회적 경험과 관련성을 보였다

(Morrow et al., 2006; Salmivalli & Helteenvuori, 2007).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에 의해 거부된 경험이 있거나, 반응적 공격성을 보였

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유아의 공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회

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상황

에 대한 관찰 혹은 직접적 경험과 같은 유아가 학습으로 축적한 사회적

경험의 정보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유아의 연령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세, 5세 유

아의 연령에 따른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14 -

3) 사회정보처리이론

공격성에 관한 사고와 공격 행동 간의 관계는 Dodge와 동료들(1990)의

사회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아의 사고

와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유아의 대응을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기능으로 분석

한 이론 모형이다. 즉,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단서를 처리하고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한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은 단서부호화, 해석, 목표 설정, 반응 탐색, 반응 결

정, 행동의 6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호화 단계에서 사회적 상

황 속에서 사회적 단서를 지각하고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해석 단계에

서 지각된 단서를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통합하여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

악한다. 세 번째 목표 형성 단계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

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반응 탐색 단계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기

억해 내거나, 새로운 반응을 구성한다. 다섯 번째 반응 결정 단계에서 여

러 가지 반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각 반응에 대한 평가를 고려

하는 단계이다. 여섯 번째 행동 단계는 선택한 반응을 행동으로 옮긴다

(Crick & Dodge, 1994).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

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였다(Crick &

Dodge, 1994; Dodge & Crick, 1990). 즉, 공격적 유아가 사회적 행동을

공격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지각, 해석, 평가함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사회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서 공격성을 설명하고, 공격성 관

련 요인들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자들은 특히

공격성을 유발하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초점을 두었는데, 행위자

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Crick과 Dodge(1994)가 구성한 사회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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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정서가 유아의 해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Denham, Caverly, Schmidt, Blair, DeMulder, Caal et

al., 2002). 근래에는 인지요인을 강조한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정서요인을

포함한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로 설명이 보완되고 있다(Lemerise &

Arsenio, 2000).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유아의 지식구조는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단서와 함께

정서 단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Izard, Fine, Mostow, Trentacosta,

& Campbell, 2002). 유아의 사회적 지식은 사건 혹은 정서 단서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사건은 정서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아의 내면적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 단계

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해석 단계에서는 사회적 단서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여 동

기를 판단함으로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고(Dodge,

2006), 이러한 단서를 활용한 상황 판단이 이후 대응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정서 단서는 해석에 중요한 정보 자원이므로(Saarni, 1999), 정

서 단서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느낄 정서의 원인을 추론하는 정서

귀인이 유아의 반응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정

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와 관련된 인지요인인 의도귀인과 정서요인인 정

서귀인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 단계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의도귀인을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

석 단계는 주로 행위자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되었다. 의도귀인을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

고, 주도적 공격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Arsenio, Adams, & Gold,

2009).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성이라는 것은 주도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김지현·박경자, 2009), 적대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의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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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닌, 의도성을 가진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의도귀인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왔으나,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반응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주도적 공격성에서도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해석 단계에서 정서를 인지하고, 정서의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인

정서귀인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귀인은 친사회적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근래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Arsenio et al., 2009; Marsee & Frick, 2007). 특히 유아 자신에 대

한 정서귀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서요인이다. 정서귀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갈등 상황의 단서를 판단하는 피해자 정서귀인과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를 판단하는 가해자 정서귀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과 다르게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가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

하게 판단하는 경우 주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Lemerise &

Arsenio, 2000)에 의하면 상대 유아의 다양한 정서 조건에서 인지요인뿐

만 아니라 정서요인도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단계인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과 공격성의

관계 및 이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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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귀인

1)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의도귀인은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추론하는 과

정으로, 공격성과 관련해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로 연구되어 왔

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가 또래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관

한 것이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지각된 단서를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통합하여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유

아는 의도나 단서가 모호한 상황에서 또래의 의도와 단서를 적대적인 것

(Halligan, Cooper, Healy, & Murray, 2007)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가 의도와 단서 해석에 어려움을 보이는 현상을 적대

적 귀인오류라고 한다(Dodge, 2006).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대응은 타인

의 행동에 대한 의도귀인과 관련이 있고, 의도를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유

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인다(Fite, Rathert, Stoppelbein,

& Greening, 2012).

의도귀인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반응적 공격성과 적대적 귀인오류

의 관련성을 밝혔다(Orobio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 &

Monshouwer, 2002; Orobio de Castro, Merk, Koops, Veerman, & Bosch,

2005; Schippell, Vasey, Cravens-Brown, & Bretvald, 2003). 적대적 의도

귀인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성이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나(김지

현·박경자, 2009; Dodge & Price, 1994), 적대적 의도귀인과 주도적 공격

성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Dodge와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오류와 공격성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Crick과 동료들(2002)

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의도귀인이 공격 행동을 포함한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도귀인과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

구들의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의도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의도귀인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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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과 내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귀인을 적대적으로 하

는지, 친사회적으로 하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하는지, 우연에 의한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의도귀인과의 관련성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의도귀인을

알아보는 상황을 의도가 적대적이거나 친사회적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측정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면접으로 의도귀인을 알아보는 것과 질문지를 사용하여 의도

귀인을 측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유아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유아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지, 우연

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면접을 통해 측정하여 반응적, 주도적 공격

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의도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

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

건을 구분하여 공격성을 살펴보므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

의 의도귀인과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정서귀인

정서귀인은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인과추론으로,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Malti et al., 2010). 긍정적, 부정적 정

서귀인은 취학전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성을 보였다(Malti

et al., 2010; Orobio de Castro et al., 2005). 유아의 경우 가해자 입장에

서 부정적 정서귀인을 하는 것은 낮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고(Arsenio

et al., 2000; Malti, Gasser, & Buchmann, 200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Krettenauer & Eichler, 2006). 주도적

공격성은 기쁨과 같은 가해자의 긍정적 정서귀인과 관련성을 보였고

(Arsenio et al., 2009), 반응적 공격성은 화남과 같은 가해자의 부정적 정

서귀인과 관련성을 보였다(Camodeca & Goossens, 2005; Sme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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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dis, Toth, Cicchetti, Bruce, & Kane, 1999).

정서귀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갈등 상황의 단서를 판단하는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를 판단하는 가해자 정서귀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귀인을 구분하여 연구하였

을 때(Arsenio et al., 2000; Malti, Gummerum, & Buchmann, 2007;

Smetana, Campione-Barr, & Yell, 2003),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이건 다

른 사람이건 관계없이 가해자에게는 기쁨의 긍정적 정서에, 피해자에게는

화남의 부정적 정서에 귀인 하였다. 선행연구(Smetana et al., 2003)에서

피해자의 부정적 정서귀인은 주도적 공격성 및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공격 행동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한 경우 가해자가 긍정적 정

서를 느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행복한 가해자 현상’이라고 한다(Keller

et al., 2003). 행복한 가해자 현상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Arsenio et al., 2009; Arsenio & Lemerise, 2004)에서 가해자에 대해 긍

정적 정서에 귀인 하는 것은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반해

Keller와 동료들(2003)은 5세에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에 더 많이 귀인 함을 밝혔다. Waller와 Lagattuta(2013)의 연

구에서 7세 이전 유아는 가해자가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에 귀인하였다. 3세, 5세 유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가해자 정서귀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미정·이순형, 2009; Malti et al., 2007)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정서를 느낄 지 예측하는 것과 가해자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귀인과 정서

귀인의 타당화를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가 느낄 것으로 예측되

는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피해자 정서

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

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상대

유아의 다양한 정서 조건에서 이들의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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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유아의 공격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 정서 단서의 기능에 관심을 둘 필

요가 있다. 타인의 정서는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Damasio,

1994),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은 행동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iller & Olson, 2000). 그 동안의 연구들은 반응적 공격성은 화남과 관

련이 있고, 주도적 공격성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Hubbard et al., 2002; Hubbard, Parker, Ramsden, Flanagan, Relyea,

Dearing et al., 2004; McAuliffe, Hubbard, Rubin, Morrow, & Dearing,

2006). 그러나 주도적 공격성이 정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나 물건 획득과 관련해서는 기쁨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Hubbard, Dodge, Cillessen, Coie, & Schwartz,

2001; Schwartz, Dodge, Coie, Hubbard, Cillessen, Lemerise et al. 1998;

Smithmyer et al., 2000). 연구자들은 기쁨을 사회정보처리과정의 다른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해석 단계에서 정서 맥락에 대한 고려는

하지 못하였다. 정서 맥락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가 보이

는 정서로, 이로 인해 같은 행동이라도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다르게

지각하여, 해석할 수 있다.

공격성과 정서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Lemerise et al., 2005)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은 동기와 의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이러한 단서는

상대 유아의 대응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Lemerise와 Arsenio(2000)

는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의 정서가 유아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인기도와 상대 유아의

정서를 알아본 연구(Keane & Parrish, 1992)에서 인기 있는 아동은 기뻐

하는 상대 유아의 의도를 친사회적으로 판단하였고, 화를 내는 상대 유아

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판단하였다. 중립 정서 조건과 부정 정서 조건으로

구분하여 9∼13세 아동의 공격성과 의도귀인을 알아본 선행연구(Oro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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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Castro, Slot, Bosch, Koops, & Veerman, 2003)에서는 부정 정서 조건

에서 공격성과 적대적 의도귀인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연령을 낮추어 초

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와 행동의 목적에 대해

알아본 연구(Lemerise, Fredstrom, Kelley, Bowersox, & Waford, 2006)에

서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화를 낼 때 공격적 유아는 상대의 보복적, 적

대적 목적 및 도구적 목적과 관련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상대 유아가 슬

퍼하거나 화를 낼 때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Hubbard et al., 2002; Orobio de Castro et al.,

2003; Ramirez & Andreu, 2006)에서 화남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예

측한 것처럼, 슬픔, 화남, 두려움의 부정 정서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화남과 같은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기쁨과 같

은 긍정 정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Camodeca & Goossens, 2005). 이러한 결과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가 보이는 공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Arsenio & Lemerise, 2001; Hubbard et al., 2002)에서는 부정 정서와 반

응적 공격성의 관련성을 밝혔으나, 이는 주로 화남이라는 한 가지 정서와

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세분화하여 살펴보

지 못하였다. 따라서 4가지 기본 정서 조건 중 어떤 정서 조건에서 반응

적, 주도적 공격성이 관련을 보이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

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경우에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대 유아가 보이

는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 유아의 다양한 정

서 조건에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

른 지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 22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3세, 5세 유아의 반응적, 주

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3세, 5세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차이는 사회학습이론

에서 제시한 관찰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 또한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좌절-공격성 가설에서 유아 자신의 정서

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나, 수정된 사회정보처

리이론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므로, 이 이론으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의도귀인

과 정서귀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인 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

적, 반응적-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4가지로

구분하여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양상

을 살펴보고, 의도귀인과 정서귀인 및 공격성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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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에 대해 위와 같이 고찰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변

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

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

과 정서귀인이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1】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3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

려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은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3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4 -

[2-2]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

려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유아의 의도귀인은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유아의 의도귀인은 연령(3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유아의 의도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유아의 정서귀인은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1] 유아의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은 연령(3

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2] 유아의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5】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

라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

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

라 반응적 공격성(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관계

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5-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

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

라 반응적 공격성(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관계

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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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6】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

라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6-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

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

라 주도적 공격성(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관계

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6-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

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따

라 주도적 공격성(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관계

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격성과 귀인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려는 목적

으로 하는 행동(Parke & Slaby, 1983)이다. 공격성은 기능 측면에서 자기

방어적 기능을 보이는 반응적 공격성과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주

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Ostrov et al., 2013; Vitaro et al., 2002). 이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공격성에 대한 정의와 기능 측면의 구분을 받아들여

사용한다.

(1)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은 위협적이거나 좌절의 상황에서

반응적, 보복적으로 공격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Vitaro et al., 2002). 이

정의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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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적대적 대응

에 대한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반응적 공격성은 표출되는 형태에 따라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

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한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위협이나 도발

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해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거나 물건을 손상시키

는 등의 대응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한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위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해 언어를 매개로 심리,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대응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한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위

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해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해 개인

의 관계를 손상, 위협하는 대응에 대한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주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혹은 해를 끼치기 위해 공격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Vitaro et al.,

2002). 이 정의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도적 공격성을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대응

에 대한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주도적 공격성은 표출되는 형태에 따라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

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한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해를 끼치는 대응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한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자

신이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 사회적

으로 해를 끼치는 대응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한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집단의 힘, 압력을 이용해 개인의

관계를 손상, 위협하는 대응에 대한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귀인

귀인(attribution)은 행동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 결과에 작용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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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는 것이다(Weiner, 2010). 이 연구에서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원

인을 지각하고 추론하는 의도귀인과 정서의 원인을 지각하고 추론하는 정

서귀인으로 구분한다.

(1) 의도귀인

의도귀인(intention attribution)은 인간의 행동에 포함된 의도를 추론하

는 것으로, 상대 유아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Lemerise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참조하여

의도귀인이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한 상대 유아의 의도가 모

호한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정서귀인

정서귀인(emotion attribution)은 정서 상태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이

다(Malti et al., 2009). 이 연구에서는 정서귀인을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

자 정서귀인으로 구분한다. 피해자 정서귀인은 상대 유아의 공격 행동으

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

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가해자 정서귀인은 유아 자

신이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정서 조건(emotional condition)은 상황과 관련된 정서 맥락이다(Orobio

de Castro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참조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이란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가 보이는

정서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의 정서에 따라 기

쁨 조건, 슬픔 조건, 화남 조건, 두려움 조건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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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

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며, 수집된 자료에 맞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

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공격성에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

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대상 140명의 연구대상 유아 중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2

명을 제외한 138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듯이 3세 유아가 68명, 5세 유아가 70명이었다. 유아의 평균연령은 3세

42.28개월(연령범위: 36개월∼47개월), 5세 64.91개월(연령범위: 59개월∼71

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3세와 5세로 선정한 이유는 5세에서 8세 사이의 공

격성 행동 패턴이 매우 안정적이므로((Dodge et al., 2003; Fite et al.,

2009; Ladd & Burgess, 1999), 이전 시기인 유아기 공격성 발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유아기 또래거부 및 이후 아동기 왕따와 같은 부적

응 문제를 예측하여 사전에 중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유아기 공격성은 보육현장에서 다른 문제 행동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는 문제 행동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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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윤주화·이종희, 1999; 이성복·신유림, 20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

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

회정보처리과정은 조망수용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3세 유아는 이러한 인지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곽금

주, 1998; 정현심·이순형, 2005), 3세 유아와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연구대상 유아
연령

전체
3세 5세

성별
남아 36명 32명 68명

여아 32명 38명 70명

전체 68명 70명 1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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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공격성 측정 도구

유아의 공격성과 귀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eil & Price, 2009; Lemerise et al., 2005)를 토대로

4가지 놀이 상황을 구성하였다. 가상적 놀이 상황은 어린이집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표 Ⅳ-2>). 4가지 놀이 상황은 다

맞춘 퍼즐을 친구가 쏟는 상황,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친구가 망가뜨리는

상황, 놀이하던 공을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필요한 블록을 친구가 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퍼즐놀이와 물감놀이는 반응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놀이 상황이고, 공놀이와 블록놀이는 주도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놀이 상

황이다.

4가지 놀이 상황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발생에 책임이 있

는 상대 유아가 보이는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별로 이야기를 구성

하여 <표 Ⅳ-3>과 같이 총 16가지 놀이 상황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이와 같이 선정된 놀이 상황은 아동학 전문가 5인과 보육교사 5인

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놀이 상황은 상대 유아의 의도는 모호하나, 부정적 결과가 발생

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놀이 상황의 인물은 유아와 같은 성별의 인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유아의 정서 반응을 유발할 정서를 배제하기 위해

주인공의 얼굴을 비워놓았다. 주인공과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의 경우

정서 조건별로 얼굴 표정이 드러나도록 그렸다.

유아는 상대 유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공격 행동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였다. 유아

의 응답은 신체적 공격적 응답, 언어적 공격적 응답, 관계적 공격적 응답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을 보인 경우에 해당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평

정하였다(<표 Ⅳ-4>, <표 Ⅳ-5> 참조). 비공격적 응답을 보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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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야기 과제는 손인형과 그림을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법을 실시하였

다. 손인형은 그림 내용을 보충해 설명하고 질문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각 놀이 상황은 3장의 그림으로 구성되므로, 공격성 측정에서 사용되는

그림의 수는 총 48장이다. 유아에게 제시되는 그림은 14＊12㎝ 크기의 흑

백 그림을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표 Ⅳ-2> 놀이 상황 내용 (여아용)

공격성의

유형

놀이

상황
내용

반응적

공격성

퍼즐

놀이

영희가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퍼즐판

을 건드려서, 퍼즐이 다 쏟아졌어요.

물감

놀이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

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의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주도적

공격성

공

놀이

영희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굴러간 공을

순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영희는 공놀이를 할 수 없었어요.

블록

놀이

영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삼각

형 블록을 블록통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희는 집을 완

성할 수 없었어요.

<표 Ⅳ-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놀이 상황

공격성의 유형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과제 번호(놀이 상황)

기쁨 1-1(퍼즐놀이), 2-1(물감놀이)

반응적 공격성
슬픔 1-2(퍼즐놀이), 2-2(물감놀이)

화남 1-3(퍼즐놀이), 2-3(물감놀이)

두려움 1-4(퍼즐놀이), 2-4(물감놀이)

기쁨 3-1(공놀이), 4-1(블록놀이)

주도적 공격성
슬픔 3-2(공놀이), 4-2(블록놀이)

화남 3-3(공놀이), 4-3(블록놀이)

두려움 3-4(공놀이), 4-4(블록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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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은 하위유형인 반응적-신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하위유형의 점수를 합산

하여 반응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알아

보는 각 놀이 상황에서 연구대상 유아가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성을 보이

면 1점을 부여하였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또래를 밀거나 때리기, 발

로 차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또래에게 해를 주겠다고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물건을 쏟겠다

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반응적-관계

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친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 1점을 부

여하였다. 0점을 부여하는 비공격적 응답은 가만히 있거나, 괜찮다고 하는

등 공격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 유아는 반응적 공

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 대해 총 0∼2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

다. 반응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

로 각 2개의 놀이 상황에 대해 0∼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응적-신

체적, 반응적-언어적,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

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표 Ⅳ-4>).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Ⅳ-4> 반응적 공격성 과제 점수 범위

공격성의 유형 채점기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점수 범위

반응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적 응답: 때려요(1점) 0∼2점

0∼6점
언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적 응답: 소리 질러요(1

점)
0∼2점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적 응답: 선생님한테 일

러요(1점)
0∼2점

비공격성 비공격적 응답: 괜찮다고 해요(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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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역시 하위유형인 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하위유형의 점수를 합

산하여 주도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알

아보는 각 놀이 상황에서 연구대상 유아가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성을 보

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또래를 밀거나 때리기, 물건을 뺏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또래

에게 해를 주겠다고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물건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

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

간 또래에게 같이 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가만

히 있거나, 괜찮다고 하는 등의 비공격적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

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는 주도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

대해 총 0∼2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도적-신체적, 주도적-언어적,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

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표 Ⅳ-5>). 점수가 높을수록 주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Ⅳ-5> 주도적 공격성 과제 점수 범위

공격성의 유형 채점기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점수 범위

주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공격적 응답: 뺏어요(1점) 0∼2점

0∼6점
언어적

공격성
공격적 응답: 내 놓으라고 말해요(1점) 0∼2점

관계적

공격성
공격적 응답: 같이 안 논다고 말해요(1점) 0∼2점

비공격성 비공격적 응답: 가만히 있어요(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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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과제의 신뢰도는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평

정자간 일치도는 .85로 양호한 편이었다. 두 평정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논의 후 하나의 분류에 합의해 점수를 부여

하였다.

2) 귀인 측정 도구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는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으로 측

정하였다.

(1) 의도귀인

의도귀인은 행위자의 행동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우연이라고 판단한 경우 0점, 의도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

다. 따라서 한 유아는 16개 놀이 상황에 대해 총 0∼1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의도귀인은 반응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2점의 점수 범위를 가

진다. 주도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서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표

Ⅳ-6>). 의도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자의 행동을 의도성을 가진 행

동으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의도귀인 과제의 신뢰도는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는 .95로 양호한 편이었다.

<표 Ⅳ-6> 의도귀인 과제 점수 범위

채점기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점수 범위

우연 모르고 그랬어요(0점)
0∼2점

의도 일부러 쏟았어요(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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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귀인

정서귀인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

서귀인은 가해자 정서귀인과 피해자 정서귀인으로 구분된다.

피해자 정서귀인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에 귀인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유아가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는 16개 놀

이 상황에 대해 총 0∼1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서귀인은

반응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의 놀이 상황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각각 0점에서 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주도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서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표 Ⅳ-7>).

<표 Ⅳ-7> 피해자 정서귀인 과제 점수 범위

채점기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점수 범위

부정적

정서귀인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한 경우: 1점

(범주: 욕구지향, 정서지향, 권리침해, 타인

의 행동, 타인의 부정적 결과)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하지 못한 경우: 0점

0∼2점

긍정적

정서귀인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귀인은 타당하

지 않으므로 0점

피해자 정서귀인의 원인은 선행연구(Keller et al., 2003; Lagattuta,

2005)를 참고하여, 욕구지향, 정서지향, 권리침해, 타인의 행동, 타인 행동

의 부정적 결과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한다(<표 Ⅳ-8>). 욕구지향은 행위

자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블록이 필요해서

요, 공놀이 하고 싶어서요). 정서지향은 자신의 정서 자체를 언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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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예: 화가 나서요). 권리침해는 개인의 권리, 특히 소유권의 침해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내가 가지고 놀던 거니까요). 타인의 행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의 행동 자체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공 가져갔으니까요).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는 상대 유아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퍼즐 다시 맞추어야 해서요).

이 밖의 다양한 설명은 기타로, 모른다는 응답은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표 Ⅳ-8> 정서귀인 타당화 범주

구분 범주 내용 예시

피해자

정서

귀인

범주

욕구지향
행위자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언급

블록이 필요해서

요

정서지향 자신의 정서 자체를 언급 화가 나서요

권리침해 개인의 소유권의 침해 언급
내가 놀던 거니

까요

타인의 행동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

의 행동 자체를 언급

공 가져갔으니까

요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

상대 유아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

적 결과를 언급

퍼즐 다시 맞추

어야 해서요

가해자

정서

귀인

범주

처벌지향
행위자가 권위자나 피해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

선생님한테 혼나

니까요

자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

자신의 공격 행동으로 인한 부정

적 결과를 언급

혼자 놀아야 되

니까요

긍정적

결과지향

유아가 바라던 결과를 성취한 것

을 언급

공을 가지고 있

으니까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공격 행동 자체를 언급 때렸으니까요

공통

범주

기타 이 밖의 다양한 설명
내 말 안 들어서

요

모름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 몰라요

가해자 정서귀인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에 귀인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유아가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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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는 16개 놀이 상황에 대해 총 0∼16점

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서귀인은 반응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

개의 놀이 상황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각각 0점에서 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주도적 공격성을 알아보는 8개

놀이 상황에서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별로 0

∼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표 Ⅳ-9>).

<표 Ⅳ-9> 가해자 정서귀인 과제 점수 범위

채점기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점수 범위

부정적

정서귀인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한 경우: 1점

(범주: 처벌지향, 자신의 부정적 결과)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하지 못한 경우: 0점
0∼2점

긍정적

정서귀인

긍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한 경우: 1점

(범주: 긍정적 결과 지향, 자신의 행동)

긍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하지 못한 경우: 0점

가해자 정서귀인의 원인은 <표 Ⅳ-8>에 제시한 범주 중 처벌지향, 자

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 긍정적 결과지향, 자신의 행동의 4가지 범주로 구

분한다. 처벌지향은 행위자가 권위자나 피해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

고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자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는 자신의 공격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혼자 놀아야 되요). 긍정적 결과지향은 유아가 바라던 결과를 성취한 것

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행동은 자신

의 공격 행동 자체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때렸으니까요). 이 밖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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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은 기타로, 모른다는 응답은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가해자

정서귀인을 부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자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와 처벌 지

향의 응답을 하면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가해자 정서귀

인을 긍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과 긍정적 결과 지향의 응답을

하면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공격성을 보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 놀이

상황별로 유아의 공격성을 제시하였다. 퍼즐놀이 상황에서는 유아가 퍼즐

을 쏟은 친구를 때리는 행동으로, 물감놀이 상황에서는 그림을 망가뜨린

친구에게 같이 놀지 않겠다는 말로 공격성을 보였을 때 가해자 정서귀인

을 알아보았다. 공놀이 상황에서는 유아가 공을 잡고 있는 친구를 때리는

행동으로, 블록놀이 상황에서는 블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같이 놀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보였을 때 유아의 가해자 정서

귀인을 알아보았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정서귀인 과제의 신뢰도는 .80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두 평정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논의 후 하나의 분류에 합의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언어능력 측정 도구

언어능력 검사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공격성에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실시하

였다.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김형태·성태제·이윤경, 2003)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를 측정하는 각 45개 문항, 총 90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인지개념 및 의미론적 언어능력, 조음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 화용론적 언어능력 평가로 구성되었다.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영

역 모두 15개의 언어발달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각 단계는 1세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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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세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4세에서 6세 6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단계 당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

은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에 따라 유아에게 제시되었다. 유아의 생활연령

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연령 단계에서 검사를 시작하여 기초선을 찾고,

최고한계선 연령 단계에서 검사를 종료하였다. 유아가 기초선에서 최고한

계선까지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언어능력 검사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1

∼30번 문항까지는 문항당 1점, 31∼45번 문항까지는 문항당 2점으로 계

산하여 각 단계에서 유아가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3세 유아의 언어능력 점수는 24.7

점, 5세 유아의 평균 점수는 44.33점으로 언어발달연령 산출표에 근거하였

을 때, 정상적인 언어발달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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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구도구

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도구

를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을 측

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6월 12일부터 7

월 17일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3세, 4세, 5세 유아 각 4명씩 총 12명과 담임교사 3명, 2차 예

비조사에서는 1차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3세, 4세, 5세 유아 각 4명씩

총 12명과 담임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야기 과제의 내용 및 면접 질문을 수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이야기 과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이 상황으로 선행연구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자문을 구해 반응적 공격성

놀이 상황 3개, 주도적 공격성 놀이 상황 3개로, 총 6개의 놀이 상황을 선

정하였다. 6개 놀이 상황 각각을 4가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

픔, 화남,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총 24개 이야기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예

비조사 결과, 24개의 이야기 중 절반인 12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

답하는 데 이미 20분 정도 소요되어 이후 조사 진행 시 유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야기 과제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

상물이 중복되는 놀이 상황의 경우 유아가 이전 놀이 상황과 혼동하는 모

습을 보여, 대상물이 중복되는 놀이 상황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었다. 손인

형을 사용한 시연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아에 따라 손인형에 집중

하지 못하거나 이야기의 앞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림을 함께 사

용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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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예비조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 놀이 상황 2개와 주도적 공격성 놀

이 상황 2개로 구성된 총 4개의 놀이 상황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구분한 16개의 이야기를 손인형과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하여 공격성, 의

도귀인 및 정서귀인을 측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가 그림을 잘 이해

하지 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예를 들어, 장난감 블록이 유아

의 옷 아래에 놓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은 미술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

정하였다. 손인형을 주인공 인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림과 혼동하는

유아가 있어, 손인형은 그림을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로 사용하였다. 유아

가 공격성에 관한 16개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언어능력검사

에도 20분 정도 소요되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유아가 면접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조사에서는 2회에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조사에 앞서 연구보조원 3명의 훈련과정을 거쳤다. 연구원이 예비조

사 시 녹음한 자료를 들려주면서 연구대상 유아를 면접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조사과정에서는 그림과 이야기 내용에 번호를 붙여 면접자가 이

야기 내용을 보고 그림순서에 맞춰서 지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였고, 각각

의 유아에 대해 면접자의 목소리톤이나 얼굴 표정을 동일하게 하였다. 이

러한 방법으로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여 조사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고,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수정하였다. 연구보조원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훈련과정을 거

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본조사에 앞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

서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모집 공고

문, 피험자 제공 서류 등 관련 서류에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에게 제공하

였고, 연구에 동의한 연구 대상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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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사

본조사는 2013년 7월 29일부터 9월 6일에 걸쳐서 서울시 및 경기도 중

류층 거주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 3곳에서 3세, 5세 각 70명씩 총 14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

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과제를 사용해 유아의

공격성 및 귀인을 측정하였으며, 이야기 과제는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

해 무작위 순서로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가 면접 장소에 들어오

면 이야기 과제의 그림을 한 장씩 유아에게 보여주면서 손인형으로 놀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각 놀이 상황이 끝나면 의도귀인, 정서귀인 및

공격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유아가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1회 면접에

서 이야기 과제와 언어능력검사를 절반씩 실시하였다. 유아 1인당 2회 면

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회당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전체 면

접은 총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아의 면접질문은 <표 Ⅳ-10>, <표 Ⅳ

-11>과 같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에게 연구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예:

오늘 선생님이 00에게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인형친구가 그림에 대해 이

야기해주는 내용을 듣고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요.). 상대 유아의 정서 조

건별 이야기 과제의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속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었다(예: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의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순이는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순이

의 의도귀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의도귀인에 대한 2가지 선택지는 임의로

순서를 바꾸어서 유아에게 제시하였다(예: 순이는 모르고 물통을 쳤을까

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에 대해 질문하고 공격

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정서귀인에 관한 질문을 하였

고, 유아의 응답은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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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반응적 공격성 면접 질문 및 평정

(예: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놀이

상황
구분 질문내용 응답 및 평정

물감

놀이

의도

귀인

순이는 일부러 물통

을 쳤을까요? 모르

고 그랬을까요?

우연: 모르고 그랬어요(0점)

의도: 일부러 쏟았어요(1점)

피해자

정서

귀인

00이가 물감으로 그

림을 그리고 있는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00이

의 그림을 망가뜨리

고, 순이가 기뻐하

고 있으면 00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긍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좋아요(0점)

부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나빠요라고 응

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한 경우: 그림이 망가져서요(1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하지 못한 경우: 몰라요(0점)

반응적

공격성

00이의 그림을 망가

뜨린 순이가 기뻐하

고 있으면 00이는

순이에게 뭐라고 이

야기하거나 행동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적 응답: 때려

요(1점)

언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적 응답: 소리

질러요(1점)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적 응답: 선생

님한테 일러요(1점)

비공격성
비공격적 응답: 괜찮다고

해요(0점)

가해자

정서

귀인

00이의 그림을 망가

뜨리고 기뻐하고 있

는 순이에게 00이가

‘너랑 같이 안 놀아’

라고 하면 00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긍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좋아요라고 응

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한 경우: 친구랑 안 논다고 해서요(1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하지 못한 경우: 새로 사면 돼요(0점)

부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나빠요라고 응

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한 경우: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1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하지 못한 경우: 몰라요(0점)

00이는 왜 그런 기

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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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주도적 공격성 면접 질문 및 평정

(예: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화남)

놀이

상황
구분 질문내용 응답 및 평정

블록

놀이

의도

귀인

순이는 일부러 블록을

가져갔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우연: 모르고 그랬어요(0점)

의도: 일부러 가져갔어요(1점)

피해자

정서

귀인

00이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는데, 필요

한 삼각형 블록을 순

이가 블록통에서 가져

가서 집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순

이가 화를 내고 있으

면 00이는 어떤 기분

일까요?

긍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좋아요(0점)

부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나빠요라고

응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한 경우: 블록집 만들고 싶어서요(1

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하지 못한 경우: 몰라요(0점)

주도적

공격성

00이가 필요한 삼각형

블록을 순이가 블록통

에서 가져가서 화를

내고 있으면 00이는

순이에게 뭐라고 이야

기하거나 행동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적 응답: 뺏어요

(1점)

언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적 응답: 내 놓

으라고 말해요(1점)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적 응답: 같이

안 논다고 말해요(1점)

비공격성
비공격적 응답: 가만히 있어

요(0점)

가해자

정서

귀인

00이가 필요한 블록을

통에서 가져가고 화를

내고 있는 순이에게

00이가 ‘너랑 같이 안

놀아’라고 하면 00이

는 어떤 기분일까요?

긍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좋아요라고

응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한 경우: 블록을 가지고 있어서요(1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하지 못한 경우: 블록이 없어서요(0점)

부정적 정서귀인: 기분이 나빠요라고

응답한 경우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급

한 경우: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1점)

- 정서의 원인으로 타당한 이유를 언

급하지 못한 경우: 몰라요(0점)

00이는 왜 그런 기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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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19.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단일표본 t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 Bonferroni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및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우연수준과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서귀인의 범주별 응답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및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을 집단 내 요인으로, 연령(3세, 5세)을 집단 간 요인으로 하여 반

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의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

귀인 및 정서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에 대한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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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선정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반응

적 공격성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전반

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1>과 같이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반응적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기쁨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

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94점, 슬픔 조건에서 .74점, 화남 조건에

서 .78점, 두려움 조건에서 .71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17점,

슬픔 조건에서 .15점, 화남 조건에서 .14점, 두려움 조건에서 .20점으로 나

타났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기쁨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두려움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

에서 .65점, 슬픔 조건에서 .51점, 화남 조건에서 .55점, 두려움 조건에서

.43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12점, 슬픔 조건에서 .08점, 화남 조건

에서 .09점, 두려움 조건에서 .08점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 점수의 경

향을 살펴보면,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과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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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1.00점, 5세 유아는 .87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8점, 5세 유아는 .06점으로 나

타났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66점, 5세 유아는 .64

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6점, 5세 유

아는 .17점으로 나타났다.

슬픔 조건에서도 반응적 공격성과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반응적-언어

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반응적-관계적 공

격성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공격

성 점수는 3세 유아는 1.00점, 5세 유아는 .50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신

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8점, 5세 유아는 .03점으로 나타났다. 반

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68점, 5세 유아는 .36점으로 나타

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4점, 5세 유아는 .11점

으로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도 반응적 공격성과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반응적-언어

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반응적-관계적 공

격성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공격

성 점수는 3세 유아는 .93점, 5세 유아는 .64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신

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2점, 5세 유아는 .07점으로 나타났다. 반

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65점, 5세 유아는 .46점으로 나타

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6점, 5세 유아는 .11점

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과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반응적-언어

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

았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90점, 5세 유아는 .53

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34점, 5세 유

아는 .06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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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5세 유아는 .40점으로 나타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

아는 .09점, 5세 유아는 .07점으로 나타났다.

<표 Ⅴ-1>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 점수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평균

공격성의 유형 3세(n=68) 5세(n=70)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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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반응적 공격성 1.00( .88) .87( .83) .94( .86)

신체적 공격성 .28( .62) .06( .23) .17( .48)

언어적 공격성 .66( .78) .64( .78) .65( .78)

관계적 공격성 .06( .24) .17( .45) .12( .36)

슬픔

반응적 공격성 1.00( .93) .50( .72) .74( .86)

신체적 공격성 .28( .62) .03( .17) .15( .47)

언어적 공격성 .68( .82) .36( .64) .51( .75)

관계적 공격성 .04( .27) .11( .36) .08( .32)

화남

반응적 공격성 .93( .92) .64( .78) .78( .86)

신체적 공격성 .22( .60) .07( .26) .14( .46)

언어적 공격성 .65( .86) .46( .72) .55( .79)

관계적 공격성 .06( .29) .11( .32) .09( .31)

두려움

반응적 공격성 .90( .93) .53( .74) .71( .86)

신체적 공격성 .34( .66) .06( .29) .20( .53)

언어적 공격성 .47( .74) .40( .62) .43( .68)

관계적 공격성 .09( .33) .07( .31) .0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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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의 차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Ⅴ-2>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반응적 공격성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26, df=1, 136, p<.01). 반응적 공격성

에서 3세 유아의 점수가 5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함을 보여준

선행연구(Barker et al., 2006)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3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반응적 공

격성을 많이 보였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4.03,

df=1, 136, p<.001).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3세 유아의 점수가 5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공격성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선행연구(Alink et al., 2006; Côté

et al., 2007; Murray-Close & Ostrov, 2009; Ogelman, 2013)와 일치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가 발달하고 공격 행동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으로 인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공격 행동의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반

응적-신체적 공격성이 감소됨을 보여준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Marsh et al., 2011)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그러나 공격성 측정 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면접과정에서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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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공격성에 대해 방어적 응답을 하여 언어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양

상으로 나타났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연구(Björkqvist et

al., 1992)와 일치하지 않는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

가 확장되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

상대 유아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5세 유아와 3세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점수 차이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반응적 공격성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F=3.36, df=3, 408, p<.05). 이러한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위한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F=3.50, df=3, 408, p<.05). Bonferroni 다중비교 분석 결과

<표 Ⅴ-3>과 같이,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보다 기뻐할 때 반응

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공격 행동을 한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즐기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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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 반복측정 변량분석

공격성의

유형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반응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13.83

227.79

1

136

13.83

1.68

8.26**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3.94

2.55

159.68

3

3

408

1.45

.94

.43

3.36*

2.17

신체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7.04

68.21

1

136

7.04

.50

14.03***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21

.33

52.21

3

3

408

.07

.11

.13

.56

.86

언어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3.09

174.86

1

136

3.09

1.29

2.40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3.35

1.85

130.03

3

3

408

1.24

.69

.35

3.50*

1.94

관계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42

18.55

1

136

.42

.14

3.10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12

.30

40.08

3

3

408

.04

.11

.10

.4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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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3>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사후검증 (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평균 표준편차 Bonferroni

기쁨 .65 .78 a

슬픔 .51 .75 a b

화남 .55 .79 a b

두려움 .43 .6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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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

적 공격성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

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의 전반

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주도적 공격성을 살펴보면, 화남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슬픔 조건

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65점, 슬픔 조건에

서 .48점, 화남 조건에서 .69점, 두려움 조건에서 .61점으로 나타났다. 주도

적-신체적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슬픔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18점, 슬픔 조건에서 .24점, 화남 조건에서 .20

점, 두려움 조건에서 .18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기쁨과 화남 조건에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쁨 조건

에서 .41점, 슬픔 조건에서 .17점, 화남 조건에서 .40점, 두려움 조건에서

.18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화남 조건에

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06점, 슬픔 조건에서

.07점, 화남 조건에서 .09점, 두려움 조건에서 .07점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점수를 살

펴보면, 기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주도적-

언어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도적 공

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77점, 5세 유아는 .53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신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6점, 5세 유아는 .10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47점, 5세 유아는 .36점으로 나

타났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4점, 5세 유아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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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났다.

슬픔 조건에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주도적-언어

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

았다. 구체적으로 주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68점, 5세 유아는 .28

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38점, 5세 유

아는 .10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1

점, 5세 유아는 .14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

아는 .09점, 5세 유아는 .04점으로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82점, 5세 유아는 .56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28점, 5세 유아는 .13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46점, 5세 유아는 .34점으로 나타났

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8점, 5세 유아는 .09점으

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주도적-언어

적 공격성은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고, 주도적-관계적 공

격성은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도적 공격

성 점수는 3세 유아는 .81점, 5세 유아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주도적-신

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31점, 5세 유아는 .06점으로 나타났다. 주

도적-언어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46점, 5세 유아는 .27점으로 나타

났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3세 유아는 .04점, 5세 유아는 .10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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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점수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평균

공격성의 유형 3세(n=68) 5세(n=70)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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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주도적 공격성 .77( .86) .53( .81) .65( .84)

신체적 공격성 .26( .59) .10( .30) .18( .47)

언어적 공격성 .47( .74) .36( .72) .41( .73)

관계적 공격성 .04( .21) .07( .26) .06( .24)

슬픔

주도적 공격성 .68( .84) .28( .62) .48( .76)

신체적 공격성 .38( .52) .10( .30) .24( .45)

언어적 공격성 .21( .41) .14( .35) .17( .38)

관계적 공격성 .09( .33) .04( .20) .07( .28)

화남

주도적 공격성 .82( .91) .56( .77) .69( .85)

신체적 공격성 .28( .62) .13( .34) .20( .50)

언어적 공격성 .46( .80) .34( .66) .40( .73)

관계적 공격성 .08( .33) .09( .28) .09( .31)

두려움

주도적 공격성 .81( .94) .43( .69) .61( .84)

신체적 공격성 .31( .65) .06( .29) .18( .52)

언어적 공격성 .46( .80) .27( .54) .36( .68)

관계적 공격성 .04( .27) .10( .39) .0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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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

의 차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Ⅴ-5>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격성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7.65, df=1, 136, p<.01). 주도적 공격성

에서 3세 유아의 점수가 5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이 증가함을 보여준

선행연구(Barker et al., 200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연령대와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선행연구(Barker

et al., 2006)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주도적 공

격성을 측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과제에서 유아가 자신의 주

도적 공격성을 판단한 것이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5.62,

df=1, 136, p<.001).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3세 유아의 점수가 5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공격성

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선행연구(Côté et al., 2007; Murray-

Close & Ostrov, 2009; Ogelman, 2013)와 일치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인지가 발달하고 공격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 규

칙을 내면화하여, 5세 유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표출하는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

서 제시한 학습의 과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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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Marsh et al., 2011)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반응적-언어적 공

격성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통한 공격성 측정이 이루어졌기에, 5세 유아는

실제 행동이 아닌 공격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사회규칙 혹은 바람직함

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표출하는 언어적 공격

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연구(Björkqvist et al.,

1992)와 다른데, 전체 연령에 걸쳐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낮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5>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반복측정 변량분석

공격성의

유형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주도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12.44

220.97

1

136

12.44

1.63

7.65**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3.00

.98

136.49

3

3

408

1.07

.35

.36

3.00*

.98

신체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6.22

54.21

1

136

6.22

.40

15.62***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32

.43

67.51

3

3

408

.11

.16

.18

.64

.87

언어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1.94

138.89

1

136

1.94

1.02

1.90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5.10

.26

89.16

3

3

408

1.83

.09

.24

7.78***

.39

관계적

공격성

피험자간
연령

오차

.01

17.48

1

136

.01

.13

.08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06

.19

28.49

3

3

408

.02

.07

.07

.82

.4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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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주도적 공격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격성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F=3.00, df=3, 408, p<.05). Bonferroni 다중비교 분석 결과 <표 Ⅴ

-6>과 같이,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화를 낼 때 주도적 공격

성을 더 많이 보였다.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는 죄책감으로 주도적 공격

성을 적게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 행동을 한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유아는 상대 유아의 행동을 화풀이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으로 인식하

여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6>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 사후검증 (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평균 표준편차 Bonferroni

기쁨 .63 .84 a b

슬픔 .49 .76 a

화남 .69 .85 b

두려움 .62 .84 a b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F=7.78, df=3, 408, p<.001). Bonferroni 다중비교 분석 결과

<표 Ⅴ-7>과 같이,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 유아가 친사회적으로 대응한다는 선행연구

(Lemerise et al., 2005)와 비슷한 맥락에서, 슬픔 조건에서는 유아가 타인

의 슬픔에 공감해서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7>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사후검증 (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평균 표준편차 Bonferroni

기쁨 .41 .73 a

슬픔 .17 .38 b

화남 .40 .73 a

두려움 .36 .6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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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

귀인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의 전

반적 경향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의 전반적 경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의도

귀인을 살펴보면, 기쁨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슬픔 조건에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2.08점, 슬픔 조건에서 1.17점, 화남 조

건에서 1.86점, 두려움 조건에서 1.28점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5세 유아의 의도귀인 점수를 살펴보

면, 기쁨과 화남 조건에서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의도귀인 점수가 높

았고, 슬픔과 두려움 조건에서 3세보다 의도귀인 점수가 낮았다. 구체적으

로 기쁨 조건에서 3세 유아는 2.00점, 5세 유아는 2.16점, 슬픔 조건에서 3

세 유아는 1.32점, 5세 유아는 1.03점, 화남 조건에서 3세 유아는 1.82점, 5

세 유아는 1.89점, 두려움 조건에서 3세 유아는 1.31점, 5세 유아는 1.24점

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의도귀인 점수가 우연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8>에 제시한 바와 같이 3세, 5세 유

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점수에서 우연수준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사실은 3세, 5세 유아는 상대 유

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의도귀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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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의도귀인 전체

M(SD)M(SD) t

기쁨
3세(N=68) 2.00(1.30) 12.64***

2.08(1.35)
5세(N=70) 2.16(1.39) 12.99***

슬픔
3세(N=68) 1.32(1.26) 8.64***

1.17(1.20)
5세(N=70) 1.03(1.13) 7.62***

화남
3세(N=68) 1.82(1.27) 11.85***

1.86(1.37)
5세(N=70) 1.89(1.47) 10.73***

두려움
3세(N=68) 1.31(1.15) 9.39***

1.28(1.20)
5세(N=70) 1.24(1.26)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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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의 차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의도귀인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9>와 같이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의도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의도귀

인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4.10, df=3, 408, p<.001). 이러한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위한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중비교 분석

결과는 <표 Ⅴ-10>과 같이,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

보다 기뻐하거나 화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더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남 조건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더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슬픔 조건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더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본

다는 선행연구 결과(Lemerise et al., 2005)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쁨 조건

에서는 친사회적 의도귀인을, 화남 조건에서는 적대적 의도귀인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Keane & Parrish, 1992)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사전에 기쁨을 보이는 상대 유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하는 행동을 한 이후에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연

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행동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

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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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연령

오차

.17

445.99

1

136

.17

3.18

.05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79.83

3.96

450.46

3

3

408

27.10

1.35

1.12

24.10***

1.20

*** p<.001

<표 Ⅴ-10>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의도귀인 사후검증 (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평균 표준편차 Bonferroni

기쁨 .65 .78 a

슬픔 .51 .75 b

화남 .55 .79 a

두려움 .43 .6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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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정서

귀인

1)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정서귀인의 전

반적 경향

유아의 정서귀인은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피해자 정서

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살펴보면, 두려움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3.40점, 슬픔 조건에서 3.35점, 화남 조

건에서 3.36점, 두려움 조건에서 3.46점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3세, 5세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 점수

를 살펴보면,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기쁨과 화남 조건에서 피해자 정

서귀인 점수가 높았고, 슬픔과 두려움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3세 유아는 3.25점, 5세 유아는 3.54점,

슬픔 조건에서 3세 유아는 3.35점, 5세 유아는 3.34점, 화남 조건에서 3세

유아는 3.25점, 5세 유아는 3.47점, 두려움 조건에서 3세 유아는 3.49점, 5

세 유아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우연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3

세,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점수에서 우연수

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사실은 3세,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

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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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전체

M(SD)M(SD) t

기쁨
3세(N=68) 3.25(1.21) 22.08***

3.40(1.11)
5세(N=70) 3.54( .99) 30.00***

슬픔
3세(N=68) 3.35(1.08) 25.70***

3.35(1.09)
5세(N=70) 3.34(1.12) 25.09***

화남
3세(N=68) 3.25(1.24) 21.64***

3.36(1.11)
5세(N=70) 3.47( .97) 29.82***

두려움
3세(N=68) 3.49(1.06) 27.17***

3.46(1.03)
5세(N=70) 3.44(1.00) 27.85***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가해자 정서귀인을 살펴보면, <표 Ⅴ-12>

와 같이 화남 조건에서 가장 높았고, 슬픔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82점, 슬픔 조건에서 .78점, 화남 조건에서 .88

점, 두려움 조건에서 .85점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3세, 5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의 점

수를 살펴보면,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

다 가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3세 유아

는 .41점, 5세 유아는 1.21점, 슬픔 조건에서 3세 유아는 .41점, 5세 유아는

1.13점, 화남 조건에서 3세 유아는 .43점, 5세 유아는 1.33점, 두려움 조건

에서 3세 유아는 .44점, 5세 유아는 1.24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우연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3

세,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점수에서 우연수

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사실은 3세,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

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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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 단일표본 t검증(N=138)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가해자 정서귀인 전체

M(SD)M(SD) t

기쁨
3세(N=68) .41( .67) 5.04***

.82(1.07)
5세(N=70) 1.21(1.23) 8.28***

슬픔
3세(N=68) .41( .74) 4.60***

.78(1.08)
5세(N=70) 1.13(1.24) 7.62***

화남
3세(N=68) .43( .78) 4.52***

.88(1.15)
5세(N=70) 1.33(1.28) 8.67***

두려움
3세(N=68) .44( .68) 5.37***

.85(1.07)
5세(N=70) 1.24(1.23) 8.44***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피해자 정서귀인 범주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13>과 같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한 피해자 정서귀인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

구체적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기쁨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

은 ‘타인의 행동’(51.1%)이었고,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6.3%), ‘권리침

해’(1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귀인의 이유로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한 상대 유아의 공격 행동 자체를 언급한 응답이 빈번했다. 다음

으로 상대 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언급한 응답

이 많았고, 상대 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응답도 빈번하게 보였

다. 슬픔 조건에서는 ‘타인의 행동’(46.9%),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

과’(20.0%), ‘정서지향’(10.3%) 순으로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 ‘타인의 행

동’(37.5%), ‘권리침해’(18.8%),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2.7%) 순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도 ‘타인의 행동’(53.6%),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4.5%), ‘정서지향’(10.3%)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3세, 5세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 범주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한 피해자 정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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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기쁨 조건에서는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 ‘정서지향’의 순으로,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는 ‘정서지향’,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기쁨 조건에서는 ‘권리침해’와 ‘타인 행동의 부

정적 결과’의 순으로,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는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와 ‘권리침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3세 유아와 5세 유아 모두 긍정 정

서 조건과 부정 정서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귀인 범주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쁨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3세 유아

53.3%, 5세 유아 48.9%).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5.8%), ‘정서지향’(15.4%)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

아의 경우 ‘권리침해’(19.6%),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6.8%) 순으로 나

타났다. 슬픔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3세 유아

49.6%, 5세 유아 44.3%).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정서

지향’(17.6%),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4.7%)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

아의 경우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23.2%), ‘권리침해’(12.5%) 순으로 나

타났다. 화남 조건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51.1%), ‘정서지

향’(19.5%),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11.0%)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

의 경우 ‘타인의 행동’(45.4%),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23.9%), ‘권리침

해’(13.9%) 순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55.1%), ‘정서지향’(19.9%),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8.8%)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52.1%), ‘타인 행동의 부정적 결

과’(22.0%), ‘권리침해’(14.6%)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가해자 정서귀인 범주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14>와 같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한 가해자 정서귀인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

구체적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기쁨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

은 ‘타인의 행동’(29.7%)이었고, ‘자신의 행동’(15.2%), ‘정서지향’(12.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 정서귀인의 이유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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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피해자 정서귀인 범주별 응답 빈도 (%)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범주

정서지향 욕구지향 권리침해 타인행동
타인행동

부정결과
기타 모름

기쁨

전체 12.0( 8.7) 2.8( 2.0) 15.3(11.1) 70.5(51.1) 22.5(16.3) 10.3( 7.4) 4.8( 3.4)

3세 10.5(15.4) 1.5( 2.2) 1.5( 2.2) 36.3(53.3) 10.8(15.8) 3.3( 4.8) 4.3( 6.3)

5세 1.5( 2.1) 1.3( 1.8) 13.8(19.6) 34.3(48.9) 11.7(16.8) 7.0(10.0) 0.5( 0.7)

슬픔

전체 14.3(10.3) 3.0( 2.2) 12.3( 8.9) 64.8(46.9) 26.3(20.0) 13.5( 9.8) 4.0( 2.9)

3세 12.0(17.6) 1.5( 2.2) 3.5( 5.1) 33.8(49.6) 10.1(14.7) 3.8( 5.5) 3.5( 5.1)

5세 2.3( 3.2) 1.5( 2.1) 8.8(12.5) 31.0(44.3) 16.3(23.2) 9.8(13.9) 0.5( 0.7)

화남

전체 14.3(10.3) 5.3( 3.8) 26.0(18.8) 51.8(37.5) 17.5(12.7) 11.8( 8.5) 11.5( 8.3)

3세 13.3(19.5) 1.3( 1.8) 1.8( 2.6) 34.8(51.1) 7.5(11.0) 3.5( 5.1) 6.0( 8.8)

5세 1.0( 1.4) 1.8( 2.5) 9.8(13.9) 31.8(45.4) 16.8(23.9) 8.3(11.8) 0.8( 1.1)

두려움

전체 14.5(10.5) 1.3( 0.9) 14.3(10.3) 74.0(53.6) 20.0(14.5) 8.8( 6.3) 5.3( 3.8)

3세 13.5(19.9) 1.0( 1.5) 4.0( 5.9) 37.5(55.1) 6.0( 8.8) 1.8( 2.6) 4.3( 6.3)

5세 1.0( 1.4) 0.3( 0.4) 10.3(14.6) 36.5(52.1) 14.0(22.0) 7.0(10.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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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유아의 공격 행동 자체를 언급한 응답이 빈번했다. 다음으로 상대 유

아에 대한 자신의 공격 행동 자체에 대해 언급한 응답이 많았고, 자신의

정서 자체에 대한 언급도 빈번하게 보였다. 슬픔 조건에서는 ‘타인의 행

동’(29.2%), ‘자신의 행동’(18.5%), ‘정서지향’(10.1%) 순으로 나타났다. 화

남 조건에서 ‘타인의 행동’(29.3%), ‘자신의 행동’(15.2%), ‘정서지

향’(14.1%) 순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도 ‘타인의 행동’(30.4%), ‘자

신의 행동’(14.1%), ‘정서지향’(13.4%)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3세, 5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 범주

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한 가해자 정서귀

인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상관없이 ‘정서지향’, ‘자신의 행동’의 순으로 나

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에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자기 행동의 긍정적 결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쁨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3세 유아

32.4%, 5세 유아 27.1%).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정서

지향’(18.0%), ‘자신의 행동’(9.2%)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자

신의 행동’(21.1%)과 ‘자기 행동의 긍정적 결과’(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슬픔 조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은 ‘타인의 행동’이었다(3세 유아 31.3%,

5세 유아 27.1%). 다음으로 빈번한 응답은 3세 유아의 경우 ‘정서지

향’(16.9%), ‘자신의 행동’(14.3%)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자신

의 행동’(22.5%)과 ‘자기 행동의 긍정적 결과’(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

남 조건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32.4%), ‘정서지향’(18.0%),

‘자신의 행동’(9.9%)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

동’(26.4%), ‘자신의 행동’(14.3%)과 ‘자기 행동의 긍정적 결과’(15.0)의 순

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34.6%),

‘정서지향’(22.1%), ‘자신의 행동’(7.7%)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행동’(26.4%), ‘자신의 행동’(20.4%)과 ‘자기 행동의 긍정적 결

과’(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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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 범주별 응답 빈도 (%)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가해자 정서귀인 범주

긍정적

결과지향
처벌지향 정서지향 욕구지향 권리침해 타인행동 자기행동

타인행동

부정결과

자기행동

부정결과
기타 모름

기쁨

전체 11.0( 8.0) 2.8( 2.0) 16.8(12.1) 2.0( 1.4) 6.0( 4.3) 41.0(29.7) 21.0(15.2) 8.0( 5.8) 6.0( 4.4) 7.8( 5.6) 15.8(11.4)

3세 2.8( 4.0) 0.8( 1.1) 12.3(18.0) 0.5( 0.7) 3.3( 4.8) 22.0(32.4) 6.3( 9.2) 3.3( 4.8) 0.5( 0.7) 2.2( 3.3) 14.3(21.0)

5세 8.3(11.8) 2.0( 2.9) 4.5( 6.4) 1.5( 2.1) 2.8( 3.9) 19.0(27.1) 14.8(21.1) 4.8( 6.8) 5.5( 7.8) 5.5( 7.9) 1.5( 2.1)

슬픔

전체 12.5( 9.1) 2.8( 2.0) 14.0(10.1) 1.3( 0.9) 6.8( 4.9) 40.3(29.2) 25.5(18.5) 8.0( 5.8) 6.6( 4.7) 5.5( 4.0) 15.0(10.9)

3세 3.3( 4.8) 0.3( 0.4) 11.5(16.9) 0.5( 0.7) 3.5( 5.1) 21.3(31.3) 9.8(14.3) 3.8( 5.5) 0.8( 1.1) 1.8( 2.6) 11.8(17.3)

5세 9.3(13.2) 2.5( 3.6) 2.5( 3.6) 0.8( 1.1) 3.3( 4.6) 19.0(27.1) 15.8(22.5) 4.3( 6.1) 5.8( 8.2) 3.8( 5.4) 3.3( 4.6)

화남

전체 13.0( 9.4) 2.5( 1.8) 19.5(14.1) 1.3( 0.9) 4.5( 3.3) 40.5(29.3) 21.0(15.2) 7.8( 5.6) 9.6( 6.9) 5.0( 3.6) 13.5( 9.8)

3세 2.5( 3.7) 0.8( 1.1) 12.3(18.0) 4.3( 6.3) 2.3( 3.3) 22.0(32.4) 6.8( 9.9) 2.5( 3.7) 2.0( 2.9) 1.8( 2.6) 11.0(16.2)

5세 10.5(15.0) 1.8( 2.5) 3.8( 5.4) 0.5( 0.7) 2.3( 3.2) 18.5(26.4) 14.3(20.4) 5.3( 7.5) 7.5(10.7) 3.3( 4.6) 2.5( 3.6)

두려움

전체 13.5( 9.8) 4.0( 2.9) 18.5(13.4) 1.8( 1.3) 6.8( 4.9) 42.0(30.4) 19.5(14.1) 6.3( 4.5) 7.0( 5.1) 4.3( 3.1) 14.5(10.5)

3세 3.5( 5.1) 0.5( 0.7) 15.0(22.1) 0.8( 1.1) 4.0( 5.9) 23.5(34.6) 5.3( 7.7) 1.5( 2.2) 1.5( 2.2) 1.3( 1.8) 11.3(16.5)

5세 10.0(14.3) 3.5( 5.0) 3.5( 5.0) 1.0( 1.4) 2.8( 3.9) 18.5(26.4) 14.3(20.4) 4.8( 6.8) 5.5( 7.9) 3.0( 4.3) 3.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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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정서귀인의 차이

유아의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정서귀인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15>와 같이 나타났다.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가해자 정서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가해자 정서귀인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89.58, df=1, 136, p<.001).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가해자 정서귀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가해자 입장

에서 자신이 공격 행동을 한 것 자체로 혹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

는 이유로 긍정적 정서에 많이 귀인한다. 또한 자신의 공격 행동으로 인

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거나, 교사나 또래에 의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정서에 많이 귀인 함을 보여준다. 즉, 5세 유아가 3세 유아

보다 가해자가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표 Ⅴ-15> 연령 및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귀인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해자

정서

귀인

피험자간
연령

오차

1.74

393.11

1

136

1.84

2.89

.64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1.12

2.88

248.77

3

3

408

.39

1.00

.63

.61

1.57

가해자

정서

귀인

피험자간
연령

오차

89.58

358.50

1

136

89.58

2.64

33.98***

피험자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연령

오차

.86

.59

207.78

3

3

408

.30

.21

.53

.56

.3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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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

1)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인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별로 살펴본 결과 <표 Ⅴ-16>과 같이, 상대 유아의 4가지 정서 조건에서

모두 의도귀인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2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응적-

언어적 공격성도 의도귀인(r=.19, p<.05) 및 피해자 정서귀인(r=.20,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슬픔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은 의도귀인

(r=.2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화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

성은 의도귀인(r=.3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반응적-언어

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25, p<.01) 및 피해자 정서귀인(r=.17,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두려움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r=.23, p<.01)

과 반응적-언어적 공격성(r=.22, p<.01)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점수가 높았다. 기쁨 조

건과 화남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를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반응적-언

어적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피해자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

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인

되는 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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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반응적 공격성 .23** .16 .05

신체적 공격성 .11 -.09 -.04

언어적 공격성 .19* .20* .05

관계적 공격성 .00 .05 .07

슬픔

반응적 공격성 .24** .05 .07

신체적 공격성 .10 -.00 -.05

언어적 공격성 .17 .04 .07

관계적 공격성 .12 .05 .09

화남

반응적 공격성 .30** .11 -.09

신체적 공격성 .09 -.03 -.06

언어적 공격성 .25** .17* -.07

관계적 공격성 .08 -.11 .02

두려움

반응적 공격성 .23** .09 -.01

신체적 공격성 -.01 .03 -.02

언어적 공격성 .22** .06 -.01

관계적 공격성 .15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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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Ⅴ-17>). 기쁨 조

건에서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5, p<.05). 슬픔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r=.24, p<.05)과 반응적-언

어적 공격성(r=.27, p<.05)은 가해자 정서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가해자 입장에서 느낄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한 3세 유아는 상

대 유아가 슬퍼할 때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기쁨 조건에

서는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할 때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의도에 대

한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3세 유아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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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반응적 공격성 .12 .06 .15

신체적 공격성 .11 -.07 .08

언어적 공격성 .12 .18 .13

관계적 공격성 -.25* -.21 -.06

슬픔

반응적 공격성 .14 -.10 .24*

신체적 공격성 .12 -.02 .04

언어적 공격성 .09 -.14 .27*

관계적 공격성 -.07 .10 -.09

화남

반응적 공격성 .09 .11 .06

신체적 공격성 .07 -.00 -.03

언어적 공격성 .09 .17 .12

관계적 공격성 -.11 -.16 -.16

두려움

반응적 공격성 .03 .01 .18

신체적 공격성 -.05 .00 .17

언어적 공격성 .05 -.04 .02

관계적 공격성 .07 .11 .14

행동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대 유아가 초래한 부정적 결

과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관계적 공격성을 보였다. 이

시기 유아는 공격성에 대한 인식이 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최인숙·이강

이, 2010),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17> 3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 p<.05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살펴보면 상대 유아의 4가지 정서 조건에서

의도귀인과 관련성을 보였다(<표 Ⅴ-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쁨 조

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35, p<.01)과 피해자 정서귀인(r=.3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도 의도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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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반응적 공격성 .35** .32** .06

신체적 공격성 .13 -.01 .06

언어적 공격성 .26* .24* .02

관계적 공격성 .13 .18 .04

슬픔

반응적 공격성 .31** .24* .17

신체적 공격성 -.11 .02 .12

언어적 공격성 .21 .25* .09

관계적 공격성 .30* .01 .13

화남

반응적 공격성 .52** .16 -.14

신체적 공격성 .13 -.07 .02

언어적 공격성 .43** .22 -.16

관계적 공격성 .25* -.07 .03

두려움

반응적 공격성 .50** .20 -.02

신체적 공격성 .09 .10 -.05

언어적 공격성 .43** .18 .00

관계적 공격성 .23* .02 -.01

(r=.26, p<.05) 및 피해자 정서귀인(r=.2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슬픔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31, p<.01) 및 피해자

정서귀인(r=.2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응적-언어적 공

격성은 피해자 정서귀인(r=.2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반응

적-관계적 공격성(r=.30,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화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r=.52, p<.01)과 반응적-언어적 공격성

(r=.43, p<.01)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r=.25,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두려움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r=.50, p<.01)과

반응적-언어적 공격성(r=.43, p<.01)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r=.23,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Ⅴ-18>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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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

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상대 유아의 행

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높

았다. 5세 유아의 경우 모든 정서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이 의도귀인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피해자 입장

에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언어

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이는 5세 유아가 조망수용이 가능하여, 피해자

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타인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제재를 덜 받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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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

응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별로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세 유아와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반응

적-신체적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이 유

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

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령을 변수로 넣기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19>와 같이 의도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슬픔 조

건(F=4.86, df=5, 132, p<.001)과 화남 조건(F=3.75, df=5, 132, p<.01) 및

두려움 조건(F=3.66, df=5, 132, p<.01)에서 유아의 의도귀인이 반응적 공

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은 언어능

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이 슬픔

조건에서 16%, 화남 조건에서 13%, 두려움 조건에서 12%를 설명해주었

다. 즉,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유아가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귀인오류를 보이는 유아는 반응

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Nas et al., 2005; Shipple et

al., 2003)와 일치한다.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부정 정서 조건에서 공통

적으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유아는 부정 정서 조건에서 상대

유아가 일부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때 상대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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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공격 행동에 대한 방어나 보복의 목적으로 공격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19>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1

-.02

.09

.16

.22

-.11

-.01

.07

.10

.22*

-.02

-.16

.16

.11

.27

-.21

-.09

.12

.08

.21**

-.00

-.22

.11

-.06

.31

-.02

-.13

.09

-.04

.29**

-.02

-.13

.12

.13

.28

-.20

-.08

.07

.09

.24**

R²

F

.08

2.16

.16

4.86***

.13

3.75**

.12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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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

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Ⅴ-20>과 같이 통제변인인 언어능력이 영향을 미쳤

다. 기쁨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51, df=5, 132, p<.01). 언어능력, 연령, 가해자

정서귀인, 피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기쁨 조건에서 반

응적-신체적 공격성을 15% 설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상

대 유아에게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공격 행동과 이로 인한 부정

적 결과를 즐기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자신이 공격 행동을 한 것 자체

로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유아는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77 -

<표 Ⅴ-20>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2

.09

-.03

.14

.08

-.42**

.09

-.04

.17*

.15

-.02

.21

.07

.03

.06

-.58***

.22

.10

.04

.09

-.01

.10

-.01

.00

.05

-.31*

.11

-.02

.00

.09

-.01

-.04

.05

.06

.00

-.29

-.04

.04

.06

.00

R²

F

.15

4.51**

.18

5.81***

.06

1.76

.1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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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

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Ⅴ-21>과 같이 주로 의도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반

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4, df=5, 132,

p<.01). 언어능력, 연령, 가해자 정서귀인, 피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화남 조건에서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11% 설명해주었

다. 즉,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유아

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남과

같은 부정 정서가 언어적 공격성(Ramirez & Andreu, 2006) 및 반응적 공

격성(Arsenio & Lemerise, 2001)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화남은 아동의 대응에 영향을 미

치고, 더 많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Arsenio et al.,

2000; Denham et al., 2002)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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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1

-.28

.11

.01

.14

.19

-.18

.09

.00

.15

.01

-.40

.08

.08

.15

.07

-.27

.07

.07

.13

.01

-.44

.19

-.06

.22

.21

-.28

.15

-.05

.22*

-.00

-.06

.04

.04

.21

-.02

-.04

.03

.03

.22*

R²

F

.05

1.51

.07

2.11

.11

3.34**

.06

1.5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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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는 <표 Ⅴ-22>와 같이 통제변인인 언어능력이 영향을 미쳤다.

기쁨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은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7, df=4, 63, p<.01). 언어능력, 피해자 정

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기쁨 조건에서 반응

적-신체적 공격성의 28%를 설명해주었다. 기쁨 조건에서 가해자가 느낄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3세 유아는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3세 유아는 스

스로 공격 행동을 한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껴 긍정적 정서에 귀인한

다. 이는 3세 유아의 경우 기쁨 조건에서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

는 행복한 가해자 현상(Arsenio, Gold, & Adams, 2006; Keller et al.,

2003)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22>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4

-.01

.61

.06

-.33**

.01

.38**

.08

-.05

.20

.16

.13

-.42**

.20

.13

.15

-.04

.03

.02

.03

-.35**

.04

.02

.05

-.04

.12

.29

-.02

-.32*

.10

.16

-.03

R²

F

.28

5.97***

.20

3.92**

.12

2.21

.13

2.2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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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Ⅴ-23>과 같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상관없이 의도귀인

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슬픔 조건

(F=3.03, df=4, 65, p<.05)과 화남 조건(F=7.26, df=4, 65, p<.001) 및 두려

움 조건(F=5.86, df=4, 65, p<.001)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이 반응적 공

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은 언어능

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이 슬픔

조건에서 16%, 화남 조건에서 31%, 두려움 조건에서 27%를 설명해주었

다. 기쁨 조건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피해자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

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8, df=4, 65, p<.05).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성을 17% 설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기뻐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5세 유아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 유아가 퍼즐을 망가뜨린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에 귀인하였다.

긍정 정서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단계에

서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이 함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 수정된 사회

정보처리모델을 지지한다.

또한 상대 유아가 어떤 정서를 보이는 지에 상관없이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귀인오류를 보이는 유아는 반응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Kempes et al., 2006; Nas et al.,

2005)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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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0

.33

.09

.30

-.00

.22*

.08

.30*

-.01

.25

.01

.37

-.11

.22

.01

.33**

-.00

.13

-.18

.51

-.02

.09

-.17

.52***

-.00

.18

.07

.49

-.02

.12

.07

.49***

R²

F

.17

3.28*

.16

3.03*

.31

7.26***

.27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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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표 Ⅴ-24>와 같이 부정 정서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반응적-

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화남 조건(F=5.36, df=4, 65, p<.01)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화남 조건에서 25%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설명해주었다.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가해자가 느낄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

세 유아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F=4.26, df=4, 65, p<.01)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이 반응

적-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두려움 조

건에서 21%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설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두려

워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해 의도적으

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적대적 귀인오류를 보이는 유아는 반응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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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선행연구(Orobio de Castro et al., 2005)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

다. 또한 화남 조건에서 5세 유아는 가해자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

할 때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였다. 이는 5세 유아의 경우 사회

적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남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수정된 사회정보

처리모델을 지지한다.

<표 Ⅴ-24>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0

.22

.10

.20

.03

.16

.08

.21

.00

.00

.00

.17

.00

.00

.00

.30*

.01

.22

-.18

.36

.09

.17

-.25*

.40**

-.01

.14

.07

.36

-.09

.11

.08

.42***

R²

F

.10

1.71

.09

1.57

.25

5.36**

.21

4.2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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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

1)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인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관계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25>와 같이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의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유아

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쁨 조

건에서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r=.20, p<.05)과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r=.20,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슬픔 조건에서는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r=.21, p<.05)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r=.18,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r=.27, p<.01)과 주도적-언어적 공격성(r=.18,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두려움 조건에서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은 의

도귀인(r=.17, p<.05) 및 피해자 정서귀인(r=.18, p<.05)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다.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은 피해자 정서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다(r=.17, p<.05).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17,

p<.05) 및 가해자 정서귀인(r=.20,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화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할

수록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주도적-신체적 공격성 점

수가 높았다.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

는 유아는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의도귀인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공격성과 관련성을 보였다.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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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가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두려움 조건에서만 정서귀인과 주도적 공격성이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보

였다.

<표 Ⅴ-25>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정서

주도적 공격성 .20* .07 -.04

신체적 공격성 -.05 -.06 -.03

언어적 공격성 .20* .09 -.05

관계적 공격성 .12 .12 .02

슬픔

정서

주도적 공격성 .21* .05 .06

신체적 공격성 .18* -.01 .02

언어적 공격성 .14 .05 .03

관계적 공격성 .12 .08 .07

화남

정서

주도적 공격성 .27** .07 -.07

신체적 공격성 .13 -.01 -.09

언어적 공격성 .18* .05 -.00

관계적 공격성 .12 .10 -.04

두려움

정서

주도적 공격성 .17* .18* .10

신체적 공격성 -.03 .17* -.08

언어적 공격성 .15 .06 .08

관계적 공격성 .17*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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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표 Ⅴ-26>과 같이, 주도적 공

격성은 가해자 정서귀인과 관련성을 보였다.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 공

격성(r=.37, p<.01)과 주도적-신체적 공격성(r=.34, p<.01) 및 주도적-관계

적 공격성(r=.42, p<.01)은 가해자 정서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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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정서

주도적 공격성 .11 .04 .16

신체적 공격성 .00 -.00 -.05

언어적 공격성 .12 .06 .18

관계적 공격성 .00 .12 .02

슬픔

정서

주도적 공격성 .17 -.07 .13

신체적 공격성 .13 -.10 .13

언어적 공격성 .10 -.07 .06

관계적 공격성 .11 .07 .06

화남

정서

주도적 공격성 .17 -.06 -.07

신체적 공격성 .20 -.09 -.04

언어적 공격성 -.01 -.06 .01

관계적 공격성 .11 .15 -.14

두려움

정서

주도적 공격성 -.01 .16 .37**

신체적 공격성 -.17 .23 -.05

언어적 공격성 .10 .00 .34**

관계적 공격성 .05 -.01 .42**

단하는 3세 유아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과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많

이 보였다. 이는 두려움 조건에서 공격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행복한 가해자 현상을 보이는 3세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표출하였다.

<표 Ⅴ-26> 3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 p<.01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살펴보면 주로 의도귀인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표 Ⅴ-27>). 즉, 기쁨 조건에서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r=.31, p<.01)과

주도적-언어적 공격성(r=.29,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슬픔 조건에서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22, p<.0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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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공격성의 유형 의도귀인

정서귀인

피해자 가해자

기쁨

정서

주도적 공격성 .31** .14 -.11

신체적 공격성 -.11 -.13 .17

언어적 공격성 .29* .16 -.17

관계적 공격성 .21 .11 -.02

슬픔

정서

주도적 공격성 .22* .24* .20

신체적 공격성 .20 .16 .20

언어적 공격성 .17 .20 .06

관계적 공격성 .12 .10 .18

화남

정서

주도적 공격성 .39** .25* .02

신체적 공격성 .06 .16 -.05

언어적 공격성 .37** .19 .04

관계적 공격성 .13 .05 .03

두려움

정서

주도적 공격성 .40** .22 .05

신체적 공격성 .20 .10 .12

언어적 공격성 .22* .13 -.06

관계적 공격성 .25* .13 .07

피해자 정서귀인(r=.2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화남 조건에

서 주도적 공격성은 의도귀인(r=.39, p<.01) 및 피해자 정서귀인(r=.2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도적 언어적 공격성은 의도귀인

(r=.3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 공

격성(r=.40, p<.01)과 주도적-언어적 공격성(r=.22, p<.05) 및 주도적-관계

적 공격성(r=.25, p<.05)은 의도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

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5세 유아는 상대가 의도성을 가진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표 Ⅴ-27>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의 상관관계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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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인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

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별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세 유아와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주도적-

신체적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이 유아

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연

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

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령을 변수로 넣기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화남과 두려

움 조건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표 Ⅴ-28>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 유아의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2.79, df=5, 132, p<.05).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

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 공

격성을 10% 설명해주었다. 즉,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통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지고 간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유아는 이 행동을 블록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귀인은 주도적 공격성의 표출에 영

향을 미친다.

두려움 조건에서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유아의 피

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은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F=3.83, df=5, 132, p<.01).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

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두려움 조건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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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공격성을 13% 설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의 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정

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상대에게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는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유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블록집을 완성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공격 행동으로 인해 블록을 얻을 것이라는 긍정적 결과에 대

한 기대로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남 조건에서는

의도귀인이, 두려움 정서에서는 정서귀인이 영향을 미쳐, 상대 유아의 정

서 조건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Ⅴ-28>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3

.38

.11

.05

.10

-.44**

.23

.08

.05

.10

.01

-.63

.05

.20

.14

.14

-.42**

.04

.17

.14

-.01

-.20

.07

-.03

.28

-.06

-.12

.05

-.02

.26**

-.01

-.35

.22

.22

.13

-.09

-.21

.16*

.19*

.11

R²

F

.08

2.22

.12

3.45**

.10

2.79*

.13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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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

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Ⅴ-29>와 같다. 화남 조건에서 유아의 의도귀인이 주도

적-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30, df=5, 132,

p<.05).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을 8% 설명해주었다.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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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유아는 상대 유아

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교사나 또래에게 혼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유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의 행동을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판단하고, 높

은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29>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연령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1

.28

.05

.02

.01

-.69***

.59***

.13

.08

.02

.00

-.13

.03

.05

.05

.13

-.23

.06

.13

.13

-.00

.04

.05

-.02

.04

-.09

.07

.09

-.04

.10

-.00

.08

.04

.09

.09

-.09

.11

.07

.18

.19*

R²

F

.15

4.50**

.05

1.31

.02

.62

.08

2.3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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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0>과 같다. 두려움 조건에서 3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은 주

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4, df=4, 63,

p<.05).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을 18% 설명해주었다. 상대 유아

가 두려워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느낄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3세 유아는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세

유아의 경우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자신의 공격 행동으로 얻게 되는

보상으로 인해 공격 행동이 정당하지 않음을 회피하고(Arsenio & Fleiss,

1996),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30>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3

.08

.36

-.13

-.16

.07

.24

-.11

.01

-.17

.26

.19

.08

-.13

.13

.18

-.02

.10

-.02

.19

-.14

-.07

-.01

.16

-.02

.15

.65

-.15

-.11

.10

.38**

-.11

R²

F

.07

1.12

.06

1.07

.04

.67

.1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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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1>과 같다. 두려움 조건(F=3.56, df=4, 63, p<.05)에서 3

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은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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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

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18% 설

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

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3세 유아는 주도적-관계적 공격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유아는 바라던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행복한 가해자 현상을 보였다. 이는

가해자의 개인적 획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Arsenio & Fleiss, 1996), 공

격 행동을 한 가해자가 기분이 좋을 것으로 기대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

격 행동으로 물건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 행동을 바람직

한 것으로 여겨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31> 3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1

.05

.06

-.01

-.35*

.18

.15

-.03

.01

.01

.04

.05

.12

.02

.05

.13

-.01

.09

-.05

.02

-.22

.17

-.07

.04

-.00

-.03

.22

-.02

-.08

-.06

.44***

-.03

R²

F

.12

2.08

.04

.68

.08

1.41

.18

3.56*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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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2>와 같다. 기쁨 조건(F=4.11, df=4, 65, p<.01)과 화남 조건

(F=4.58, df=4, 65, p<.01)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공격성은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이 기쁨 조건에서

20%, 화남 조건에서 22%를 설명해주었다. 두려움 조건(F=4.46, df=4, 65,

p<.01)에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피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조건에서 언어능력, 피해

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이 주도적 공격성

을 22% 설명해주었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5세 유아는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의도성

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즐기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5세 유아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의 행동이 방해물을 제거

하려는 동기를 가진 행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5세 유아가 상

대 유아의 공격 행동을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판단하므로, 주도적 공격

성을 더 많이 보였다.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두려움

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5세 유아의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공격 행동

을 정당화하여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

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5세 유아는 피해자 입장에서 느낄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부정적 정서에 피해자 정서귀인을 하는 것이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

이 있다는 선행연구(Smetana et al., 2003)와 일치한다. 두려움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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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Ⅴ-32>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4

.13

-.10

.27

-.31**

.09

-.10

.28*

.01

.24

.18

.13

.10

.24

.22

.14

.01

.24

-.04

.37

.06

.19

-.04

.40**

.00

.24

-.03

.40

.04

.25*

-.03

.41***

R²

F

.20

4.11**

.13

2.38

.22

4.58**

.2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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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3>과 같다. 기쁨 조건에서 5세 유아의 가해자 정서귀인

과 의도귀인이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F=2.98, df=4, 65, p<.05).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

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기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을 16% 설

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

고, 가해자가 느낄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5세 유아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남 조건에서 5세 유아

의 의도귀인이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F=3.52, df=4, 65, p<.05).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

귀인, 의도귀인이 포함된 모형은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을 18% 설

명해주었다. 즉,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

하는 5세 유아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이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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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Kempes et al., 2006; Nas et al., 2005; Schippell et al., 2003;

Schwartz et al., 1998)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도

의도귀인과 같은 사회인지적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들은 의도를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의도귀인을 측정하

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두

었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한 5세 유

아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였다. 자신의 행동 자체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에 기인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였으나, 도덕성 발달로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여 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33> 5세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B β B β B β B β

언어능력

피해자 정서귀인

가해자 정서귀인

의도귀인

-.01

.18

-.19

.25

-.08

.13

-.24*

.30**

.00

.11

.04

.03

.07

.20

.08

.06

.01

.15

-.01

.30

.07

.14

-.01

.37**

.00

.12

-.07

.12

.02

.14

-.09

.16

R²

F

.16

2.98*

.05

.90

.18

3.52*

.05

.7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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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으며,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이 연령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구

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특히 공격성의 기저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는 데 기능적 관점이 필요함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혹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단일 차원

에서 이들의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 있지만, 한 가지 측면만으로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

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유아

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이

연령에 따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인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아의 연령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유아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

인과 정서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

린이집에 다니는 3세, 5세 유아 총 138명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에 관한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

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놀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

대 유아에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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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다른 사람이 공격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5세 유

아는 자기규제능력의 발달로 인해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에

게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을

받았을 때 신체적 상해를 주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반응적-신체적 공격

성을 더 많이 표출한다. 유아는 5세에 이르면 언어표현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인지적 기술을 획득하여 신체적 형태의 공격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Björkqvist et al., 1992), 신체적 공격성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와 부모가 어린이집

과 가정에서 유아의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어린이

집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공격 행동을 금하는 교육 효과가 반영된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즉,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공격 행동의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함을 설명할 수 있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보다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의 공격 행

동에 대해 언어적으로 대응하는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상대가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하므로(Orobio de Castro et al., 2005),

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유아가 말로 상대를 더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한다. 유

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대응이 옳은 지, 옳지 않은 지를 판단

할 수 있는 도덕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는 것이 규칙을 지키면서도 가능해지

므로, 주도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이 증가함을 보여준 선행연구(Bark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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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Barker et al., 2006)에서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을 측정하였으

나,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과제에서 유아가 자신의 주도적 공격성을 판단

한 것이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

구대상의 연령대와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주거나 물건을 빼앗는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3세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또래가 가지고 있을 때 원하

는 것을 얻기 위해 장난감을 뺏는 것과 같은 행동을 흔히 보인다

(Cumming, Iannotti, & Zahn-Waxler, 1989). 5세 유아의 경우 언어를 사

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주도적-신체적 공격성이 감소

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규칙을 내면화하여 도덕성이 발달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의 증가에 따

른 신체적 공격성의 감소는 Bandura(1973)가 제시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link et al., 2006).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화를 낼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

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상대가

슬퍼할 때에는 이미 심리적 상해를 받은 상대에게 반복해 가해를 한다는

죄책감으로 유아가 자신의 공격 행동을 머뭇거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상대가 화를 낼 때에는 자신에 대한 공격 행동을 반복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스스로 공격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건을 두고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에는 상대가 원하

는 물건을 갖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에 주도적 공격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보다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

는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슬픔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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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므로, 상대 유아가 슬퍼할 때에는 유아가 친사회

적으로 대응하여(Lemerise et al., 2005),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이 적게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보다 기뻐하거나 화

를 낼 때 타인의 행동을 더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부정적 결과를 초

래하는 행동을 한 후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상대 유아의 행동에 대해 의도성을 가

진 행동으로 인식한다.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초래

한 부정적 결과를 더 나쁘게 지각하여, 상대 유아의 행동을 더 의도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가해자가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

서의 원인을 더 타당하게 판단한다. 선행연구(Arsenio et al., 2009;

Arsenio & Lemerise, 2004; Keller et al., 2003)에서는 가해자 정서귀인을

긍정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타당한 이유

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5세 유아의 경우

정서능력과 인지능력의 발달로 인해 타당한 가해자 정서귀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반응적 공격성은 슬픔, 화남, 두려움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의

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

려워할 때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 공격성

을 더 많이 보인다. 즉, 유아는 부정 정서 조건일 때 상대 유아가 일부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의 행동이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해, 또래의 공격 행동에 대한 방어나 보복 목적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유

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

단하는 경우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상대 유아가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고 기뻐할 때 유아는 상대 유아가 그 행동을 즐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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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한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공격 행동을 한 것 자체로

긍정적 정서에 귀인하는 유아는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유

아는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화남 조건에서 유아는 상

대 유아의 행동을 화풀이와 같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지각하여,

의도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에서 화

남은 유아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

(Arsenio et al., 2000; Denham et al., 2002).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상관없이 의도

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

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적인 상호작용을 부추기고,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비공격적 상호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기쁨 조건에서 의도귀인

과 함께 피해자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5세

유아는 반응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긍정 정서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단계에서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이 함께 공격성

에 영향을 준다고 본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지지한다.

3세 유아의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3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자신이 공격 행동을 하는 가

해자의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이는 3세 유아의 경우 기쁨 조건에서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행복한 가해자 현상(Arsenio et al., 2006; Keller

et al., 2003)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3세 유아는 욕구 만족에 초점을 두어 가해자의 공격 행동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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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화남 조건과 두려움 조건에서 의

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5세 유아는 친구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타인의 행동

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 가해자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반응적

-언어적 공격성을 더 적게 보인다. 3세 유아는 타당한 이유로 가해자 정

서귀인을 하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상대 유아에게 공격성을 표출하지

만, 5세 유아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적

게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남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수

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지지한다.

이렇게 3세 유아는 정서귀인이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5세 유아는

의도귀인이 반응적 및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5세 유아

의 경우 인지적 발달로 인해(Gasser, Malti, & Gutzwiller-Helfenfinger,

2012),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성을 인식하는 것이 반응적 공격성 표출

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두려

움 조건에서 피해자 정서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

을 준다. 특히 두려움 조건에서 유아는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을 구

분하여 함께 고려함을 보여준다. 화남 조건에서는 인지요인이, 두려움 조

건에서는 정서요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상대 유아가 화를 낼

때와 두려워할 때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는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경

우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유아는 상대 유아가 한 행동

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교사나 또래에게 혼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유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상대의 행동을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판단하고, 높은 주도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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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공격성을 보인다.

3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워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5세 유아의 경

우 상대 유아가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5세 유아가 주도적 공격성과 관

련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대 유아가 보이는 슬픔을 기쁨, 화남,

두려움과는 다르게 인식함을 보여준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상대가 슬퍼하는 경우 유아는 상대의 슬픔에 공감하여(Schultz,

Ambike, Logie, Bohner, Stapleton, VanderWalde et al., 2010), 기쁨, 화남

및 두려움 조건에서와 다르게 주도적 공격성에 인지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 유아가 보이는 슬픔은 유아의 수치심을 자극하고(Roos,

Salmivalli, & Hodges, 2011), 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슬픔 조건에서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5세 유아의 경우,

3세 유아와 다르게 의도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5세 유아는

타인의 행동 의도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정현심·이순형, 2005), 공격 행동

과 관련한 의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도조망과 같은 추론능력을 함께 측정하여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려움 조건에서 의도귀인

과 함께 피해자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유아

는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유아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자신의

손실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하므로(Arsenio & Kramer, 1992),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두려움 조건에서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지지한다.

5세 유아의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정서귀인과 의도귀

인의 영향을 받고,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5세 유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서의 원인을 타당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주도적-언

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 3세 유아는 타당한 이유로 가해자 정서귀



- 102 -

인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해 공격성을 표출하지만, 5세 유아

는 도덕적 기준에 부적합한 행동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여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을 적게 보인다. 또한 주도적-언어적 공격성도 의도귀인과 같은 인

지요인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김영은, 2012; Kempes et al., 2006; Nas

et al., 2005; Orobio de Castro et al., 2002, 2005; Schippell et al., 2003;

Schwartz et al., 1998)에서는 친사회적 의도와 다른 적대적 의도에 귀인

하는 것이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

에서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동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 지

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의도귀인과 주도적-언어적 공격성

의 관련성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의도성 여부와

적대적으로 판단하는지, 친사회적으로 판단하는 지를 함께 측정하여 주도

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세 유아의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

의 영향을 받는다. 3세 유아는 가해자의 개인적 획득에 초점을 두기 때문

에(Arsenio & Fleiss, 1996), 공격 행동을 한 가해자가 기분이 좋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공격 행동으로 물건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 행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3세 유아와 5세 유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다르다.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과 관계없이 반응

적 공격성에 의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 공격

성은 5세 유아의 경우 피해자 정서귀인과 의도귀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

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는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가해

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5세 유아는 화남 조건에서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에 의도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3세와 5세 유아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3세

유아의 경우 두려움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나, 5세 유아의 경우 기쁨, 화남 조건에서 의도귀인이, 두려움 조건에

서 의도귀인과 피해자 정서귀인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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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같은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서도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

인이 다르다. 두려움 조건에서 3세 유아는 가해자 정서귀인이, 5세 유아는

의도귀인과 피해자 정서귀인이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는 두려

움 조건에서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에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고, 5

세 유아는 기쁨 조건에서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가해자 정서귀인과 의

도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3세 유아의 경우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주도

적-관계적 공격성은 두려움 조건에서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3세 유아는 정서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Lemerise와

Arsenio(2000)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와는 다르게 5세 유아의 경

우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은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은 기쁨

조건에서 의도귀인과 가해자 정서귀인의 영향을 받았다. 5세 유아에게 나

타난 이러한 양상은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인지요인과 정서

요인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한 Lemerise와 Arsenio(2000)

의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지지한다. 즉, 5세 유아의 지식구조는 인지

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단서와

함께 정서 단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Izard et al.,

2002).

또한 연령에 따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반응

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3세 유아의 경우 기쁨 조건에서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에, 5세 유아의 경우 화남과 두려움 조건에서 반응적-언어적 공격

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3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상대 유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공격 행동을 즐기는 것으

로 지각하여,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적 상해와 같은 반응적-신체적 공

격성을 보인다. 5세 유아는 상대 유아의 화남 조건이 유아의 대응에 영향

을 미쳐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보인다.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워

할 때 이를 부적응적 정서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 유아에 대한 자신

의 방어적인 목적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응적-언어적 공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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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연령에 따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주도적 공

격성에 영향을 준다. 3세 유아의 경우 두려움 조건에서 주도적-관계적 공

격성에, 5세 유아의 경우 기쁨과 화남 조건에서 주도적-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3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두려

워할 때 위험에서 도망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Ellsworth &

Smith, 1988),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상대 유아에게서 빼앗으려고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한다. 5세 유아는 상대 유아가 기뻐할 때 상대 유아가 자신

의 물건을 빼앗은 후 그 행동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 언어적 공격성을 보인다. 5세 유아는 상대 유아

가 화를 낼 때 방해물을 제거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여, 상대

유아의 행동을 저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 주도적-언

어적 공격성을 보인다.

이렇게 5세 유아의 경우 화남 조건에서 반응적-언어적 공격성과 주도

적-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남을 통제

하는 능력이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Orobio de Castro et al.,

2005), 5세 유아의 경우 화남이 행동적 문제의 판단과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은 연령과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라 다르다. 또한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은 유아가 상황을

파악하여 공격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

의 공격성에 미치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영향은 어떠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유아의 연령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다

르다.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은 부분적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

석 단계에서 인지요인 및 정서요인과 관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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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5세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신분

석이론의 관점에서 Berkowitz(1990)가 제시한 좌절-공격성 가설에 기초해

반응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주도적 공격성에도 정서귀인의 영향력을 확인

해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서 정서귀인의 영향

력을 입증했다. 정서귀인은 Lemerise와 Arsenio(2000)의 수정된 사회정보

처리모델의 해석 과정에서 유아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

서요인으로, 3세와 5세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도귀인은 Dodge와 동료들(1990)이 제시한 사

회정보처리과정 중 단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5세 유아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렇듯 5세 유아의 경우 공

격성에 사회 인지와 정서의 과정이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정서요인만이 영향을 미쳐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

(Lemerise & Arsenio, 2000)의 가정을 부분적으로 검증하여, 유아를 대상

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구분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수정

된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적용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학

습이론에서 제시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찰 혹은 직접적 경험과 같은 유

아의 학습에 의한 사회적 경험의 정보량의 차이로 인해, 3세와 5세 유아

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반응적 공격성의 습득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을 설문지로 평가했던 것과

는 달리, 공격성의 기능 측면에서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교사가 평정하

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으로 과제를 제시

하여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과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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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에게 유아의 발달수준과 생활경험에 적합한 이야기

과제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 유아가 보이는 정서를 인식하

는 맥락에서 공격성이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상적 놀이 상

황에서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을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은 유아가 실제 상황에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보이는 공격 행동을 지도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지닌다는 의의가 있다. 어린이집에

서 이루어진 공격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식은 공격성의 기저에 있는

공격 행동의 동기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의 형태

에 기초하여 신체적 공격성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그러

나 유아가 보이는 공격성의 동기에 따라 자기방어적 이유에서 신체적 공

격 행동을 보인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이유에서

신체적 공격 행동을 보인 것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제 공격 행동이 아닌 공격성에 대한 판

단을 알아보았다. 가상적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을 직접 물어보는 면

접법을 이용해 유아의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이처럼 가상적 놀이 상황에

서의 공격성은 실제 상황에서 유아의 공격성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상대 유아가 과제 내 상대 유아라는 점에서 실제 상

호작용하는 또래에 대한 유아의 공격성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유아의 공격 행동을 측정하여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별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의 설명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과제 내 상대 유아의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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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본 정서 조건에서 유아의 공격성을 분석했다. 즉, 정서 단서가 주

어진 상황에서의 공격성을 확인한 것으로, 정서 단서가 주어지지 않은 일

반 상황에서의 공격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

단서가 주어지지 않은 중립 정서 조건을 추가한 과제를 구성하여 상대 유

아의 정서 조건별 놀이 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의 표준편차 값이 크게 나

타나 연구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공격성을 보

이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낮은 유아와 높은 유

아로 구분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귀인에 초점을 두어 의도귀인과 정

서귀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외 다른 개인적

특성이나 어머니의 양육방식 등 사회화 요인도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이에 대해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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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이야기 과제 (여아용)

1. 반응적 공격성

구분 놀이 상황

기쁨

1-1
퍼즐

놀이

영희가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퍼즐

판을 건드려서, 퍼즐이 다 쏟아졌어요. 순이는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2-1
물감

놀이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순이는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슬픔

1-2
퍼즐

놀이

영희가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퍼즐

판을 건드려서, 퍼즐이 다 쏟아졌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어요.

2-2
물감

놀이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어요.

화남

1-3
퍼즐

놀이

영희가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퍼즐

판을 건드려서, 퍼즐이 다 쏟아졌어요. 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어요.

2-3
물감

놀이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어요.

두려움

1-4
퍼즐

놀이

영희가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퍼즐

판을 건드려서, 퍼즐이 다 쏟아졌어요. 순이는 두려워했

어요.

2-4
물감

놀이

영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물통을 쳐서, 물을 엎질러서 영희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순이는 두려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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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적 공격성

구분 놀이 상황

기쁨

3-1
공

놀이

영희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굴러간 공

을 순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영희는 공놀이를 할 수 없

었어요. 순이는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4-1
블록

놀이

영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삼

각형 블록을 블록통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희는 집

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슬픔

3-2
공

놀이

영희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굴러간 공

을 순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영희는 공놀이를 할 수 없

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어요.

4-2
블록

놀이

영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삼

각형 블록을 블록통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희는 집

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어

요.

화남

3-3
공

놀이

영희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굴러간 공

을 순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영희는 공놀이를 할 수 없

었어요. 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어요.

4-3
블록

놀이

영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삼

각형 블록을 블록통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희는 집

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어요.

두려움

3-4
공

놀이

영희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굴러간 공

을 순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영희는 공놀이를 할 수 없

었어요. 순이는 두려워했어요.

4-4
블록

놀이

영희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순이가 삼

각형 블록을 블록통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희는 집

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두려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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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그림 (여아용)

1. 반응적 공격성: 물감놀이

기쁨 조건

슬픔 조건

화남 조건

두려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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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적 공격성: 공놀이

기쁨 조건

슬픔 조건

화남 조건

두려움 조건



- 127 -

ABSTRACT

The effects of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 on preschoolers’

re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 aggression

in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Jung, Hyun Sim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aggression(reactive aggression, pro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2) to investigate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victim,

perpetrator)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3)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victim, perpetrator) have effects on

their aggression(reactive aggression, pro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The subjects were 68 3-year-old children and 70 5-year-old

children recruited from three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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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Each child was individually interviewed with picture

cards. Collected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in SPSS with methods

of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repeated

measures ANOVA,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3-year-old children showed more reactive aggression and

reactive-physical aggression than 5-year-old children. And significantly

more reactive-verbal aggression was shown when counterpart child

was in happy condition than in fear condition.

2. 3-year-old children showed more pro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physical aggression than 5-year-old children. They showed

more proactive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was in happy

condition than in fear condition. And significantly more proactive

aggression was shown in happy, angry or fear condition than in sad

condition.

3. There was more intention attribution when counterpart child was

in happy or angry condition than in sad or fear condition.

4. 5-year-old children showed more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reasonably than 3-year-old children.

5.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 partially affected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sadness, anger or

fear. Children’s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

physic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happiness.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lso affected reactive-verb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anger. 3-year-old children’s perp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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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physic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happiness. 5-year-o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 aggression regardless of counterpart child’s

emotional condition. Especially in happy condition, intention attribution

and victim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 aggression. 5-year-o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verb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fear. In angry condition, intention attribution

and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reactive-verbal aggression.

6.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 partially affected

children’s pro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anger. Children’s

victim and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fear.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fear. 3-year-old children’s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fear. 5-year-o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happiness, anger or fear. Especially in fear condition, intention

attribution and victim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 aggression.

5-year-old children’s inten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verbal

aggression when counterpart child showed anger. In happy condition,

intention attribution and perpetrator emotion attribution affected

proactive-verbal aggres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 aggression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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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tention attribution and emotion attribution had various effects on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Thus,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and proactive aggression

were partially affected by cognitive factor and emotional factor at the

interpretation step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Key words: intention attribution, emotion attribution,

reactive aggression, proactive aggression,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Student Number: 2004-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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