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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기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5세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 간 어떤 관련성을 보이

는 지 확인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소재의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 16곳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모 중 연구자료 수집에 모두

동의한 부모 121쌍과 교사 26명을 포함한 총 26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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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교사대상의 질문지로,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의 질문지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과 AMOS 25.0 프로그

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가 인지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

트레스를 보였다. 반면,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평균점

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반응 차이는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인 과소평가

반응에서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

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과는 정적 상관

을 보였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셋째, 유아의 기질, 부모의 학력, 가정소득을 통제했을 때,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반면, 비지지적 반응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비지지적 반

응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지지적 반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반면에 비지지적 반응

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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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비지지적 반응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는 지

지적 반응만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

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중요함을 규명하였으며 아

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학 번 : 2018-2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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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맞벌이부부의 증가 및 무상보육의 확대 실시로 인해 유아들의 기관 이

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기관 적응을 위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주목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기 위

해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즉 적절한 사회적 기술

이 필요하다(Demir et al., 2012). 건강한 또래관계, 사회적 관계를 위해

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 중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여 또래 및 교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유연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

술이다.

정서조절능력이란 감정의 통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황

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Morris et al., 2011). 이는 생애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는데, 만 3세부터 급격하게 발달하여 만 4, 5세경에 안정화된

다고 보고된다(Cole, Dennis, Smith-Simon, & Cohen, 2009; Kopp,

1982).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

하여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 표출이 드물지만,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사회적 지식과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이 원만하지 못하다(최혜진,

곽효민, 2017).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Bodrova & Leong, 2008; Cole, Martin, & Deni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기에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개인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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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유아가 처음 경험하는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비롯되므로(Salovey & Mayer, 1990), 주로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훈육방식에 주목해왔다(김보들맘, 신혜영, 2011; 송은교, 정정

희, 정효진, 2018; 박지숙, 박성연, 2008). 하지만 양육자들은 유아기 자녀

를 양육하면서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

다(박진아, 2011; 전미순, 이영애, 2009). 유아기의 발달특성상 보호를 필

요로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는 점점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외형적으로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

전통적인 모습을 지니는 현대사회의 어머니들은 다양한 역할 수행과 부

담으로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강옥순, 전예화 2008; 김기

현, 조복희, 2000).

양육스트레스란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및 어

려움, 짜증, 성가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Deater-Deckard, 1998). 개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

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Hakvoort et al.,

201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행동(김미

숙, 문혁준, 2005; 안지영, 박성연, 2002; 전귀연, 김수경, 2005)에 영향을

주며, 부모 개인의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뿐 아니라 부모-자녀

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과 관련 있으며, 양육태

도 및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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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Silver et al., 2006; Zhang, Cubbin, & Ci, 2019)과 부모의 양육스트

레스가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

현미, 도현심, 2004; Crnic & Greenberg, 1990)를 고려해보면, 양육스트

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임

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과업이자 역할로서 강

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육

아휴직제도의 확대 등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서 아버지를 포함

한 부모공동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

여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자녀 양육과정

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나 사회적 기대는 증가하였다

(Fan & Chen, 2001; Flouri & Buchanan, 2004; Shears & Robinson,

2005). 하지만 실제 자녀양육에 그런 의식과 역할을 반영되지 못한 현실

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했으며(김낙홍, 2011; 김혜영 외, 2008;

박종서, 2013; 현정환, 2018), 현대사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

였다(옥경희, 천희영, 2012; 이정순,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진성, 2012; 조안나, 2012; 한준아, 조윤

주, 김지현, 2014).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과 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은 어머니 양육의 지원체계로서 어머니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

육 변수를 조사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문예은, 도현심, 2018; 박잎새, 남

은영, 2015; 유지현, 이경님, 2017; 최미숙, 송순옥, 2014)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심리적 상태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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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므로(김다래, 2016; Belsky, 1984), 아버지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

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는 일

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

트레스는 비슷한 양상과 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Deater-Deckard &

Scarr, 1996),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선행연구(기쁘다, 2019)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심리적 변인으로서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

지의 양육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부간 양

육 및 가사분담 실태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과 ‘평소에 분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

는 응답에서 부부의 응답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양상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

향 또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스트

레스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정서사회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내

면 상태인 반면에 자녀가 정서를 표현했을 때 보이는 부모의 반응양상은

정서표현행동으로서 유아의 정서사회화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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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보면 양육자에 의한 조절에서 내적인 자신의 정서

조절로의 패턴이 나타났으며(Sroufe, 1996), 이는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대해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

응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권연희, 이종희, 2005; Gottman,

Katz, & Hooven, 1997)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Hartzell & Siegel(2004)에

따르면,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 등과 같은 부정

적 정서를 표현할 때에 부모는 이에 더욱 다양한 정서적 반응양상을 보

이며,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아에게 긍정적인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의 조절이 더 중요한 조절 대상이므로 특히 자녀

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은 자녀에게 모델

링을 통한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Eisenberg, 199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수용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부모가 유아의 감정표

현을 격려하는 등의 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일수록 또래수용

도는 높게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9). 또한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

을 보일수록 유아는 높은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보이며,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이종희, 2005;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부모의 반응은 자녀에게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를 직

접적으로 보여주고,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서조절기술을 학습할 기

회를 제공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반응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어

머니에 비해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짧지만, 정서반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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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보다 더 집중적인 것으로 밝혀졌다(Parke & Mcdowell, 1998).

또한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다른 양상으로 정서적 반응과 정서사

회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사회화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연구(Geiger, 1996; Pruett, 2000)를 고려했을 때,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육스

트레스는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 거부,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안지

영, 2010; 이종인, 이주리, 2008).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에게 더욱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McCubbin, Patterson, 1983)를 고려해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부모의 심리적인 측면인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박진성, 2012; Kiernan &

Huerta, 2008; Yap, Allen, & Ladouceur, 2008)은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양

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발달궤적은 차이가 있었으며(기

쁘다, 2019), 부부 간 양육 및 가사분담 실태조사(통계청, 2016)에서 아버

지, 어머니의 응답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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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구분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므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

계를 매개하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가 모델링을 통

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안지영, 2010; 이주리,

이종인, 200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 세 변수의 구조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 발달 간의 관계에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보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를 각각 규명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매개효과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봄으

로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에 대한 기초자료와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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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 정서조절능력의 개념과 발달

정서조절능력이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

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정서 상태로 조절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Cole, Martin, & Dennis, 2004; Saarni, 1999; Salovey &

Mayer, 1990).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고 이해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Raver, Blackburn, & Bancroft, 1999),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orbach & Foster, 2003). 뿐만 아니

라 또래 인기도(Eisenberg, 1990; Salovey & Mayer, 1990)와 또래 유능

성(Dodge, 1991; Fabes & Eisenberg, 1992)이 뛰어나며 사회적 기술 또

한 뛰어나다고 알려진 바 있다(Blair,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Eisenberg et al., 2001).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보육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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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업성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enham et al., 2003; Miller et al., 2006; Ursache, Blair, & Raver,

2012). 한편, 유아기의 낮은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과

관련성이 있으며(Goodman, Brogan, Lynch, & Feilding, 1993; Schwartz

& proctor, 2000), 외재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Eisenberg et al., 2001), 성

인기 이후 정신병리적 문제(Berking & Wupperman, 2012; Compas et

al., 2017)까지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역동을 통해 발달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며, 양육자의

관심과 양육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울음이나 짜증으로 표현한다. 이후 성

장함에 따라 인지능력의 발달과 정서 및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능력이 발

달하여 유아는 양육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특히 유아

기는 내재적, 자율적인 통제로 전이되는 과도기로서 정서조절능력의 급

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Frick, Morris, & 2004).

구체적으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살펴보면 생후 2개월부터 분화되기

시작한 정서조절능력은 만 1세가 되면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자극에 접

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안라리, 2005). 만 2세가 되면 부모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적인 가치에 인식하기 시작하며(Kochanska,

Coy, & Murray, 2001), 언어의 발달과 함께 기초적인 자기 조절의 모습

을 보이기 시작한다(Kuczynski & Kochanska, 1995). 또한 상황의 변화

를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Karreman, Tuijl, Aken, & Dekovic, 2006). 이후 3세부터 5세까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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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정서조절능력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Denham,

1998), 이 시기의 유아는 인지적 성장과 더불어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

는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확장된다(Scharfe, 2000; Thompson, 1994). 또

한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 및 타인의 상황과 정서에 대한 인과 관계적

추론이 가능해진다(Russell, 1990). 한편, 학령기로의 전이를 앞둔 5세는

정서사회화의 결과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양상

을 보이며, 보다 고차원적인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기반이 되는 시기이다

(Denham,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5세 유아로 한정하여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서사회화 모델

정서사회화 모델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

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그림 Ⅱ-1>과 같다. 정서 관련 능력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므로(Eisenberg & Fabes,

1992; Saarni, 1990) 정서사회화 모델에 대한 이해는 정서조절능력 발달

에 있어서 많은 함의를 지닌다.

정서사회화 모델에서는 아동의 특성(기질, 성별, 연령), 부모의 특성(성

별, 부모의 심리적 상태, 양육철학), 문화적 특성(사회적 가치), 맥락(아동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정도) 등이 유아의 정서표현을 포함한 정서사회화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모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자

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사회적 상황

안에서 아동의 각성수준(예, 불안, 공포, 분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거나아동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서사회화의 결과로서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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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서를 경험 및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상황에 알맞

게 조절한다. 또한 이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사회화의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하

여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등의 다양한 요인들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Ⅱ-1> 정서사회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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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조절능력 관련 요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위의 정서

사회화 모델을 바탕으로 크게 아동 요인과 부모의 특성과 정서관련 양육

행동을 포함한 부모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아동 요인으로는 유아의 성별과 기질이 있다. 성별에 따른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게 보고되었다. 여아의 정서조

절능력이 남아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도 있지만(Eisenberg,

Fabes, Bernzweg, Karbon, Poulin, & Harish, 1993; Linsey & Colwell,

2003; Matthews, Ponitz, & Morrison, 2009;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1993),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Elias & Berk, 2002; Stallard, 1993). 이는 연구자에 따라 정서조

절능력을 자기조절능력과 구분하여 측정하기도 하고 또 정서조절능력을

자기조절능력에 포함시켜 측정한 결과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Garner(1995)에 따르면 유아는 또래 및 교사와 같이 타인과 함께하는 사

회적 상황에서 보다 더 정서조절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정서

조절을 측정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자기조절과는 구분된 정서조절의 개념으로 또래 혹은 교사와

함께하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기질은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으로, 정서, 운동, 반

응성, 자기조절, 주의집중 등 생물학, 생리학적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설

명한다(Rothbart & Bates, 2006). 실제로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정서조절능력의 주

요한 영향요인으로 기질을 밝히고 있다(Eisenberg, Liew, & Pidada,

2001; Thomas et al.,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 기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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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강한 유아들은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부정적 정

서 기질 성향이 강한 유아들은 충동적이며 적대적인 반응을 더 자주, 강

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연희, 2014; Eisenberg et al., 2001),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Santucci et al., 2008;

Thomas et al., 2017).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질의 여러 하위요인 중 부

정적인 반응성이나 부정적 정서의 기질을 강하게 나타내는 유아일수록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이는 것(Yagmurlu & Altan, 2010)으로 밝혀졌으

며, 높은 활동성의 기질 성향이 강한 유아 역시 부정적인 정서조절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김영희, 2011).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

해보면, 유아의 성별과 기질은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며,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변인들이므

로, 위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 요인으로는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포함한 정서적 환경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정서발달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적인 관련을 보이며, 어머

니의 행복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Kiernan & Huerta, 2008; Yap, Allen, &

Ladouceur,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능력의 부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박진성, 2012), 이는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

는 높은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명희, 이경민, 2015; 김현미, 도현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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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영, 이숙, 1998)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인 양육스트레스와 더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이 있다. 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모델링하며 학습

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부모에 의한 정서사회화는 중요하다

(Meyer et al., 2014). 아동의 사회 정서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모양육 행동과의 관계보다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밝힌 바 있다(권

연희, 이종희, 2005; Gottman, Katz, & Hooven, 1997). 즉 아동은 어머니

의 행동을 모델링하며 정서조절능력을 발달하므로(Denham, 1998), 아동

의 정서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유아에게 보다 직접적인 정서학습의 환

경을 만들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관련 양

육행동 중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의 반응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반응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서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타인의 정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

어, 유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고 적절한 정서조절을 촉

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반면

에 부모가 부정적, 강압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정서 반응을

보인 경우, 유아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감정의 표현에 보

다 정서적으로 예민하며 불안정하게 반응하거나, 적절한 정서의 표현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Morris et al., 2007).

정서사회화 모델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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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별과

기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의 영향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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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의 개념과 관련 요인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의 개인적인 성격과 부모가 자녀의 행동 및 발달

에 대해 인식하는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Crnic & Booth, 1991).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정서적 특성, 가족의 기능을 보다 잘 예측하는 요인이다(Crnic &

Greenberg, 1990; Crinic & Low, 2002).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

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Hakvoort et al., 2012). Abidin(1992)은

부모영역 스트레스, 아동영역 스트레스, 생활영역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 모델을 구성하고, 부모의 역할수행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양육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

대사회에서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으로, 양육부담이 더 가중되고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특히, 자녀

가 영유아기일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의 역할, 환경에 대한 변화 등의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므로 양육스트

레스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송연숙, 김영주, 2008).

2)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부모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특

성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역할과 관련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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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지식, 그리고 기질적인 성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Abidin, 1992).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부모 개인의 측면, 자녀의 측면, 부모 환경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부모 개인의 측면에서는 교육수준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손수민, 2010)와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김기현, 조복희, 2000)로 일관

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개인 특성과 아동의 특성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양육스트레

스와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다시 아동의 행동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박명숙, 2002).

자녀의 기질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

질의 자녀는 불안,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쉽게 기분이 불쾌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성이 낮은 유아는 화를 잘 내고, 달래기가 힘든 문제성을 보

이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지나친 에너지로 양육자를 신체적으로 쉽게

지치게 만든다(Abidin, 1992). 이처럼 까다롭거나 극단적인 기질의 유아

는 문제행동과 정서적 장애를 많이 일으키게 되어 사회 적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유아가 쉽게 화를 내며 기분이 나빠지고 끊임없이 움직이

는 특성을 가질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며,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남아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정문자, 1997).

또한 부모를 둘러싼 환경적 측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인 여

건,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기반, 취업 여부 등이 있다. 특히 경제적 궁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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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밝힌 선행연구(임현주, 2013;

임순화, 박선희, 2010)와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들 중 자녀양육에 관련하

여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어머니가 우울 경향이 높으

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고 안정적일수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대화,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느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호간에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어머니의 특성, 유아의 특성, 주변 환경과 사건들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부모의 자존감, 유능성과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유아의 정서 및 행동발달뿐만 아

니라 부모-자녀의 관계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당한 양육행동

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권위주의적 통제, 과도한 훈육, 낮은 기대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미숙, 문혁준,

2005).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더 나아가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ilver et al., 2006; Zhang,

Cubbin, & Ci, 2016)를 고려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에 대한 반응 또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 부모의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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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소득을 통제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개념

부모가 유아의 정서에 보이는 반응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arth & Parke, 1993). 이와 관련하여 몇몇 선

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정서 사회화에 대해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방법과

같은 실제보다는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반응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권연희, 이종희, 2005; Gottman, Katz, & Hooven, 1997).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기쁨,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Dunn & Brown, 1994). 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개념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을 각각 3가지의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지지적인 반응은 정서표현에 대한 격려,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으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인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 반응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이 자

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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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Garner, Jones, & Miner, 1994).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지적이며 문제해결중심적인 부모의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공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발달시키며(Denham, 1993; Hardy,

Power, & Jaedicke, 1993; Laird, Pettit, Mize, Brown, & Lindsey, 1994),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난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들은 부모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적게 나타났다(Gottman,

Katz, & Hooven, 1997). 뿐만 아니라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이 좀 더

조절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한다고 밝혀졌다(Fabes, Eisenberg,

& Eisenbud, 1993).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

응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관계에 있어서 인기가 많았으며 교사나 부모로부터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평가받았고(petti, Dodge, & Brown, 1998), 공격적

인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Cohn, 1990).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

의 부정적인 정서성을 심화시키고, 불안을 증가시켰다(Buck, 1984). 즉

부모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이고 최소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나쁘게 인식하고, 이를 억압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유아의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쌓여 강하게 표출되거

나 공격성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아동은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

능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문제 행동은 더 많이 나타났다(Denham &

Grout, 1993; Eisenberg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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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관련 요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개인적 특성 혹은 부모의 특성을 바탕으

로 나누어 분석되어왔다. 먼저 자녀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기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남아가

슬픔,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경우에 부모는 이를 보다 더

통제하고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남아가 표현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여아

에 비해 보다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Birnbaum & Croll, 1984). 그러나

이지선, 정옥분(2011)에서 부모는 여아에게는 보다 수용적, 허용적인 태

도를 보이지만, 남아에게는 통제적이거나 처벌적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정도도 다르다고 밝혀지기도 하였으나

(Manlove & Vernon-Feagans, 2002; Moon & Hoffman, 2008), 부모 반

응의 차이는 없다고 밝혀지기도 하였으므로(이혜련, 최보가, 2002; 한유

미, 손경화, 2004) 이에 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기질에 따른 부모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

각하는 자녀의 기질이 산만한 경우 어머니는 최소화 반응, 처벌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 Fabes, 1992).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기질에 따라 자녀에게 보이

는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적응성, 반응성, 규칙성 등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등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에 자녀의 반응성이나 규칙성 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유미, 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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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04).

다음으로 부모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 소득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영, 최인숙, 이강이, 2007; 한유미, 손

경화, 2004).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로는 우울감, 무력감, 일상적 스트레스

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시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처벌적, 최소화 반응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주, 200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

모의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 부모, 자녀의 개인적 특성 또한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부모의 반응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반응과 유아의 성별 및 기질적 특성 변인, 부모

의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이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반응이

매개하는지 유아의 기질,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포괄

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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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

유아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자

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상황에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은 더욱

가치를 지닌다. 이는 보육 및 교육기관의 적응 및 또래관계, 사회적 기술

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문제행동, 공격성 등

다양한 발달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이 시기의 정서조절능

력은 발달적 함의를 가진다.

양육스트레스는 개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부모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

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양육

태도, 양육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

가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부모

의 심리적인 특성인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

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현대사회의 사회인식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대적, 사회

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자녀 양육과정에서 아버지

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Flouri & Buchanan,

2004; Shears & Robinson, 2005). 이와 같이 자녀양육의 책임이 어머니

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 공동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살펴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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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심리적 상태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다래, 2016; Belsky, 1984)에 따라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

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뿐만 아니

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부모의 정서반응을 모델

링 및 학습하며, 이를 통해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상황

에 따라 조절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발달시킨다. 즉 원만한 부모-자녀관

계와 상호작용은 개인의 정서 기술을 발달시킨다(Salovey & Mayer,

1990). 따라서 정서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며, 상황에 따른 정보를 보다 잘 해석

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인 다수의 선행연구(Fabes,

Eisenberg, & Eisenbud, 1993; Garner, Jones, & Miner, 1994; Gottman,

Katz, & Hooven, 1997)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므로(Eisenberg et al., 2003),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elsky, 1984; Crnic & Greenberg, 1990). 특히,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많이 내는 양상

(McCubbin, Patterson, 1983)을 보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벌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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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최소화하는 반응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주, 2006).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양

육스트레스 수준의 정도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역시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즉,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사회 정서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권연희,

이종희, 2005; Gottman, Katz, & Hooven, 1997),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

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

달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매개효과

를 살펴봄으로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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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

으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조작적

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모형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반응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아보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부모 간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반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아버지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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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의 양상은

어떠한가?

1-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1-2.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부

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

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3-2.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

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4-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4-2.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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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모형은 <그림 Ⅲ-1>과 같

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

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2가지 하위영역(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4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모형은 <그림 Ⅲ-2>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머니,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2가지 하위영역(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중매개모델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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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아버지 가설 모형

<그림 Ⅲ-2> 어머니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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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란 유아가 보육기관 및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또래 혹은 교사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응적,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조작

적 정의한다. 1)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의 두 가지 하위요인에 근거하여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구분하고자 한다. 적응적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정

서 반응을 의미한다. 한편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분노를 유발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의 표현과 강도를 적절

하게 조율할 수 없는 개인의 역기능적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

1) 이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교사의 응답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교
사가 인지하고 있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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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아버지,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포함

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며 Abidin(1992)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바탕으로 ‘부모역할 수행 관련 스트레스’, ‘자녀

와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로 구분한다.

‘부모역할 수행 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것

으로 우울, 사회적 역할의 제한 등으로부터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는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

모와 자녀의 요구 불일치로 야기된 스트레스이다. ‘자녀 특성 관련 스트

레스’는 자녀의 기질 및 행동특성으로 인해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자녀가 느끼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

니가 보이는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지지적 반응’은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를 인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수록 격려하는 ‘표현격려반응’, 유아의 정서가 좋아지도록 돕는 ‘정

서중심반응’, 유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문제중심반응’을 말한다.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를 등한시하는

‘과소평가반응’, 유아의 정서반응에 대해 벌을 주는 ‘처벌적 반응’ 부모의

스트레스나 불안수준을 투영하고 반응하는 ‘스트레스반응’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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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

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의 선

정,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의 구성과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

으로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

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부모

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정서조절능력은 만 5

세경이 되어야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서조절능력이 안정화된

다는 선행연구(Denham, 1998)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관에

재원 중인 5세 유아들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연구 승인

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절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910/001-015).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소재의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16곳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모 중 부모가 각각 연구자

료 수집에 동의한 158쌍과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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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둘 중 한분만 응답을

한 질문지 23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14부를 제외하여 유아 121명

의 자료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각 121명, 교사 26명을 포함한 총 268

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 121명의 성별은 남아 59명(48.8%), 여아 62명(51.2%)이

었고, 평균 월령은 76개월(범위 : 61~84개월)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

은 40세(범위 : 28~55세)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세(범위 : 27세~48

세)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응답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한 유아, 아버

지, 어머니, 가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Ⅳ-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유아 중 ‘외동인 유아’는 39명(32.2%), ‘형제, 자매가 있는 유

아’의 경우가 82명(67.8%)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유아인 경

우가 39명(3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둘째’ 38명(31.4%),

‘셋째 이상’ 5명(4.1%)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기관에 재원 중인 기간은

‘3년 이상’이 86명(71.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년 이상 3년 미

만’이 30명(24.8%), ‘2년 미만’이 5명(4.18%)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및 유

치원 재원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56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전문대 졸업’ 45명(37.2%),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명

(16.5%), ‘대학원 재학 이상’ 8명(6.6%)으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 3년제 전문대 졸업’ 58명(4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1명(33.9%),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명(18.2%)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군은 ‘전문기술직’이 36명(29.8%), ‘사무관리직’이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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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자영업’이 32명(26.4%), ‘기타’ 18명(14.8%)의 순서로 높은 비중

을 차지했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7명(4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무관리직’ 20명(16.5%), ‘기타’ 17명(13.8%),

‘자영업’ 14명(11.6%)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600만원 이상’이 37명(71.21%)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500

만원 미만’이 각각 25명(20.7%)로 같게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명(19.8%), ‘300만원 미만’ 10명(8.3%)의 순서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수준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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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빈도(%)

유아

형제, 자매
외동 39(32.2)

형제, 자매 82(67.8)

출생 순위

첫째 39(32.2)

둘째 38(31.4)

셋째 이상 5(4.1)

기관이용기간

2년 미만 5(4.1)

2년 이상 3년 미만 30(24.8)

3년 이상 86(71.1)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20(16.5)

2, 3년제 전문대 졸업 45(37.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56(46.3)

직업

전문기술직 36(29.8)

사무관리직 35(28.9)

자영업 32(26.4)

기타 18(14.8)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22(18.2)

2, 3년제 전문대 졸업 58(47.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41(33.9)

직업

전문기술직 13(10.7)

사무관리직 20(16.5)

자영업 14(11.6)

전업주부 57(47.1)

기타 17(13.8)

부모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0(8.3)

300-400만원 미만 24(19.8)

400-500만원 미만 25(20.7)

500-600만원 미만 25(20.7)

600만원 이상 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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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질문지 도구의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 (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여은진, 이경옥 (2009)이 유

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유아용 정서조절능력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보육기관 및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조절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응적 정서조절 11개 문항,

부적응적 정서조절 13문항의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응

적 정서조절의 예시문항으로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다른 활동으로 옮

겨갈 때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전환한다.”, “정서

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한다.” 등이 있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예시문항으로는 “다른 사

람이 아파하고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

을 보고 즐거워한다.”, “어른들이 안 돼 라고 말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화

를 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 범위를 가진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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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조절능력의 점수는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정

서조절 영역은 평정 후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보육기관 및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또래 혹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

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응적이고 효과적

으로 조절하고,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

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변수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적응적

정서조절
1,2,3,4,5,6,7,15,16,18,21 11 .80

부적응적

정서조절

8*,9,10*,11,12*,13*,14*,

17*,19*,20*,22*,23*,24*
13 .86

전체 2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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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2)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을 수정 및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이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 본 척도는 총 35문항이

며 하위 요인은 ‘부모의 고통’ 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1문항으로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연구자가 문항을 살펴보고 이를 ‘부모역할 수행 관련 스트레스’, ‘자

녀와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로 수정 및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역할 수행 관련 스트레스’의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종종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아이를 가진 이

후로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의 예시문항으로는 “우리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덜 웃는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아이

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예시문항으로는 “우리 아이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매우 시무룩해하고 쉽게 속상해한다고 느

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점수화하여 1~4점 범위를 가진다. 부

정형 질문은 역코딩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

니가 각각 스스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3>에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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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

해, Fabes, Eisenberg 그리고 Bernzweig(1990)이 제작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CCNES)를 배주희(2011)가 번안 및 수정한 만 4세-12세 자녀를

둔 부모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이때 각 상황에 부모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지적 반응’ 36문항, ‘비지지적 반응’ 36문항이 포

변수 문항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역할 수행

관련 스트레스

1,2,3,4,5,6,7,

8,9,10,11,12
12 .83 .84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

13,14,15,16,17,18,

19,20,21,22,23,34*
12 .89 .88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24,25,26,27,28,

29,30,31,32,33,35*
11 .86 .86

전체 35 .9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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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총 72문항이며, ‘지지적 반응’은 ‘표현격려반응’ 12문항, ‘정서중심반

응’ 12문항, ‘문제중심반응’ 12문항으로, 비지지적 반응은 ‘과소평가반응’

12문항, ‘처벌적반응’ 12문항, ‘스트레스반응’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으로는 ‘표현격려반응’은 “아이에게 자신의 신

경질 나고 화난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아이가 느낀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한다.” 등이 있으며, ‘정서중심반응’은 “아이

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는다.”, “아이를 위

로해주고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등이 있다. ‘문제중심반

응’으로는 “별로 아프지 않게 주사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엄마가 없어도 겁먹지 않고 친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

하도록 돕는다.” 등이 있다. ‘과소평가 반응’은 “아이에게 애기같이 굴지

말라고 말한다.”, “아이에게 지나친 행동이라고 말한다.” 등, ‘처벌적 반

응’은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이의 책임을 묻는

다.”, “친구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꾸짖는다.” 등, ‘스트레스

반응’은 “아이가 부주의한 것에 흥분하여 소리친다.”,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내가 당황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의 범위를 가진다. 이

는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자기보고하는 형식으

로 되어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표현격려반응’, ‘정

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은 ‘지지적 반응’으로, ‘과소평가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반응’은 비지지적 반응으로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

였다. 따라서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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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부모 반응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변수 문항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어머니

지지적

반응

표현격려

반응

5,11,17,20,30,35,

42,43,49,57,66,68
12 .82 .77

정서중심

반응

6,8,16,23,25,31,

38,48,54,58,65,69
12 .84 .82

문제중심

반응

3,10,15,24,26,36,

37,44,52,59,64,67
12 .79 .73

전체 36 .83 .91

비지지적

반응

과소평가

반응

4,9,14,21,27,32,

40,46,51,60,61,72
12 .64 .71

처벌적

반응

1,12,18,19,28,34,

41,47,53,56,63,71
12 .82 .77

스트레스

반응

2,7*,13,22,29,33,

39*,45*,50,55*,62,70
12 .77 .72

전체 36 .7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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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기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기질을 살펴본 선행연구(Blair et al., 2004)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Windle과

Lerner(1986)의 유아기질차원 검사(개정판)를 서주현, 이순형(2010)이 번

안 및 수정한 것으로 적응적 기질 9문항(적응성), 활발한 기질 12문항(활

동성), 규칙적 기질 9문항(규칙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적

응성’은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 “대체로 명랑한 편이다.” 등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활동성’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잠자면서 많이 움직인다.” 등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집중이 낮은 특성을

의미한다. ‘규칙성’은 “매일 밤 거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 “매일

대체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등으로 수면과 식사, 일상습관에서의

규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점수화하여 1~4점 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기질점수는

각 기질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질적 성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5>에 제시

되어 있다.

<표 Ⅳ-5> 유아 기질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변수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적응성 6*,8*,14,15,18,26*,28,29*,30 9 .79

활동성 1*,2*,3,4*,5,7*,9*,10*,11*,17,24*,27* 12 .64

규칙성 12,13,16,19,20,21,22,23,25 9 .79

전체 3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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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 측정하는 연구도구가 타당하고 적합한 지 알아보고, 적절

한 연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

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질문지 응

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보육 및 교육기관 1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3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버지용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17분이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20분이었다. 또한 교사용 질문지에 응답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와 교사가 질문

지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 없이 질문지를 그대로 본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에 재원 중인 5세 학급에 재원 중인 아동 158명

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

가 기관에 1차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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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기관장의 동의를 얻었다. 기관장의 동의가 획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담긴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2차로 방문하여 동

의 획득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교사를 통해 전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질문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

여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한하여 그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부하고, 교사가 서명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질문지를 배부

하였다. 질문지는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약 1~2주에 걸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총 158부이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 중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응답을 한 질문지 23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14부

를 제외한 총 121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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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

석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부정형 진술문에 대해서 역채점을

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

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 및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

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반응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부모 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경로분석을 통해 다중매개모델을 검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

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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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

문제 순서에 따라 연구결과를 기술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

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양상 (연구문제 1)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수

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5세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 평균 점수는 3.82점(SD = .50)이었으며, 이는 척도 상

의 중앙값 3.50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유아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

아의 정서조절능력 평균 점수가 3.90점(SD = .53)으로 남아의 평균점수

3.73점(SD = .4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 = -1.74, n.s.).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

지 않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유아의 성별을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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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과 성별의 차이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양상 및 차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

응의 양상과 부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버지

의 전체 평균점수는 1.77점(SD = .39), 어머니의 전체 평균점수는 1.70점

(SD = .4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다(t = 2.39,

p < .05).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인

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아버지 1.72점(SD

= .53), 어머니 1.66점(SD = .50)으로 아버지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

N M (SD) t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남아 59 3.73 (.45)

-1.74

여아 62 3.90 (.53)

전체 121 3.8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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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 = 3.89, p

< .05). 반면에 부모역할 수행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1.97점(SD =

.52), 어머니 2.05점(SD = .54)으로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아버지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59, n.s.). 부모-

자녀 상호작용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1.43점(SD = .47), 어머니

1.36점(SD = .44)으로 아버지의 평균점수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70, n.s.).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양

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지적 반응의 전체 평균점수는 아버

지 3.63점(SD = .48), 어머니 3.71점(SD = .49)으로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아버지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t = -1.70, n.s.). 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으로 표현

격려반응의 평균점수는 아버지 3.21점(SD = .47), 어머니 3.29점(SD =

.47)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였다(t = -1.19,

n.s.). 정서중심반응의 평균점수는 아버지 3.74점(SD = .53), 어머니 3.75

점(SD = .45)로 비슷한 수준의 평균점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유

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 = -.15, n.s.). 문제중심반응의 평균점수 또한

아버지 3.88점(SD = .53), 어머니 3.91점(SD = .50)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 = -.59, n.s.).

비지지적 반응의 전체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아버지는 2.54점(SD =

.52), 어머니는 2.48점(SD = .63)으로 아버지의 평균점수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t =

.97, n.s). 한편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으로서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과소평가반응은 부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밝혀졌다(t = 2.49, p < .05). 이는 아버지의 평균점수가 3.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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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47),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3.02점(SD = .70)으로 아버지가 자녀

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과소평가하고 별 것 아닌 걸로 여기는 반

응을 어머니보다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녀의 정

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스트레스 감정을 투영하는 스트레스반응의 평균점

수는 아버지 2.12점(SD = .68), 어머니 2.10점(SD = .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30, n.s). 처벌적 반응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 = .86, n.s).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점수는 각각 2.30점(SD =

.66), 2.25점(SD = .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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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양상과 부모 간의 차이

*p < .05

구분

M(SD)
t아버지 어머니

(n=121) (n=121)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역할 1.97(.52) 2.05(.54) -1.59

부모-자녀

상호작용
1.43(.47) 1.36(.44) 1.70

자녀의 특성 1.72(.53) 1.66(.50) 3.89*

전체 1.77(.39) 1.70(.40) 2.39*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지지적

반응

표현격려반응 3.21(.67) 3.29(.63) -1.19

정서중심반응 3.74(.53) 3.75(.45) -.15

문제중심반응 3.88(.53) 3.91(.50) -.59

전체 3.63(.48) 3.71(.49) -1.70

비지지

적 반응

과소평가반응 3.20(.63) 3.02(.70) 2.49*

처벌적반응 2.30(.66) 2.25(.58) .86

스트레스반응 2.12(.68) 2.10(.60) .30

전체 2.54(.52) 2.48(.6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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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Ⅴ-3>과 같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 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r = -.30,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

= -.31, p < .01) 모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

났다. 즉,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

달수준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에서는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r = .34, p

< .0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r = .35, p < .01) 모두 정서조절능력과 유

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에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 데, 아버지의 비지지

적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06,

n.s). 한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1, p < .01).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부모가 표현격려, 정서중심, 문제중심 등의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과소평가, 처벌적, 스트레스반응 등의 비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발달 수준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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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67, p < .01),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

트레스는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r = -.38, p < .01), 어머니의 지지적 반

응(r = -.43,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아버지의 비지지지적

반응(r = .44, p < .01),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r = .36, p < .01)과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도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r = -.33, p < .0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r =

-.51,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r = .30, p

< .01),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r = .46,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비지지적인 반응 정도는 높은 반면, 지지

적인 반응 정도는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 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r = .42,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r = -.20,

p < .05),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r = -.30, p < .01)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사

이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17, n.s)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부적 상

관이 나타났다(r = -.31, p < .01).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아버지의 지지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날수록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 정

도는 높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는 비지지적인 반응 정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나면 어머니가 보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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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 반응 정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비지지적인 반응과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r = .28, p < .01)으로 아

버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이 많아지면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 정도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양육스트레스, 부모 반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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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

양육

스트

레스

2.아버지

양육스트레스
-.30** 1

3.어머니

양육스트레스
-.31** .67** 1

자녀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아

버

지

4.지지적

반응
.34** -.38** -.33** 1

5.비지지

반응
-.06 .44** .30** -.20* 1

어

머

니

6.지지적

반응
.35** -.43** -.51** .42** -.17 1

7.비지지

반응
-.31** .36** .46** -.30** .28**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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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

치는 영향(연구문제 3)

앞선 분석결과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경로분석을 통한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아버지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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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95 (p < .001), TLI = 1.083, CFI = 1.0, RMSEA = 0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표 Ⅴ-4> 아버지 모형의 적합도

***p < .001

아버지 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 =- .38, p < .001), 비지지적 반응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44, p < .001). 즉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은 많아지고,

비지지적인 반응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

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만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 = .27, p < .01)을 미쳤고, 아버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β = .10, n.s.).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24, p <

2) 일반적으로 모형이 복잡할수록 적합도는 증가하는데, χ2값은 낮을수록, TLI와 CFI의
값은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Tucker & Lewis, 1973; Bentler,
1990), RMSEA는 .05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 .05이상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모형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20*** 1.08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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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즉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5> 아버지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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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

석한 결과는 <표 Ⅴ-6 >과 같다.

경로
Estimate

S.E. C.R.
B β

양육스트레스 → 지지적 반응 - .47 - .38 .11 -4.43***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적 반응 .58 .44 .11 5.32***

지지적 반응 → 정서조절능력 .28 .27 .09 3.00**

비지지적 반응 → 정서조절능력 .10 .10 .09 1.09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31 - .24 .1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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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3, p < .01).

즉, 양육스트레스가 1만큼 감소할 때,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지지적 반응의 증가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13만큼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06, n.s).

부트스트래핑 방법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β = -.13, 95% C. I. [

-.26, -.04]). 반면,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에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β = .06, 95% C. I. [ -.04, .17]). 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6> 아버지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p < .01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양육스트레스→지지적반응→정서조절능력 -.13 .05**
-.26 ~

-.04

양육스트레스→비지지적반응→정서조절능력 .06 .05
-.0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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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

치는 영향(연구문제 4)

앞선 분석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경로분석을 통한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Ⅴ-2>과 같다.

<그림Ⅴ-2> 어머니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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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7>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26 였으며(p > .05), TLI = .98, CFI = .99, RMSEA = .04으로 대

체로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나타났다.

<표 Ⅴ-7> 어머니 모형의 적합도

어머니 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 = -.51, p < .001), 비지지적 반응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46, p < .001). 즉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은

많아지고, 비지지적인 반응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부정적

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반면에(β = .24, p < .01), 어머니의 비지

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β = -.19, p < .01).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3, p

< .001).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비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할수록,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1.26 .98 .9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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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어머니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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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

석한 결과는 <표 Ⅴ-9>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4, p < .05).

즉, 양육스트레스가 1만큼 감소할 때,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지지적 반응의 증가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14만큼 증가한

경로
Estimate

S.E. C.R.
B β

양육스트레스 → 지지적 반응 -.62 -.51 .10 -6.51***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적 반응 .71 .46 .13 5.61***

지지적 반응 → 정서조절능력 .25 .24 .10 2.51*

비지지적 반응 → 정서조절능력 -.15 - .19 .07 -2.04*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41 - .33 .1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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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0, p < .05). 즉, 양육스트레스가 1만큼 증가할 때,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의 증가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10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트스트래핑 방법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

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95% 신

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β =

-.14, 95% C. I. [ .29, -.01]).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매개효과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의 유의성

이 검증되었다(β = -.10, 95% C. I. [ -.24, -.02]). 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9> 어머니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p < .05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양육스트레스→지지적반응→정서조절능력 -.14 .07*
-.29 ~

-.01

양육스트레스→비지지적반응→정서조절능력 -.10 .06*
-.24 ~

-.02



- 62 -

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에 대한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대사회의 아버지

양육참여의 증가, 공동양육에 대한 가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을 어머니의 지원체계로서 간주하고, 어머니의

인식수준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를 측정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의 반응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

니의 차별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정서조절능력 발달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소재의 보육 및 교육기관 16곳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

모 중 부모가 각각 연구자료 수집에 동의한 121쌍과 교사 26명을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여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측정, 자녀의

기질 등을 측정하였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통해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IBM SPSS 22.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

지가 인지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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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기현, 조복

희, 2000)와 상반되는 결과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증가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역할기대와 인식변화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는 연구결과(강기정, 박혜성, 계선자, 2005; 강은미, 김순규,

2011)와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히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가정에서 아버지보

다 어머니와 영아기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대적으로 수

면, 식습관, 배변,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등을 어머니

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김주영, 문

혁준, 2006; 황혜정, 2016)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동

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기질 및 행동특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기쁘다, 2019)와 일치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비슷한 양상과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연구(Deater-Deckard & Scarr, 1996)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의 지지적반응의 정도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 유아는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어머니의 정서 반응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들(강현지, 임정하, 2015; 김지윤, 오지현, 2017; Davidov

& Grusec, 2006, Song & Trommsdorff, 2016)과 일치하며, 부모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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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인 부모의 특성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설명한 정서사회화 모델(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해줄수록 자녀가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보이는 선행연구(서혜린, 이영, 2018; 조은꽃, 신나나, 2015; Eisenberg et

al., 1996)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

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과 양육스트레

스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비

지지적인 반응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정서학습 모델링 기회를 박탈하여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isenberg et al., 1998; Goleman,

2008)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아버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능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가 다르다는 선행연구(Crnic & Low, 2002)와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어

머니는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 시 더 애정적,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권희경, 2017)를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유아

기 아이들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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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 전통사회에

서의 이상적인 부모상은 엄부자모였다(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0, 서

명원, 2007). 이에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는 아버지와 온화하고 자애롭게

자식을 감싸주는 어머니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 문화적 특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유아기 아이들은 아버지가 보이는 비지지적 반응

에 익숙해져 이를 대수롭지 않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47.1%가 전업주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

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양육과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고, 양육양상 또한 다르므로 어머니가 보이는 비지지

적인 반응에 자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

의 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

로는 일반화가 어려우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

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버지의 영향력에 관한 관련연구의 축적을

통해 관련 양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유아 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경희, 김경회, 1998; 안라리, 2005;

여은진, 이경옥,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

(박지숙, 박성연, 2008; 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최연화, 2011;

Eisenberg et al., 1993; Linsey & Colwell, 2003)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

서조절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점수를 보여 분노가 유발되거나 공

격적 상황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자신의 부정정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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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한다는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5세 유아는 약

71.1%가 3년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

의 실시기간이 2학기 말 이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오랜 기관생활의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행동수정과 적응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재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관에서의 학습이 유아의 정서발달을 돕는다는

선행연구(McClelland & Morrison, 2003; Perels, Merget-Kullmann,

Wende, Schmitz, & Buchbinder, 2009)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 및 교육기관의 재원기간과 학기초,

학기말 등의 조사 시기를 다양하게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보다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

을 살펴봄에 있어 심리적인 상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양육행동, 양육태도와 정서조절능력의 발

달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양육태도, 양육가치보다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특히, 양육스

트레스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인 반응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양

육자의 일반적인 양육행동 또는 태도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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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5)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아버

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아버지 양육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지원체

계로 간주하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을 평정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

니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

지만 실제 상태, 행동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위기, 가치 및

기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유아 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은 유아

가 검사 또는 관찰을 통해 평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

나 5세 유아가 기관생활을 통해 학습한 사회적 가치와 실제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을 혼동하여 객관적인 보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교사가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또래 및 교사 관계에서 보이는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 유아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의 비율이 47.1%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일부 계층에 치우쳐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를 연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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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5세 유아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약 71.1%가 3년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이용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영향력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

성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교육 및 양육 상담 등의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

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바람직한 의사소통 교육 등의 필요성을 밝혀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 현대사회 부모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정서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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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머니용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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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질문지



- 105 -



- 106 -



- 107 -



- 108 -

Abstract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Lee, Ji 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development of their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features of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2) to examine th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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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3) to investigate the paths

from father's parenting stress to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rough father'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nd (4) to

investigate the paths from mother's parenting stress to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rough mother'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 total of 268 parents of 5-year-old infants, including 26 teachers,

all of whom agreed to collect research data, were studied in 16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22.0 and AMOS

25.0.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otion regulation of the child’s

gender. Meanwhile,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between father and mother, the father's perceived level of parenting

stress was higher than that of mother, especially related to child

features. The difference in respons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ir mothers

only in the underestimation response, which is a sub-factor of

non-supportive responses.

Secon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howed a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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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mother's non-supportive response an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had negative correla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her father's non-supportive response.

Third, when controlling the temperament of an preschooler, parental

education, and income, the father's parenting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ather's supportive response to the child's negative

emotion, while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on-supportive

response. Meanwhile, the father's supportive response to his child's

negative emo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the non-supportive

response had no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Fourth,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mother's supportive response to her child's negative

emotion, while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on-supportive

response. In addition, the mother's support for the child's negative

emo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non-supportive respons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s emotion

regulation.

The study identified the overall aspects and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regulation of 5-year-old infants,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Separating fathers

from mothers, parenting stress revealed the path to affect emotion

regulation by using parent's response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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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It revealed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between father and mother and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was importa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of preschoolers.

Keywords: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tress,

parent's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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