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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examine the emergence of complex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3 and 4 years old children, and secondly, to analyze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the 

preschoolers’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their mothers’ responses. The subjects comprised 

66 preschoolers(33 boys, 33 girls) and their mothers in J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schoolers’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frustrating episodes occurred in the following order; 

instrumental behaviors, cognitive reappraisal, distraction behaviors, and comforting behaviors. Second, 

the mother’s responses to frustrating episodes occurred in the following order; cognitive reappraisal, 

instrumental behaviors, comforting behaviors, and distraction behaviors. Third,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the preschooler’s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mothers’ responses to 

frustrating episodes were found to be of a similar patterns (e.g. preschoolers’ cognitive reappraisal strategy 

and mothers’ cognitive reappraisal response).

Keywords：유아의 정서조 략(preschooler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어머니 반응(mother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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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는 발달 과정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

의 정서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표  행동을 

결정하며, 차 다양한 상황에서 표 해야할 정

서와 표 해서는 안될 정서를 인식하게 된다

(Calkins et al., 1999). 상황에 합한 정서표

을 습득하고, 자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정 , 부정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 해

나가는 것은 유아기의 요한 발달과제이다. 

정서조 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

서  반응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외

부 ․내재  과정으로(Thompson, 1994), 필요

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뿐 아니라 정서 경

험을 사회 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는 3세 정도가 되면 신체

 성숙과 감각운동의 발달, 뇌신경 체계의 발

달로 자기조 에 한 인식이 생겨 변화하는 상

황  요구에 부합하는 정서조 이 가능해진다

(Denham & Kochanoff, 2002). 특히 부정 인 정

서유발 상황에서 유아는 이에 한 처방법이

나 응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정서를 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부정  정서도 정서발

달에 요한 기여를 한다(Bae, 2011; Stansbury 

& Sigman, 2000).

유아가 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

를 문화 으로 하게 표 하기 해서는 구

체 이고 표 인 처 행동이나 방법인 ‘

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서조 략은 

부정  정서유발 상황에서 유연하게 략 으

로 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 , 

인지 , 행동 인 측면들을 포함한다(Denham, 

1998). 부정  상황에서 효율 인 정서조 략

을 사용하는 유아는 래 계나 사회  응을 

정 으로 유지하고,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Sheilds & Cicchetti, 

2001). 반면, 유아기에 부정  정서조 을 잘 하

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기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

능성이 높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발달단계상 3-4세 유아기는 내재 이며 자율

인 자기조 이 가능해지고(Kopp, 1989), 내  

상태와 외부 행동의 계, 마음의 속성에 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Baird & Moses, 2001; 

Wellman, Cross, & Watson, 2001) 이 시기에 정

서조 에 한 다양한 략과 걸음마기에서 진

보된 새로운 략의 출 을 측해 볼 수 있다

(Cole et al., 2009; Denham & Kochanoff, 2002; 

Lemerise & Arsenio, 2000). Kochanska(1994)는 

이 시기에 다른 발달 역이 발달하면서 인지조

 같은 복잡한 자기조  략을 내면화하고 실

행할 비가 되었다고 하고, Wellman, Harris, 

Banerjee와 Sinclair(1995)는 2-5세 유아들이 행

복, 슬픔, 분노 등에 해 한 표 과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 다. 이외에도 자기인식 증가

(Kagan, Reznick, & Snidman, 1987), 자발 인 

정서표출 조 (Ji, 2004; Carlson, 2005)은 3-4세

경이 새로운 정서조 략의 출 가능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Cole et al., 2009; Stansbury, & 

Sigman, 2000). 그러나 3, 4세 유아의 정서조

략을 실험상황에서 직  확인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어서 3, 4세 유아의 정서조 략에 

한 심도있는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

3세를 후하여 유아는 인지․언어 기능의 진

보와 표상  사고의 발달로 양육자의 의도나 상

호작용 패턴을 기억하 다가 이후 정서조 을 

해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 양육자의 반응이 

요하게 두된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

은 유아의 정서  표 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조  행동에 향을 주며, 이후 사회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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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Bridges & Grolnick, 

1995; Cole et al., 2009; Denham et al., 1997). 유

아의 정서조 략은 주 양육자이고 사회화의 

행자인 어머니의 정서표 이나 행동 등의 반

응을 통해서 형성된다. 유아는 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기 하여 정서교류에 필요한 도식을 만

들고, 이 도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서조 을 

하기 때문이다(Dunn et al., 1994). Morris 등

(2011)은 부정  정서상황에서 어머니의 주의재

화와 어머니-유아의 공동인지 재구성이 자

녀의 분노와 슬픔을 여주는 것을 밝 내어 어

머니의 개입과 정  반응의 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실험상황

에서 아의 정서조 략을 살펴본 연구(Kwon, 

2008; Song, 2005)는 이루어졌으나 유아의 경우

에는 질문지와 면  연구(An, 2005; Bae, 2011;  

Lee, 2011)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 실험실 상황에

서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실험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의 반응 간의 련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3, 4세 유아의 

정서조 략의 양상을 분석하고 유아의 략에 

한 어머니의 반응 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은 유아

의 연령, 성별, 출생순  등의 유아 련 변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

구들은 유아의 연령(Kim, 2013; Morris et al., 

2011; Stansbury & Sigman, 2000), 성별(An, 

2005; Lindsey & Colwell, 2003), 출생순 (Falbo 

& Polit, 1987; Kim, 2011)에 따라 정서조 략

과 어머니 반응의 차이를 보고해 왔다. 컨  

연령에 따른 정서조 략을 보면, 연령이 높아

질수록 아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안, 주의

환 략은 덜 사용하고, 인지재평가 략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i, 2004; Morris et al., 

2011; Stansbury & Sigman, 2000). 자녀의 연령

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은 나이 많은 유아보다 어

린 유아의 분노표 에 더 지지 이고 주의를 기

울이며, 자녀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감정축소 반

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ng, 2014; 

Radke-Yarrow & Kochaska. 1990). 성별에 따라

서는 여아가 정 ․표  략을, 남아가 공

격 ․외 화 략을 더 사용하 으며(Lee, 2011; 

Cole et al., 2009), 어머니의 정서표 과 정서조

에 한 기 수 과 처벌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났다(Kim, 2008; Jung, 2004; Birnbaum & Croll, 

1984). 출생순 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와 형제 계, 그리고 개인의 지각방식이 달라져 

유아의 분노조 에 차이가 나타나고(Adler, 1956; 

Issacson & Cliff, 2009), 부정  정서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Kim, 

2011; Yoo, 2009). 그러나 연령(Cole, 1986; Josephs, 

1994), 성별(Bae, 2011; Kim, 2004), 출생순

(Bryant & Crockenberg, 1980; Dunn & Kendrick, 

1982)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 유아 

련 변인인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을 탐색해볼 여지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정  정서가 유발되는 

좌  실험상황에서 3, 4세 유아의 정서조 략 

경향  어머니 반응의 경향을 살펴보고, 유아

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발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응패턴 분석을 통해 유아의 정

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 간의 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조 략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가?

-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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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정서조 략에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반응의 일반  경향은 어

떠한가?

-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라 어

머니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응 계는 어떠한가?

-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

머니 반응의 응 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연구 상은 J시의 3, 4세 유아와 그의 어머

니 66 이다. 유아의 연령은 3세 34명, 4세 32

명이고, 성별은 남아 33명, 여아 33명이다. 자녀

의 출생순 는 외동아․첫째아 33명, 둘째아 이

하 33명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 35

명, 36-40세 23명, 41세 이상 8명이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취업모 29명, 업주부 37명이고, 

어머니의 교육수 은 문  이하 35명, 졸 

이상 31명이다. 가정 월수입은 250만원 미만 23

명, 260-350만원 14명, 360-450만원 14명, 450만

원 과 15명이다.

2.실험과제  차

1)실험과제 

본 연구는 좌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략

과 어머니의 반응 략을 측정하기 해 Stansbury

와 Sigman(2000)이 사용한 ‘장난감 정리과제’ 

(Clean-up)와 ‘사탕 지연과제’(Candy given then 

denied)를 사용하 다. 장난감 정리과제는 매력

인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놀기 해서는 먼  

카펫 의 블록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여 유아의 

좌 을 유도하고, 사탕 지연과제는 실험자가 유

아에게  사탕을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좌 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두 실험과제의 내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난감 정리과제：유아와 어머니에게 다양한 장

난감을 제시해주고 2분 동안 놀게 한 후, 실험자

가 들어가서 유아에게 롤러코스트를 준다. 이 장

난감은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활주로를 굴러

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되어있다. 실험자는 유아

에게 그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준 다

음,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한다. 유아가 

롤러코스트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작동하려할 

때, 실험자가 자동차를 도로 가져가며 유아와 어

머니에게 “실험실 안의 장난감을 박스에 다 정리

해야만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한다(좌

절 상황 유도). 그리고 2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

이며, 그때까지는 장난감 정리를 다 마쳐달라고 

말한 뒤 방을 나온다. 

• 사탕 지연과제：장난감 정리 과제가 끝난 후, 실

험자와 실험 보조자가 돌아와 장난감을 치운 뒤, 

실험자가 어머니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실

험 보조자는 유아와 함께 방에 남는다. 방 밖에서 

실험자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사

탕을 어머님이 어떻게 먹지 못하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실험 보조자가 아이에게 사탕을 줄텐데,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거나 다

시 저에게 가져오게 해주세요.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실험보조자는 사탕 

바구니에서 유아에게 사탕을 고르라고 한다. 그

런 다음 유아에게 “사탕을 지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한테 허락부터 받고 먹어야 해. 알았

지?”라고 말한다. 유아가 사탕을 선택을 한 후, 부

모가 다시 들어가고 실험보조자는 방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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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차

실험은 비실험, 본실험의 차로 진행되었

다. 먼  ‘장난감 정리과제’, ‘사탕 지연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3, 4세 유아-어머니 8 을 

상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H어린

이집의 조용한 교실에서 비실험을 실시하

다. 비실험을 통해 실험 차상의 문제와 실

험실의 물리  환경, 실험도구 등 수정이 필요

한 부분과 비디오카메라의 치, 화면 조정 등

을 검토하여 이를 본 실험에 반 하 다. 한 

비실험 후 보조평가자 1인(아동학 공 박사)

에게 코딩지침에 한 내용을 숙지시킨 후 비

실험 자료의 사록과 비디오테잎을 보면서 일

치도 훈련을 3회 실시하 다.

본 실험은 연구자가 연구보조자의 도움을 받

아 2013년 4월 24일∼6월 4일까지 H어린이집의 

구조화된 실험실에서 실시하 다. 먼  장난감 

자유놀이 5분을 갖은 후 ‘장난감 정리과제’ 3분, 

‘사탕 지연과제’ 3분의 실험 찰을 실시하 으

며 체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다. 비실험 

결과, 장난감 정리과제의 구슬장난감에 해 유

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고블록은 소음

이 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는 매력

인 롤러코스터와 끼우기 블록을 사용하 다. 

한편,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찰을 해 모

든 활동을 녹화하 는데, 유아와 어머니가 의식하

지 않도록 카메라는 에 띄지 않게 설치하 다. 

3.코딩 차  지침

1)코딩 차

모든 실험 찰 상황은 어머니의 동의를 얻은 

후, CCTV와 6mm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고 

사한 후, 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유아의 정서조

략  어머니의 반응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은 좌 에 한 반응을 확인하기 해 

좌 에 련된 사건만을 선택하는 사건 표집법

을 사용하 다. 좌 에 한 유아의 반응을 분석

하는 데 선정된 사건은 정서  좌 상황에서 일

어난 것으로 180 간의 실험 찰 사록에 있는 

유아의 행동과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디오테

이 를 참고하여 유아의 목소리 톤, 신체동작, 

얼굴표정, 다른 행동 단서 등을 토 로 하 다. 

어머니의 반응에 한 분석도 실험 찰 사록 

에서 유아의 정서  좌 에 해당하는 시 의 

어머니 사건, 즉 유아가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과 사탕 지연 동안의 어머니 행동반응을 사용하

다. 어머니의 반응 분석은 유아의 정서조

략의 분석과 같은 평정체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자와 평가자 1인은 장난감을 정리하

는 동안과 사탕을 지연하는 동안, 유아의 좌

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좌 이 종료되는 순간까

지 사건의 범주가 바뀔 때마다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하 범주별 출  빈도를 

체크하 다. 신뢰로운 평정을 해 체 유아-

어머니 66   10 을 무선 표집하여 평가하

고, 평가자간 일치를 하여 각 항목에 한 

수가 불일치하거나 평정이 모호하다고 단되

는 항목에 해 서로 논의하면서 80% 이상의 일

치도 훈련을 한 후 평가하 다. Cohen의 Kappa 

지수를 통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유아의 정서조

략은 안 .91, 도구 .92, 인지조  .88, 주의

환 .89, 어머니 반응은 안 .90, 도구 .89, 인

지조  .88, 주의 환 .91로 체로 신뢰도가 높

은 편이었다. 

2)코딩지침

Stansbury와 Sigman(2000)의 코딩지침을 사용

하 다. 코딩과정에서 원 코딩 범주에 분류되지 

않은 추가범주가 나타나 아동학 문가 3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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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코딩지침을 검토, 수정하 다. 좌 에 

한 유아의 정서조 략은 안, 도구, 인지재

평가, 주의 환의 4개요인, 어머니 반응은 로 

반응, 도구  반응, 인지  반응, 주의 환 반응

의 4개요인이 포함된다. 안 략은 내면의 부

정 인 정서 경험을 신체 , 언어 으로 달래는 

기능이고, 도구 략은 좌 의 원인을 제거하기 

한 기능으로 주어진 상황을 단하거나 변화

하려는 극  시도를 의미한다. 인지재평가 

략은 부정  정서를 정 으로 다시 생각하거

나 해석하는 기능이고, 주의 환 략은 내면의 

정서경험 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상황으로부터 

심을 돌리는 기능을 의미한다. 4가지 정서조

략의 를 들어보면, 유아가 사탕을 받았고 

<Table 1> Emotion-regulation codes, categories, and examples for children

Self-

comforting

Physical

comforting

(cm 1)

Child looks for mother for comforting.

ex) Child leans on mother's knees or twines mother's neck. 

Child touches mother's clothes.

Verbal

comforting

(cm2)

Child comforts herself/himself verbally.

ex) Child organizes toys, saying “I can organize them for myself.” 

Child says, “I can wait without eating candies.”

Instrument

Request

(cm3)

Child asks or says his/her request again and again.

ex) “Mom, please give me car. I want to play with roller coaster.” 

“I want to eat candies now.”

Refutation

(cm4)

Child refutes mother's reason.

ex) “No, No, I don't like to organize toys.”

“Though I eat candies, my teeth don't decay.”

Suggestion

of reason

(cm5)

Child suggests reasons why mother should accept his/her request.

ex) “I didn't play enough.” 

“Teacher told me to ask mother if I can eat candies.”

Direct

acquisition of 

wants

(cm6)

Child has what he/she wants and does what he/she wants to do.

ex) Child takes a car from mother.

Child hides candies behind his/her back.

Reappraise of 

cognition

Request of 

explanation

(cm7)

Child asks the explanation of his/her rejected requests.

ex) “Why should we organize toys?”

“Why are candies bad for my teeth?”

Compromise

(cm8)

Child negotiates or compromises.

ex) Child suggests that he/she will organize toys.

Child puts candies into his/her pocket and says that he/she will eat them later.

Redefinition of 

situation

(cm9)

Child redefines the situation.

ex) “Shoot goal.” Child makes organization game with toys.

Child gives mother candies and says “I am a good child.”

Distraction

Other

activities

(cm10)

Child starts or participates in another activity. 

ex) Mother helps child build a block tower.

Child and mother play alphabet games with candies.

*cm is the subcategory of child'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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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아에게 사탕을 지  먹지 말라고 하

면 유아는 좌 의 부정  정서를 유발할 것이다. 

이때 유아는 엄마에게 기 거나 엄마의 옷을 만

지는 안 략을 사용하거나, “사탕, 지  먹고 

싶어요!” 라고 떼쓰거나 직  가져가는 도구 

략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심을 사탕에서 다른 

무언가로 돌려 주의 환 략을 사용할 수도 있

다. 는 그 좌 의 상황을 보다 정 으로 다

르게 해석하여 사탕을 먹을 경우, 이가 썩고 치

과에 가게 되면 끔 하게 아  치과 경험과 견주

어 보고, 사탕을 아껴두는 것이 낫다고 단하여 

인지재평가 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좌 에 

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코딩 

지침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2> Emotion-regulation codes, categories, and examples for mother

Fators Sub-factors

Comforting

Physical

comforting

(mm1)

Mother comforts child physically.

ex) Mother hugs and kisses child.

Mother rubs child's back.

Linguistic

comforting

(mm2)

Mother comforts child verbally.

ex) Mother comforts verbally or songs to child. 

Mother comforts child with compliment or encouragement.

Instrumental 

Request

acceptance

(mm3)

Mother yields to child's request.

ex) “You don't have to organize toys.”

Mother brings a candy back to child. 

Induction of 

another situation

(mm4)

Mother induces child to change the situation.

ex) “Ask your teacher if you have the car.”

“If you don't eat a candy, I will buy you a present.”

Compromise

(mm5)

Mother yields to child's desire and compromises with him. 

ex) “If you organize half of the toys, I'll organize the other half of them.” 

“If you share candies with your brother, I will give them to you right now.”

Cognitive

Explanation of 

reason

(mm6)

Mother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request and need of organization.

ex) “Because it is time to organize toys, you must not play any more.” 

“If you eat candies, your teeth decay and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Limit

setting

(mm7)

Mother sets limits to child.

ex) “You must organize toys, and you can play with roller coaster.” 

“You can eat candies after dinner.”

Redefinition of 

situation

(mm8)

Mother redefines and directs the situation to child.

ex) “Who does it faster?” Mother turns the organization into a game. 

“Let's play hide-and-seek with this candy.”

Use of

authority

(mm9)

Mother uses her own and researcher's authority.

ex) “Teacher says that you must arrange toys first.”

“I say that you can't eat the candy. You must wait.”

Distraction

Other

activities

(mm10)

Mother induces child to other activities.

ex) “Look at what I make with this block.” 

Mother starts Shiritori while waiting for experimenter.

*mm is the sub-category of mother'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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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분석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 상

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유아의 정서조

략  어머니 반응 평정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Cohen의 Kappa 지수를 사용하 다. 좌 상황에

서의 유아 정서조 략의 경향은 두 실험과제

(장난감 정리과제, 사탕 지연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략을 합산하여 이 체 빈도를 토 로 

각각의 략에 해 백분율 수를 산출하 고, 

어머니의 반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백분율 

수를 산출하 다. 두 실험과제의 합산 수를 

산출하여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 략  어머니 반응의 경향의 

차이는 t / F검증을 실시하고, 둘 간의 계는 교

차표를 작성하여 응일치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유아의 정서조 략의 일반  경향 

좌 실험 과제에서 유아 정서조 략의 일

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ure 1, Figure 2

<Figure 1> Percentage of preschoolers using the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to the 

frustrating episodes

<Figure 2> Percentage of preschoolers using each of the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to 

the frustrat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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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좌  실험상황에서 유아들은 도구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지재평가 략, 주

의 환 략, 안 략 순서로 사용하 다. 하

 범주에서는 언어  요청(도구 략), 상(인

지재평가 략), 주의 환 략을 많이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실험과제 수를 합산하여 유아

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

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에서

는 안 요인(t = 2.08, p < .05), 도구 요인(t = 

2.54, 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Table 3), 출

생순 에서는 도구 요인(t = 2.25, p <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성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는 않았다. 4세가 3세보다 안 략, 도구 략

을 더 게 사용하고, 둘째아 이하가 외동․첫째

아보다 도구 략을 더 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연령별 차이에서 통계  차이

는 없으나 4세가 3세보다 인지재평가의 수가 

더 높아 4세가 3세보다 인지재평가 략을 더 많

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어머니 반응의 일반  경향

유아들의 좌 상황에서 어머니 반응의 일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ure 3, Figure 4와 

같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정서조 을 돕기 해 

4개요인 , 인지  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로  도구  반응, 주의 환 반응의 순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  범주에서는 언어  

로과 이유 설명(인지  반응), 다른활동(주의

환 반응)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test of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y age of child

Child strategy
3-year-olds 4-year-olds

t
M(SD) M(SD)

Comforting 10.65(10.39)  5.76( 8.52) 2.08*

Instrumental 53.47(25.43) 38.44(22.41) 2.54*

Cognitive 22.64(14.25) 28.74(16.29) -1.61

Distraction 19.50( 9.08) 20.07(7.75) -.27

*p < .05

<Table 4> T-test of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y birth orderr

Child strategy 
First oder Second oder

t
M(SD) M(SD)

Comforting  8.07( 9.88)  8.54(10.27) -.18

Instrumental 52.40(27.80) 38.87(19.75) 2.25*

Cognitive 22.78(13.19) 29.47(17.04) -1.77

Distraction 19.05( 8.50) 20.07( 8.13) -.4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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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어머니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아의 연령에서는 로 요인(t = 2.74, p < .01)

에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들은 3세보다 4세에

게 로 반응을 더 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 성별과 출생순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Figure 3> Percentage of mothers’ using the strategies in responses to the frustrating episodes

<Figure 4> Percentage of mothers’ using each of the strategies in responses to the 

frustrating episodes

<Table 6> T-test of mothers’ responses by age of child

Mothers’ responses
3-year-olds 4-year-olds

t
M(SD) M(SD)

Comforting 23.52(12.09) 16.09( 9.68) 2.74**

Instrumental 24.42(18.84) 18.37(12.64) 1.52

Cognitive 34.28(21.63) 43.67(17.95) -1.92

Distraction 19.78( 8.48) 19.12( 8.99) .3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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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응

계

두 실험과제에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

머니 반응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응일

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유아

의 안 략과 어머니의 안 반응, 유아의 도

구 략과 어머니의 도구 반응, 유아의 인지재

평가 략과 어머니의 인지  반응, 유아의 주

의 환 략과 어머니의 주의 환 반응 간에 연

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응 

계는 Figure 6∼8과 같이 동일 요인별로 연 성

이 높아 체로 유아와 어머니 간에 동일한 패

턴( 안 략- 로 반응; 도구 략-도구  반응 

등)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21

1

2

-1-2

   유아전략

   모 반응 위안

전략

도구 전략

인지재평가전략
주의전환전략

위로반응

도구적 반응

인지적 반응 주의전환반응

<Figure 5>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the preschooler’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mothers’ responses in frustrat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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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3- and 4-year-olds in frustrat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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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좌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의 반응을 실험 찰 하여 3, 4세 유

아의 다양한 정서조 략 사용과 상  인지 

략의 출 을 검증하고, 유아의 정서조 략에 

한 어머니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어머니-자

녀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유아 정서조 략의 일반  경향을 살

펴본 결과, 3, 4세 유아들은 좌 에 반응할 때 다

양한 정서조 략을 사용했다. 주어진 상황을 

단시키거나 변화시키기 한 도구 략을 가

장 많이 사용하 고, 인지재평가 략, 주의 환, 

안 략의 순서로 사용했다. 이는 좌 상황에

서 3, 4세 유아들이 즉각 인 욕구충족을 해 

도구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안 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  인지 능력을 활용

한 략을 사용했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Cole et al., 2009; Denham et al., 2002; 

Kochanska, 1994; Lemerise & Arsenio, 2000; 

Stanbury & Sigman, 2000). 주의 환 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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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boy and girl in frustrat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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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of first- and- other birth order in frustrat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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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아기의 주요 략임을 고려해볼 때, 

3-4세 시기가 정서조 략의 과도기임과 동시

에 상  인지능력을 활용한 정서조 략 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 비교  많은 3, 4세 

유아들이 인지재평가 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Kochanska(1994)의 주장처럼 이 시기에 나타난 

다른 새로운 능력들, 즉 신체  성숙, 뇌신경 체

계의 발달, 자기조 에 한 분명한 인식이 상  

인지 략의 토 를 제공한다는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Baird & Moses, 2001; Denham 

et al., 2002; Lemerise & Arsenio, 2000). 특히 인

지재평가 략은 매개변수를 재해석하거나 재평

가하여 많은 가능성을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보

다 상  인지 기능에 속하며(Morris et al., 2011; 

Zimmermann & Stansbury, 2003), 3세 유아들이 

부정  정서를 조 하기 해 사용하는 가장 발

된 행동 반응이다(Harris, 1989; Stansbury & 

Sigman, 2000; Zimmermann & Stansbury, 2003). 

둘째,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4세가 3세보다 안 략, 도

구 략을 게 사용하고, 둘째아 이하가 외

동․첫째아보다 도구 략을 더 게 사용하

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좌

상황 실험에서 4세는 3세보다 안 략, 도구 

략을 더 게 사용했다고 보고한 Stansbury와 

Sigman(2000)의 연구를 검증하는 결과이다. 

한 4세는 3세에 비해 즉각  상황 분출은 차 

감소하고(Jung, 2005), 실망상황 실험에서 3세는 

행복, 감사 등의 정  정서표출규칙을 사용하

지 못했으나, 5세는 부정  정서조 까지 가능

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Kim, 2013; Ji, 

2004).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자율 인 정

서조 략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순 에 따른 차이에서는 둘째아 이하가 외

동․첫째아보다 도구 략을 더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 상황에서 첫째아

는 정서 으로 쉽게 분노표출을 하거나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Medinnus & Johnson, 

1969),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둘째아보

다 자주 화를 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2011; Robert, Martin, & Richard, 1967). 둘째아 

이하의 자녀는 손  형제들의 행동을 보고 자라

면서 상황에 따라 정서조 을 배울 수 있지만, 

외동․첫째아는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상이 부모밖에 없어 자기 심 인 면이 강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Jiao & Ji, 1986; 

Wan, Fan, Lin, & Jing, 1994). 한편, 성별에 따

른 유아의 정서조 략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남녀 간에 성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정서조 략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Kim, 2004; Bae, 2011; Lee, 2005). 아

직 연령이 어려 어머니가 성별 사회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성역할에 한 고정 념의 변화

로 시  흐름을 반 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 반응의 일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유아의 정서조 을 돕기 해 

인지  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로, 도구

, 주의 환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들이 도구 략을 사용하는 자

녀에게 부정  상황을 정  상황으로 다시 해

석하게끔 거부 이유를 설명하거나 제한설정, 상

황재정의, 권  등의 인지  반응을 많이 사용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들은 언

어  로 반응도 비교  많이 사용했는데, 이

는 유아들의 좌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반응이 

인지 , 주의 환, 도구 , 로의 순서로 나타

났다는 Stansbury와 Sigman(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실험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괜

찮아”, “ 는 정말 잘하는 구나!” 등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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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지속 으로 사용하여 자녀의 좌 을 

로함과 동시에 과제를 빨리 수행하도록 진하

는 경향을 보 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조 하

여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로 반응을 과다하게 사용하 다. 

넷째,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른 어

머니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4

세보다 3세에게 로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성별, 출생순 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어머니가 나이가 어린 유아에게 로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3세가 즉각

인 좌 을 단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해 더 고

통스러워하자, 어머니들이 로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 출생순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정  

정서상황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반응

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Park, 2005; Stansbury & Sigman, 2000). 그러나 

여아에게 어머니가 문제해결을 돕는 반응을 더 

보이고(Kim, 2010; Park, 2009), 남아의 부정  

정서 표 에 해 어머니가 통제 ․처벌 이었

다는 연구와는 다르다(Kim, 2008; Jung, 2004). 

이는 어머니의 성역할에 한 고정 념의 변화

에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가 감소한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

순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동아와 

첫째아보다 둘째 이하의 자녀에게 정서 심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Kim, 2011; Yoo, 

2003)와 출생순 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등 출생순 에 따라서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다. 통 으로 우리나라는 첫째아에

게 더 엄하게 하고 맏이는 의젓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순

에 따른 어머니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좌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 반응의 응 계는 같은 요인별로 연

성이 높아 체로 동일한 패턴으로 도구 략에

는 도구  반응을 사용하고, 안 략에는 로 

반응을, 인지재평가 략에는 인지  반응을 사

용하 으며 주의 환 략에는 주의 환 반응을 

사용하 다. 다만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도구 

략에는 인지  반응도 많이 사용하고, 유아의 인

지재평가 략에는 도구  반응도 비교  많이 

사용하 다.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 에 따

른 응 계의 차이에서도 체로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나 연령이나 성별, 출생순 에 계없

이 유아와 어머니들이 부분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의 좌 상황에

서 유아와 어머니가 동일한 요인의 정서조

략과 반응을 사용한 것은 어머니의 정서조  방

식이나 양육행동이 여러 경로로 자녀에게 향

을 미치고, 자녀의 정서조  방식 한 부모에게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Eisenberg 

et al., 2003; Kochanska, Clark, & Goldman, 

1997). 한 유아의 부정  정서 상황에서 어머

니의 안, 주의 환, 인지  반응과 함께 어머

니-유아 공동인지 재구성이 유아의 분노와 슬픔

조 에 큰 향을 주었다는 Morris 등(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의 정서

조 략과 어머니의 반응을 서로 간에 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계로 해석한 Kwon(2008)

의 연구, 어머니가 비가용 인 상황보다 가용

인 상황에서 더 극 으로 놀이와 상호작용

을 한다는 아기 연구(Kwon, 2008; Dinner & 

Mangelsdorf, 1999)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는 양육자인 부모의 정서반응에 기 하

여 정서교류에 필요한 도식을 만들고, 이 도식을 

통해 자신의 정 ․부정 인 정서 상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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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잠재 인 략들을 학습한다(Dunn 

et al., 1994). 유아의 부정  정서조 을 돕기 

해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 수 에 맞춰 정서  

지지를 제공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반응을 내

면화하여 조정한 결과, 자신의 정서조 에 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Kopp, 1989; Schaffer 

& Crook, 1980; Stansbury & Sigman, 2000). 따

라서 자율 인 정서조 이 가능한 3, 4세 유아의 

정서조 략 발달에 맞추어 히 조율하는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  능력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유아가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정서조 략을 

잘 습득하기 해서는 어머니의 온정 이고 일

인 반응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반

응을 내면화하여 정서조 략을 성숙시키기 때

문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조 략을 확장시

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조 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게 보다 상 의 인지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수용 이면서

도 보다 확장 인 어머니의 반응 략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실험 찰을 통해 발달

연구 차원에서 3, 4세 유아들이 사용하는 보다 

상 의 인지 략을 확인하고, 실용  차원에서

는 유아의 정서조 략과 어머니의 반응이 양

방향  상호작용 계임을 검증하여 유아의 정

서조 략에 어머니의 온정 이고 확장 인 상

호작용이 요함을 시사한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상은 J시에 속한 66 의 상자

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범 와 찰 상 수

를 확 하고, 구조화된 실험실 상황이 아닌 자

연스럽고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시킬 필

요가 있다. 한 좌 상황 뿐만 아니라 슬픔, 두

려움, 공포 등 다양한 정서 상황에서 부정  정

서에 한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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