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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mother-child reactions during their interactions.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44 mothers and their 5-year-ol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by a semi-structured meta-emotion philosophy interview about emotions and by observing 
a mother - child interaction teaching task for 15 minutes. All interviews and interaction task data 
were quantitatively processed.
Results: Our analysis showed that maternal emotional regulation reduces maternal negative affects. 
We also found that maternal emotional coaching of the child is a factor that decreases the child's 
negative emotional reactions. Moreover mothers who can regulate better their own emotions have 
an influence on the pattern of 'maternal neutral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while mothers who 
accept the child's emotions well have influence on the 'maternal positive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pattern. Finally, maternal emotional acceptance,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of the child's emotion led to a reduction of the 'maternal negative emotion - child negative 
emotion' pattern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is a foundation for the 
actual mother-child interaction and is an important factor in mother-child reciprocal affect patterns.

Keywords :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mother-child reciprocal affect reaction, task 
interaction.

남은영, 박소은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학전공

서론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서로서 대인 간 상호관계의 효

과적인 연결을 돕는다(Fischer & Manstead, 2008). 특히 어머

니-자녀 간 상호작용은 정서사회화 과정 안에서 자녀와의 역

동적인 정서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Paavola, Kunnari, & 

Moilanen, 2005; 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4), 

이러한 정서들은 개인 내적 신념 및 가치관과의 선제적 상호

작용을 거친 후 표현된다(Chen, Lin, & Li, 2012; Krippl, Ast-

Scheitenberger, Bovenschen, & Spangler 2010). 이는 어머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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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반응들이 그 근

저에 깔린 정서에 대한 신념 및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을 보여준다(Dunsmore & Karn, 2001; Morey, Gentzler, Creasy, 

Oberhauser, & Westerman, 2013). 

Gottman, Katz와 Hooven (1996)은 정서사회화의 일환으로 

정서에 대한 느낌과 생각, 즉 ‘누군가의 슬픔에 대한 분노 감

정’을 넘어, 본인이 경험하는 정서와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가치관, 신념, 태도, 생각 및 느낌을 포함하는 ‘상위정서

철학(meta-emotion philosophy)’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감정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개

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서지능(Salovey & Mayer, 1990)과

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위정서철학은 정서적 능력에 대한 평

가라기 보다는 정서에 대한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의 차원으

로 개인이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위인지적 개념이다. 따

라서 여기엔 옳고 그르거나 더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지만 

정서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Gottman et al., 1996; 

Norman & Furnes, 2016). 

정서사회화의 측면에서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에 따라 아동

의 정서적 발달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Gottman et al., 1996; Katz, 

Maliken, & Stettler, 2012;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예로 부모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 긍정적 태

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정서 뿐 만 아니라 자

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수용과 공감의 폭이 넓

고, 또한 정서적 교감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

녀가 정서적으로도 더 유능해지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상위정

서철학에서 유아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인식 및 코

칭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Katz & 

Windecker-Nelson, 2004), 어머니 자신에 대한 높은 정서수용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

다(Katz & Hunter, 2007). 반면 부모가 부정적 정서를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축소하거나 처

벌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 부정적 영

향을 가져오게 된다(Gottman et al., 1996; Katz, et al., 2012). 

Gottman과 동료들이 제시한 부모 상위정서철학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서관련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관련된 일

련의 연구결과들 역시,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이 아동의 정서사회화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Dusmore & Karn, 2001; Jeong & Park, 

2012). 그러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은 상위정서철학

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양육관련 신념에 초

점을 두고 있기에 상위정서철학이 다루고 있는 부모 자신의 정

서에 대한 부분과 실제 양육에 대한 적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렵

다(Cervantes & Seo, 2005; Dunsmore & Karn, 2001, 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따라서, 자녀의 정서경

험 및 부모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한 전반적 신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상위정서철학은 부정정서경험에 대한 어머니

의 정서에 대한 가치관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고, 이러

한 상위 인지적 개념이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그대

로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서사회화의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인과 관계를 밝혀줄 수 있으리라 본다. 

상위정서철학은 부정적 정서에 관한 부모 자신과 자녀

의 정서적 경험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상위정서인터뷰(meta-

emotion interview)를 통해 탄생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부모차

원과 아동차원으로 구분되며, 부모차원은 부모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수용’, ‘조절’

이, 아동차원에는 자녀의 정서 경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

용’, ‘코칭’, ‘조절’이 포함된다(Katz, Mittman, & Hooven, 1994).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정서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자녀의 정서를 코칭하는 상위정서철학을 가진 경

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허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ahm, 2006). 그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지지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정서경험을 격려하고 비지

지적 반응을 적게 보이는 반면(Wong, Diener, & Isabella, 2008), 

부정적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의 정서표현을 최소화거나 처벌

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Gottman et al., 1996). 선행연구

들은 또한 자신 및 자녀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수용, 공감하며 

정서에 대해 코칭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또래관계에서 인기

있는 아동으로 지목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아이로 평가

되었다고 보고한다(Katz & Hunter, 2007; Song & Nahm, 2013). 

뿐만 아니라 자녀의 높은 신체적 자기조절, 낮은 행동문제, 높

은 수준의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었다(Gottman et al., 1996). 

한국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Nahm (2006)의 연구를 시작

으로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정서발달, 또래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다(Choi & Nahm, 2016; Kim & Nahm, 2013; 

Song & Nahm, 2013).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 및 정서적 능력에도 기저

를 이루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안하고 있지만(Stettler & Katz, 

2014),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정서사회와 과정 안에서 실

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특별히 부정정서가 상승되는 상황 

내 정서반응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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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며 주고받는 상호호혜

적 정서반응(reciprocal affect reaction)은 상호작용 가운데 드러

난 정서반응을 넘어, 상호 간의 조절과 적응의 과정으로(Kelly 

& Barnard, 2000), 상호 정서적 교류를 통해 확장되며(Carson 

& Parke, 1996), 자녀의 정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Osofsky & Thompson, 2000). 이는 Siegel (1999)이 제안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정서적 공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서가 미묘한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들을 통해 자녀와의 공유

된 상태 내에서 공명하며, 자녀의 정서경험을 강화시키고 나아

가 신경학적으로 자녀의 기억 안에 뿌리깊게 심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예로, 상호작용 내에서 부정적인 상호

호혜적 정서교류가 고조될 경우, 상승된 아버지의 부정정서는 

자녀의 더 강한 부정정서반응을 이끌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각성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Carson & Parke, 1996).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나는 어머

니 정서반응과 자녀 정서반응의 상호호혜적 정서적 교류에 대

한 탐색이 정서사회화 이해에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어

머니-자녀 상호작용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Nahm과 Park (2017)은 어머니와 자녀의 실질적인 상

호작용을 질적으로 관찰하여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반응을 규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과제 상황 하에서 정서조절 수준이 낮아 

답답하고 불안한 부정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

는 실제 상호작용 동안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자녀 또한 과

제수행에 즐거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et al., 2012; 

Nahm & Park, 2017; Shortt et al., 2010). 그러나 어머니-자녀의 

실질적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이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드러난 정서반응의 지속시간(Nahm & Park, 2017) 혹

은 양육행동특성(Shin, Park, Kim, & Doh, 2015)에 초점을 두

는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확장으로 학령 전 아동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실제 부정정서가 상승된 어머니-자

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정서반응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나아가 정서반응의 단편적 분석을 넘어 반복되

는 정서적 교류 패턴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상호호혜적 정

서반응패턴은 정서반응을 촉발시키는 어머니의 정서반응 혹

은 어머니 정서반응에 뒤따르는 자녀의 정서반응의 상호패턴

으로, 어머니-자녀 간 상호 정서 교류의 흐름과 정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만 5세는 생물학적인 뇌 발달에 의해 정서 이해 

및 정서 조절능력이 발달하여, 정서사회화 과정에 매우 결정

적인 시기이다(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또한 상대

적으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부모의 영향력 또

한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Meyer, Railes, Virmani, Waters, & 

Thompson, 2014).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연결

성과 양방향성에 대한 정서반응패턴 연구는 어머니-자녀 관

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상위정서철학 인터뷰를 사용하여 어머니 상위정서

적 특성에 대한 풍부한 질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치화하

여 양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에 대한  보다 정확하

고 세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실

험에는 과제 성공에 대한 요구와 시간제한 설정을 통해 자연

스러운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보다 

다양한 정서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실험 관찰 

자료는 컴퓨터를 활용한 초 단위 정서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상

호작용 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정서변화를 명확하게 측정하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정

서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상

호호혜적 정서반응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살고있는 만 5세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를 

총 4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27명(61.4%), 

여아 17명(38.6%)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36세였

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5명(11.4%), 대학교 졸업

이 20명(45.5%), 고등학교 졸업이 19명(43.2%)이었다. 가정

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8명(18.2%), 2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4명(54.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12명

(18.2%), 600만원 이상이 4명(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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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측정을 위해 Nahm (2006)이 번안한 Katz

와 Gottman (1986)의 부모 상위정서인터뷰(parent meta-emotion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정서의 표현과 억제 혹은 조절 등 각 정서에 대한 가치관 및 자

녀의 정서경험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자녀를 향한 행동적 반

응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면접자의 정서에 대한 주관

적 경험과 전반적인 철학 및 가치관을 살펴보도록 이루어져있

다(예: 슬플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슬픔을 극복하거나 이기기 

위해 하시는 것이 있나요? 자녀가 슬프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에게 슬픔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개별 인터뷰는 독립된 공간에서 40-60분 정도 소요되며, 모

든 인터뷰 자료는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인터뷰 

자료는 Katz 등(1994)이 제작하고 Nahm  (2006)이 번안한 상

위정서코딩체계(meta-emotion coding system)를 통해 분석하였

다. 상위정서코딩체계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가 확보된 코딩도구로(Katz & Windecker-Nelson, 2004), 두 가

지의 하위영역(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자

녀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으로 나뉜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코딩전문가와 7개월 이상의 집중적 코딩 훈련과정을 

거쳐 평정자간 일치도가 .70 이상임을 검증받은 3명의 연구자

가 전체 데이터의 30%를 더블코딩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

(ICC)는 .74~.91로 나타났다.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어머니 본인이 일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슬픔과 분노)에 대한 느낌 

및 생각에 대해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질문한다. 코딩분

석의 하위항목들은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로 나뉘며, 

상위정서인터뷰 반응에 따라 매우 일치, 일치, 중립, 불일치, 

매우 불일치의 5점 척도로 코딩되며, 인터뷰로부터 얻는 정보

가 없을 경우, 각 하위항목의 평균점수(예, 2.9 혹은 3.1)인 ‘알 

수 없음’으로 코딩된다. 정서 인식은 12개의 문항으로 각 정서

에 대한 원인을 인식하고 있는지 신체적 지각에 대해 기술하

는지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가능한 점수 배점, 24-48점). 정서

수용은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지, 감정조절 

및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지 등의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다(가능한 점수 배점, 26-77.9점). 정서조절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감정의 격렬함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가능한 점수 배점, 17-47.9점). 각 항목의 점

수들은 슬픔과 분노로 각각 나누어 인터뷰하고 점수 산출 후

에는 슬픔과 분노 점수가 더해진다. 따라서 어머니 정서인식 

배점의 총점은 96점, 정서수용 155.8점, 정서조절 95.8점이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상위정서철학에서는 일상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슬

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방식과 태도, 행동을 측정한

다. 코딩분석의 하위요인은 자녀의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

코칭, 정서조절로 나뉘게 되며, 코딩방식은 어머니차원과 동

일하다. 자녀의 정서인식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자녀의 감정 경

험을 구별하는지 통찰력을 갖는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가

능한 점수 배점, 17-36점). 자녀의 정서수용은 자녀의 감정표

현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감정을 공감해주는지 등의 총 13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다(가능한 점수 배점, 25-52점). 자녀의 정

서코칭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 경험을 

존중해주고 적합한 표현과 규칙을 가르치는지 등이 포함된다

(가능한 점수 배점, 23.1-46점). 자녀의 정서조절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자녀가 감정조절을 힘들어하는지 자녀의 극복기술

을 알고있는지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가능한 점수 배

점, 12-39점). 각 항목의 점수들은 슬픔과 분노로 각각 나누어 

인터뷰하고 점수 산출 후에는 슬픔과 분노 점수가 더해진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인식 배점의 총점은 72점, 정서수용

은 104점, 정서코칭은 92점, 정서조절은 78점이다.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실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실험을 위해 Nahm (2006)이 고안

한 젠가블록 과제실험(teaching-task)을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15분의 제한된 시간 설정과 과제성공 시 선물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과제실험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규칙은 3개의 블록이 하나의 층으로 구성된 총 18개 층의 

젠가 탑을 놓고, 한 손으로 탑의 하단에 있는 블록들을 꺼내 다

시 탑 위로 하나씩 쌓아올려, 8개의 탑을 만들어야 한다. 제한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언어적 지시를 통해서만 자녀의 과제수행

을 도울 수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서는 탑이 무너지더라도 원

하는 만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과제실험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녹화하였고, 코딩을 위

해 Kahen이 개발하고 Nahm (2006)이 개정한 Kahen정서코

딩체계(Kahen Affeect Coding System [KAC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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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S의 하위요인은 크게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정서반응, 자

녀 정서반응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

서반응과 자녀의 정서반응만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정서반응

은 긍정정서(애정형, 유머형), 부정정서(경멸형, 부정형: 분노/

좌절/비난), 긴장형(긴장형/긴장형 유머), 중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반응은 긍정정서(애정형, 유머

형) 부정정서(부정형: 분노/초조함/좌절/불순종형, 슬픔/보채

기형), 긴장형(긴장형/긴장형 유머), 중립으로 구분된다. 

상호작용 분석은 INTERACT 8 (Mangold, 2008)을 사용하

여 컴퓨터로 초단위 코딩하였다. 프로그램 내에 KACS 각 하

위요인과 키보드의 각 알파벳을 매치하여 입력한 다음, 녹화

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실시간 초단위로 코딩한다. 코딩된 자료는 각 하위요인의 지

속시간을 의미한다. 평정의 신뢰도를 위해 6개월 간의 정서코

딩체계 훈련을 통해 평정자 간 일치도를 검증 받은(ICC > .7) 

연구원과 전체 데이터의 25%를 더블 코딩하였으며, 본 도구

의 평정자 간 신뢰도(ICC)는 .75 - .89이다.  

자료분석

상위정서인터뷰 코딩 및 Kahen정서코딩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SPSS INC., Chicago, IL)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상호작용 내에서의 정서반응 및 자녀의 정서반

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

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공차한계가 0.1 이상(0.41~0.68), 분산팽창요인(VIF) 값

이 모두 10 이하(3.54~5.13)임을 확인하였으며, 잔차 간의 상

호독립성을 위해 Durbin-Waston 통계량이 2에 근접함을 확인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패턴

분석을 위해 Kahen정서코딩체계 하위요인의 어머니변인 vs 

아동변인 간 코드를 새롭게 결합하여 INTERACT 8 프로그램 

내 상황의존도 분석(conting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녀

의 정서반응이 어머니의 특정 정서반응에 얼마나 자주 뒤따르

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어머니의 정서반응에 따를 아동의 정서

반응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이는 주어진 시간 

동안 각 코드결합의 빈도를 산출하도록 돕고 더불어 구체적인 

반응 패턴을 확인하도록 한다. 전체 결합된 코드의 수는 16개

(어머니변인 수: 4, 아동변인 수: 4)이며, 변인의 축소를 목적으

로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최초의 정

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축소시키고자 할 때 사용된다. 축소

과정에서 개별 차원이 갖는 절대적 차이는 적지만 중요한 의

미를 갖는 변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Jolliffe, 2002). 세

부적으로 배리맥스(Varimax)직각회전을 통해 상호작용 동안

의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패턴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의 수

를 추출하기 위해 설명된 총분산과 스크리 검정, 최소 고유값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6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4개로 나타났

으며, 전체 분산의 84.86%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은 ‘어머

니 중립정서(MNuE) - 자녀 긍정정서(CPE)’, ‘어머니 긍정정

서(MPE) - 자녀 긍정정서(CPE)’, ‘어머니 부정정서(MNE) - 자

녀 부정정서(CNE)’, ‘어머니 부정정서(MNE) - 자녀 중립정서

(CNuE)’이다.   

연구결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정

서반응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Table 1) 및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어머니 자신에 대한 정

서조절 수준은 어머니의 부정정서반응(r = -.38, p < .01) 간 관

계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하위요

인 중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 정서코칭은 아동의 부정정

서반응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31, p < .05). 그리고 자녀

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긴장형 정서(r = 

-.32, p < .05) 간 부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과제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

녀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하위요인 중 어머니 자

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부정정서반응에 영향

을 미쳤으며, 이는 19%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07, p < .05,  

β = -.73, p < .01). 또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

철학 중 정서코칭이 아동의 부정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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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은 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63, 

p < .05, β = -.40, p < .05).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상호호혜적 정서반응패턴에 미치

는 영향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어머니-자녀 상호호혜적 정서반응패

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과 어머니-자녀 상호호혜적 정서반응패턴 간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자신의 정서조절 수준

이 높을수록 ‘어머니 중립정서 - 자녀 긍정정서’ 패턴이 많이 나

타났다(r = .41, p < .01). 그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수용과 

‘어머니 긍정정서 - 자녀 긍정정서’ 패턴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 

= .40, p < .05). 다음으로 ‘어머니 부정정서 - 자녀 부정정서’ 패

턴은 어머니 자신의 정서수용(r = -.42, p < .01), 어머니 자신의 

정서조절(r = -.32 p < .05),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인식(r = -.40, 

p < .01)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시말하면, 자신의 정서수용과 

정서조절 수준이 높으며,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

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내에서 ‘어머니 부정정서 -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 SD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Emotional awareness 85.45 4.78
   Emotional acceptance 107.25 6.46
   Emotional regulation 77.99 6.53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62.51 4.51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77.67 4.17
   Emotional coaching of child’s emotion 70.01 5.45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s emotion 57.81 4.92
Maternal affect    
   Positive 96.21 66.74
   Negative 28.63 53.37
   Tension 118.56 76.20
   Neutral 679.45 111.85
Child affect
   Positive 51.90 58.46
   Negative 28.61 24.01
   Tension 187.29 156.22
   Neutral 616.34 145.64

Note. N = 44. 

Table 2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1 -
2 .46** -
3 .16 .34* -
4 .41** .32* -.07 -
5 .20 .46** .44** .31* -
6 .42** .56** .27 .53** -.64** -
7 .06 .15 .45** .26 .56** .34* -

Maternal affect 
8 .08 -.19 .16 -.07 .01 -.05 -.05 -
9 .13 -.02 -.38* .06 -.25 -.04 -.14 -.42** -
10 .08 .05 .30 .09 .03 .03 -.32* -.06 .14 -
11 .02 .10 -.13 -.22 .02 -.09 -.06 -.18 -.13 -.56** -

Child affect
12 -.06 -.21 -.05 -.04 .04 -.10 -.18 .63** -.26 -.24 .02 -
13 -.01 -.14 -.19 -.06 -.05 -.31* -.21 .07 .15 .51 -.04 .13 -
14 .22 .17 .28 .11 .11 .14 .11 -.21 .48* .66** -.31* -.39** .13 -
15 .01 .19 -.08 -.18 .04 .03 .03 .03 -.23 -.51** .54** .02 -.27 -.61**

Note. N = 44; 1 = emotional awareness; 2 = emotional acceptance; 3 = emotional regulation; 4 =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5 =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6 = emotional coaching of child's emotion; 7 =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s emotion; 8 = 
positive; 9 = negative; 10 = tension; 11 = neural; 12 = positive; 13 = negative; 14 = tension; 15 = neutral.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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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정서’ 패턴이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결과만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

조절 수준은 ‘어머니 중립정서 - 아동 긍정정서’ 패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2.52, p < .05), 31%의 설명력

을 보였다(F = 4.55, p < .05). ‘어머니 긍정정서 - 아동 긍정정서’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s Predictor of Maternal Affect and Child Affe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Maternal affect negativity Emotional awareness  .18  1.10 .19 3.07*

Emotional acceptance  .05  -.29
Emotional regulation  -.73** -2.83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09   .52 .10 1.07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39 -1.69
Emotional coaching of child’s emotion  .17   .73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s emotion -.01 -.04

Child affect negativity Emotional awareness  .13 2.34 .02 .30
Emotional acceptance  .17  .94
Emotional regulation  .05  .28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08 -.41 .34 2.63*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05 -.22
Emotional coaching of child’s emotion  -.40* -.56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s emotion -.10 -.54

Note. N = 44. 
*p < .05. **p < .01.

Table 4  
Correlations of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1 2 3 4 5 6 7 8 9 10
Meta-emotion philosophy

1 -
2   .46** -
3  .16  .34* -
4   .41**  .32* -.06 -
5  .20   .46**   .44**  .31* -
6   .42**   .56**  .27  .53**  .65** -
7 -.05 .15   .45** .26  .56**  .34* -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
8 -.09 -.07  .41** .05  .04  .22  .22 -
9  .12  .04 .16 .09   .40**  .13  .12 .01 -
10 -.11 - .42** -.32* -.40** -.03 -.05 -.20 .00 .03 -
11  .09  .21 .01 .09  .02  .07  .00 .01 .00 .00

Note. N = 44; 1 = emotional awareness; 2 = emotional acceptance; 3 = emotional regulation; 4 =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5 =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6 = emotional coaching of child’s emotion; 7 =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s emotion; 8 = 
maternal neutral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9 = maternal positive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10 = maternal negative emotion 
- child negative emotion; 11 = maternal negative emotion - child neutral emotion.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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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패턴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에 영향을 받으

며, 그 설명력은 38%로(t = .07, p < .05),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5.77, p < .05). 그리고 ‘어머니 부정정서 - 아

동 부정정서’ 패턴은 어머니 자신의 정서 수용과 조절,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3, p < .05; t = -.13 p < .05; t = -.17, p < .05). 이 모형의 설

명력은 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을 보였다(F = 5.52, 

p < .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 총 44쌍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실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나

타난 정서반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상호호혜적으로 반복되는 어머니-자녀 정서반응 간 패턴을 

추출하여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된 연구결과들을 논의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자녀 정서반응 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경험에 압도되지 않

고 이를 잘 조절하는 상위정서철학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상

호작용 동안 자녀에게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부정정서를 잘 조절하는 상

위정서철학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능숙하게 통제

하고 자신만의 극복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능력이 부정적 정서반응을 감소시키는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

서조절은 자녀를 향한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 역할을 밝힌 Landry, Smith, 

MillerLoncar와 Swank (1998)의 정서적 조율 모형을 지지한다.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

은 상승된 부정정서에 쉽게 압도되어 자신의 정서조절을 어려

워하고 해결되지 않은 정서를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반

면(Nahm & Park, 2017),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긍

정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식은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정서반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다(Zhou et al., 2002).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해 정서코칭을 잘 하는 상

위정서 철학을 보인 어머니일수록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부정

정서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코칭을 잘하는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존중하며,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

결하도록 돕는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

일 수 있다고 여긴다(Gottman et al., 1996; Gottman & Nahm, 

2007). 따라서, 정서코칭의 이러한 과정들은 자녀로 하여금 정

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정적 정서가 고조되기 전에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코칭은 자녀

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보이고, 보다 

높은 놀이 수준에 기여하며(Katz & Windecker-Nelson, 2004), 

이후 자녀의 보다 적응적이고 주도적인 상위정서철학과도 관

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Hunter et al., 2011).  

둘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어머니-자녀의 상호호혜

적 정서반응패턴 간 관계에 있어, 어머니 자신의 정서조절 수

준이 ‘어머니 중립정서 - 자녀 긍정정서’ 반응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

는 어머니가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적절한 상호작용

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Katz & Windecker-Nelson, 2004; Nahm 

& Park, 2017), 이들은 보다 능숙하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경험

을 중립 혹은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조절 수준

이 실질적인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내에서 자녀의 부정정서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s as Predictor of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Maternal neutral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Emotional regulation   .31** 2.52 .31 4.55*
Maternal positive emotion - Child positive emotion Emotional acceptance of child’s emotion  .07* 2.40 .38 5.77*
Maternal negative emotion - Child negative emotion Emotional acceptance -.23* -2.35 .34 5.52*

Emotional regulation -.13* -2.13
Emotional awareness of child’s emotion -.17* -2.06

Note. N = 44.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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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상위정서철학을 통해 나타난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수용능력은 실제 상호작용에서 ‘어머니 긍정정

서 - 자녀 긍정정서’ 반응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녀의 부정정서를 잘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

정서 반응을 표현하였고, 이에 자녀 역시 상호호혜적으로 긍

정정서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수용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풍

부한 긍정정서경험 및 정서적 연결감을 제공한다는 연구와 일

치한다(Bell & Wolfe,  2004). 그 밖에 여러 연구들이 어머니의 

긍정정서표현이 자녀의 긍정정서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으나(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Meyer 

et al., 2014),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자녀의 정서를 잘 수용하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어머니-자녀 정서적 교류의 순기능

을 보다 촉진 혹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자신의 부정정서를 능숙하게 수용하

고 조절하며, 자녀의 정서 또한 잘 인식하는 어머니의 상위정

서철학은 낮은 ‘어머니 부정정서 - 자녀 부정정서’ 패턴 즉, 어

머니 부정정서반응에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빈도가 낮

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의 부정정서를 잘 수용해주

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긍정정서 - 자녀 긍정정서’ 반응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자신의 부정정서를 잘 수용하고 조절하는 

어머니는 ‘어머니 부정정서 - 자녀 부정정서’ 반응이 감소하였

다는 사실이다. 어머니-자녀의 상승된 스트레스 상호작용 상

황에서 자녀의 정서와 표현에 대한 수용적인 정서반응들은 어

머니의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와 목소리 톤, 몸짓, 얼굴표정 

등으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긍정정서반응을 상승시

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

서와 정서표출에 편안하게 반응하는 상위정서철학은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Kring, Smith, & Neale, 1994), 

상승된 부정정서를 잘 조절하여(Katz & Windecker-Nelson, 

2004), 어머니 자신 및 자녀의 부정적 패턴 감소에 영향을 미

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잘 인식하

는 과정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동안 지속적으로 자녀의 얼굴표

정 및 행동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

구신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이 자

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Park & Nahm, 

2010).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 자신 및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

한 정서적 가치관이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내 정서반응에 서

로 다른 기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단

순히 개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있는 정서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사회화 과정을 보여주

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정서

사회화 과정 안에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실제 어머니-

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밝혔고, 더 나아가 상호호혜적 정서반응패턴과 상

위정서철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

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 혹

은 부정적 정서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입증하였으

며(Lunkenheimer, Shields, & Cortina, 2007), 특히 종적인 정서

사회화 과정의 흐름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자녀 상호

작용 내 정서적 흐름을 횡적으로 탐색하여 정서사회화 과정을 

설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

어, 상위정서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서경험에 대한 정보를 질적

으로 수집하고 이를 양적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실제 어머니-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과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초단위로 분석하였다. 과학적 측정을 

통해 정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기존 정서연구들

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관찰 및 인터뷰를 활용한 실험연구로서, 연구

대상 표집의 크기가 작아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어머니 상위

정서철학과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

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보다 과학

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으나,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적용한다면 보다 깊이있는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측정 시, 슬픔과 분노 차원을 나누어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통

계적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부정정서라는 단일차원으로 분석

하였다. 슬픔과 분노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랐다고 보

고한 일부 연구결과(Kim & Nahm, 2013)로 미루어, 후속 연구

에서는 슬픔 및 분노 각각의 상위정서철학을 다루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상위정서인터

뷰 매뉴얼은 부정정서 외 긍정정서(애정과 자부심)에 대한 상

위정서철학을 담고 있으나, 긍정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코

딩체계의 미비로 아직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

구에서 긍정정서 상위정서철학 코딩체계 구조의 검증 및 신뢰

도와 타당도를 확보한다면 상위정서철학의 보다 다양한 측면



Nahm and Park  90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육행동에 있어 유사한 신경회로, 호르몬 및 신경 조절인자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Leuner, Glasper, & Gould, 

2010) 다수의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른 양육 매

커니즘을 밝히고 있다(Cassano, Perry-Parrish, & Zeman, 2007; 

Lonstein & De Vries, 2000). 추후 아버지의 상위정서철학과 실

제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내 정서적 교류에 대한 연구를 확충

한다면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의 정서적 특성을 규명

하고 이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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