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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이러한 관계가 유아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 어

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6세 남아 46명과 여아 40명(총 86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의 정서 표현성은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유아의 귀인오류는 이야기를 사용한 인터

뷰로 측정 되었다. 또한 유아의 공격행동은 Crick등이 개발한 유아 공격행동 체크리스트를 교사가 

보고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가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과 관계적 공

격행동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공격

행동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부적 정

서 표현성이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 및 유아 변인이 유아의 공격 행동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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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의 공격행동은 또래 관계 문제 및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 반사

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 2003). 이러한 유아의 

공격행동은 특히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유아가 부모와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가 경험한 부정적 양육 

경험 및 정서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Perry, Kusel & Perry, 1988; Tremblay, 2000). 

  한편 유아가 가정 내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 정서적 유능성에 바람직

한 영향을 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유아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부모 특성

은 주로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곽혜경, 2008; 김민효, 2009),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다. 그러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이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적 

상호작용은 대부분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의해 이루어진다(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어머니가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유아는 분노나 충동을 어떻게 표현할지 학

습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 표현성이란 어머니가 유아에게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화, 슬픔 등의 부정

적 정서를 표현하는 패턴으로 개인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이다(Halberstadt et al., 1995). 

어머니가 평소 자연스럽게 표현한 정서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일상에서 부모의 정서를 자주 관찰한 유아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황에 적

절한 행동과 정서표현이 가능하게 된다(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ch, 

1993). 즉, 유아는 어머니의 정적 혹은 부적 정서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분 및 상황을 해석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정서이해능력을 증

가시키는 반면 문제 행동은 감소시킨다고 밝혀져 왔다(김호정, 2001; Lindahl, 1998; Rothbart & 

Weisz, 1994; 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또한 Eisenberg 등(1998)은 어

머니가 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 때 자녀는 문제해결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처리하고 사회 

적응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수록 아동의 분노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공격행동이 증가된다(Cummings & Davies, 1996). 부모

와 부정적인 정서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들은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기술의 발달

이 원만하지 못하다(박순천, 2006;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Gottman, Katz, & Hooven, 

1996).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유아가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isenberg et al., 1998) 어머니가 표현하는 정서는 유아의 공격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유아 개인의 특성 역시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공격행동과 관련된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 귀인오류가 주목을 받아왔다. 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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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건이 발생된 원인에 관한 추론으로(Graham, 2001),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파악하여 맥

락에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이끈다(Crick & Dodge, 1994). 예를 들어 중립적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유아들은 타인의 표정 및 맥락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단서보다 부정적 단서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다(Dodge & Frame, 1982). 따라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 의도가 없는 상황을 자

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적대적 귀인과 공격성간의 관계

는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검증되어왔다(한준아, 2001; Arsenio & Lemerise, 2004), 

  아동의 공격행동과 또래의도에 관한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41개의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오

류와 공격성간의 관련성이 있었다(Orobio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 & Monshouwer, 

2002). 이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상대의 의도를 더 적대적으로 해

석하였음을 의미한다. Dodge, Murphy 그리고 Bachsbaum(1984)는 7, 9, 11세 아동의 귀인을 살펴

본 결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공격적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보다 더 적대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hieson 등(2011) 역시 공격적 아동은 또래의 비의도적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해

석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아동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적대적 귀인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홍상황, 이경연, 2013). 즉, 아동의 적대적 귀인오류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격행동 연구들은 대부분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았다(김지현, 박경

자, 2006; Giles & Heyman, 2005; 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Nesdale & Duffy, 

2011). 그러나 Crick과 Werner(1998)는 기존 연구에서의 공격행동은 남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행동으로 한정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여아는 넘어뜨리기나 밀치기와 같

은 신체적인 공격행동이 남아에 비해 적다(Crick, Casas, &  Ku, 1999). 그러나 여아는 무시하기, 

따돌리기, 소문 퍼뜨리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는 관계적 공격행동이 높다(Crick 

& Grotpeter, 1995). 따라서 공격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외현적 공격행동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행동 또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남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

가 여아보다 높았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Rys & Bear, 1997). 일

본과 미국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우울, 비행 간

의 관계에서 남녀 성에 따른 공격성 유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Kawabata, Crick, & 

Hamaguchi, 2010). 이는 아동기 이후의 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행동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

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 역시 성에 따라 공격행동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으

므로(윤소정, 김민경, 2011; 박영신, 2005)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공격행동에서의 성차를 살펴

보아야 한다.

  또한 관계적 공격행동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

아 대상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기부터 발달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Bonica, Arnold, Fisher, Zeljo, & Yershova, 2003), 유아도 관계적 공격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

다는 근거가 보고되고 있다(Ostrov & Godleski, 2010). 이와 같이 유아기에도 관계적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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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령 전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의 공격행

동을 설명하는 귀인오류에 초점을 두고, 이 두 변인이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으로 밝히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유아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

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6세 유아 86명(남아 46명, 여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유아의 연령을 만 6세로 정한 것은 관계적 공격행동이 너무 어린 

연령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Crick, 1996; Giles & Heyman, 2005). 어머니들의 

97%가 고졸 이상이었고, 그 중에 41%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이 46.4%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은 31%, 400만원 이상은 22.6%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척도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Halberstadt 등(Halberstadt et al., 1995)이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Family Questionnaire(SEFQ)를 송하나(2006)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EFQ

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유아에게 보이는 정서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내 구성원들 간

의 일대일 정서표현에 초점을 두었다. 이 척도는 정적 정서표현의 23문항과 부적 정서표현의 17

문항을 포함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적 정서 표현성은 애정, 기쁨, 칭찬 등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승리로 인해 희열을 나타내는 것”, “잘한 일에 

대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부적 정서 표현성은 분

노나 비난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족구성원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소한 짜

증에 순간적인 화를 표현하는 것”, “한 가족 구성원과 말다툼하는 것”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

된다.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정서적 상황이 가족 내에서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는지를 어머니가 

Likert식 9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빈번하게 자주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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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문항별 응답방식은 ‘전혀 빈번하지 않은’(1점)에서 '매우 빈번한’(9점)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에서 .92, 부적 정서 표현성에서 .90였다. 

2) 유아의 귀인오류

본 연구에서 유아 귀인오류의 측정은 Dodge와 Frame(1982)이 적대적 귀인을 측정하기 위해 가설

적 이야기를 사용해 만든 the story-based interview를 김지현(200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현적 귀인오류와 관계적 귀인오류를 포함한 총 8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

기는 화를 유발하게 하는 가설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외현적 귀인오류는 친구나 타인에게 물리적

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의 네 가지 이야기(우유 이야기, 신발 이야기, 물감 이야기, 달리기 이야기)로 

구성된다. 관계적 귀인오류는 나머지 네 이야기(놀이터 이야기, 복도 이야기, 생일 파티 이야기, 산책 

이야기)로써 유아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각 이야기는 그림판을 이

용하여 실험자가 아동에게 들려준 후 각 상황에 대하여 두 번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은 “이 이야

기에서 친구가 나에게 왜 그랬을까?”와 같이 개방형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들

을 위해 폐쇄형으로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이 질문들은 자극 제공자의 의도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 

속의 또래가 보인 행동이 적대적인지 중립적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아의 응답을 분류하여 유아

가 적대적 귀인을 한 경우에는 1점, 중립적 귀인을 한 경우에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유아가 해당영역의 적대적 귀인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자와 귀인오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인이 본 연구의 자료를 평정하였다. 전체아동의 개방

형 질문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외현적 귀인오류에서 97.2%, 관계적 귀인오류에서 97.4%였다. 

3) 유아의 공격행동 척도 

유아의 공격행동 척도는 Crick과 Werner(1998) 및 Crick과 Grotpeter(1995)의 공격행동 척도를 김민

정(2001)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중 외현적 공격행동은 Crick과 Werner(1998)의 외현적 

공격행동 척도 5문항에 Crick과 Grotpeter(1995)이 사용한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 관한 1문항을 더

하여 총 6문항이 사용되었다. 관계적 공격행동은 Crick과 Werner(1998)의 질문지를 번안한 김민정

(2001)의 척도를 이태경(2005)이 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하기 적합하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적 공격행동 척도는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신체적 공격행동과 타인에게 욕을 

하는 언어적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떠민다.”, “아이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그들에게 때려 눕히겠다고 말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적 공격행동은 또래관계에 해를 입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집단 활동이나 놀이

시간에 특정 아이들이 자기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자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관하여 체크리스트로 평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

사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령 전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과 외현적 공격행동의 측

정에 교사평정이 보다 신뢰롭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McEvoy, Estrem, Rodriguez, & Olson, 2003).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된다. 문항별 응답방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외현적 공격행동에서 .92, 아동의 관계적 공격행동에서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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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와 자료 분석

1) 연구 절차

예비실험은 2008년 3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두 곳에서 만 5, 6세 유아 총 28명과 그들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방법의 적절성과 문항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

다. 그 결과 만 5세 유아는 이해력 부족으로 제외되었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판과 이

야기를 함께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림판은 아동학 석사 학위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 2인과 보육

교사 2인에게 검토 받았다. 

본 실험은 2008년 4월과 5월에 총 6주에 걸쳐 시행하였다. 만 6세 유아 8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

자가 직접 원에서 유아와의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유아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해 10분 정

도 간단한 게임을 하는 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의 귀인오류를 측정

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응답을 기록지에 전사하였다. 한 유아 당 총 소요 시간

은 약 20분이었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회수하

였고, 유아의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귀인오류,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

다.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성에 따른 변

인들 간의 관계 또한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후 분석은 각 연구문제에 따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공격행동

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남녀 성에 따른 영향력 

또한 검토하였다. 통계처리에는 SPSS version 18.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귀인오류, 유아의 공격행동에서의 성차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에 참여한 총 86명의 어머니와 유아변인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적 및 부적 정서 표현성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및 관계적 공격행동에서 또한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및 외현적 공격행동에서는 남아의 평균이 여아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녀의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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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귀인오류, 유아의 공격행동에서의 성차 (N=86)

남아(n=46) 여아(n=40) 전체(n=8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1.47(.50) 1.55(.50) 1.51(.50) -.78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1.47(.50) 1.53(.50) 1.49(.50) -.54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1.73(1.21) 1.88(1.18) 1.80(1.20) -.54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2.27(1.36) 1.95(1.24) 2.12(1.30) 1.12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1.62(.49) 1.44(.50) 1.54(.50) 1.60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1.49(.51) 1.52(.50) 1.51(.50) .32

 *p<.05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귀인오류, 유아의 공격행동간 관계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 그리고 유아의 공격행동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귀인오류와 유아의 공격행동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는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r=.29, p<.01)을 보였고,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과도 유의

한 정적상관(r=.28,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또한 유아의 관계

적 공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r=.28, p<.05)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귀인오류가 증가할수록 유

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공격행동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86)

1 2 3 4 5 6

 1.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

 2.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40*** -

 3.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07 -.02 -

 4.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19 -.14 .43*** -

 5.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03 .01 .12 .29** -

 6.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08 -.14 .28* .28*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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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귀인오류, 유아의 공격행동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남아와 여아별로 각각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3>은 남아와 여아별 상관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표 3>을 살펴보면 남아집단에서는 어머니변인과 아동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여아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여아의 외현적(r=-.34, p<.05) 및 관

계적 귀인오류(r=-.42, p<.01) 그리고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r=-.37,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또한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r=-.39,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여아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정서 표현성을 많이 할수록 여아의 귀인오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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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공격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아의 귀인오류와 여아의 공격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여아의 외현적 귀인오류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r=.36,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성에 따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86)

남아(n=46) 여아(n=40)
1 2 3 4 5 6 1 2 3 4 5 6

1.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 -

2.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17 - .67*** -

3.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13 .01 - -.34* -.07 -

4.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02 -.08 .43** - -.42** -.20 .45** -

5.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06 .14 -.02 .31 - -.10 -.11 .31 .22 -

6.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17 .08 .22 .28 .55*** - -.37* -.39* .36* .27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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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의 상대적인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공격행동의 두 개 하위 요인인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β=.25 p<.05)과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β=.27, p<.05)이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으며 어

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는 유아의 공격행

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인 귀인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는 유아일

수록 공격적인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네 개의 예측 변인은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

동,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전체 변량 각각의 6%, 8%를 설명했으며 각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3.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

향

여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여아의 귀인오류의 상대적인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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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남아를 제외하고 여아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준거 요인별로 살펴보면, 여아의 외현적 공격행동(β=.53, p<.05)은 여아의 외현적 귀

인오류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어

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 여아의 관계적 귀인오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예측변인 중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만이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β=-.45, p<.05). 이는 여아의 경우 외현적 공격행동은 

자신의 외현적 귀인오류의 영향을 받지만, 관계적 공격행동은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예측 변인을 포함한 회귀 모델은 여아의 관계적 공

격행동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였으나 여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변인에 대한 회귀모델은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86)

준거변인

예측변인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β t β t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00 .02 .01 .07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05 .41 -.15 -1.32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00 -.01 .15 1.13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25 2.14* .27 2.38*

회귀모델 R2=.06 F=4.58* R2=.08 F=5.68*

*p<.05

<표 5> 여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40)

준거변인

예측변인
여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β t β t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 .01 .04 .01 .04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 -.13 -.60 -.45 -2.20*

여아의 외현적 귀인오류 .53 2.60* .26 1.46

여아의 관계적 귀인오류 -.14 -.61 .01 .04

회귀모델 R2=.23 F=2.01 R2=.29 F=3.00*

*p<.05

Ⅳ.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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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각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는 유아의 외현적 공격행동 및 관계적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이는 관계적 귀인오류가 높은 유아일수록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놀리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냄으로써 우정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 단서의 부호화와 해석단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Dodge(1986)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애매모호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 오류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테

면 또래와의 다툼이 많은 아동의 경우‘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적대적이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 즉 애매한 상황에서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적대적 귀인과 관련된 단서들을 더 많이 부호화

하게 되어, 또래에게 적대적 의도를 더 강하게 과잉귀인 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86). 이는 공격적이지 않은 유아는 상황의 원인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중립적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귀인오류가 유아의 공격행

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Crick, Grotpeter, & Bigbee, 2002; Dodge, 

1986; Dodge & Crick, 1990; Dodge & Frame, 198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관계적 귀인오류가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 뿐만 아니라 외현적 

공격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귀인오류와 관계적 귀인오류를 측정하

기 위해 제시된 이야기의 수준차이로 설명되어진다. Goldstein, Tisak 그리고 Boxer(2002)는 유아

들의 경우 또래의 관계적 공격을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게 인식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에

서 유아는 외현적 귀인오류 및 관계적 귀인오류의 가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적 표

상능력의 획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물감 이야기’에서 외현적 귀인오류가 유발되려면 유

아는 본인이 그린 그림에 물감을 엎지른 친구의 의도를 해석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유아는 물

리적으로 제시되는 실제에 대한 표상(그림판의 주인공)을 한다. 반면 ‘복도 이야기’에서 관계

적 귀인오류가 유발되려면 복도를 지나가며 자신을 보고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는 친구들의 생

각을 유아는 마음속에 다시 표상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적 귀인오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는 이야기속의 주인공들의 관계에 대해 표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에 대한 표상보다 더 어렵다(Flavell, 1979).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의 외현적 귀인오류의 

평균과 관계적 귀인오류의 평균을 살펴보면, 실험대상인 유아들이 외현적 귀인오류보다 관계적 

귀인오류를 더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만 6세 유아들이 외현적 귀인오류보다 더 높

은 수준인 관계적 귀인오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행동 모두가 높게 

나타난 것을 가정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여아의 관계적 공격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어

머니가 분노나 비난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여아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덜 일

으키며 또래를 배척하는 경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Cervantes & Callanan, 1998; 

Dunsmore & Karn, 2001). 특히 어머니가 칭찬이나 애정 같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만 아니라 짜증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유아에게는 타인의 감정

을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Schultz, Izard, & Bear, 2004). 다양한 종류의 정서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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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해 본 유아는 타인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Dunsmore & Karn, 2001), 더 높은 감정이

입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Denham & Auerbach, 1995; Denham & Kochanoff, 

2002). 

  이렇듯 자녀가 부모의 정서 표현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데,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특

정 사건에 대한 정서의 원인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아가 정서를 학습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Brown & Dunn, 1991; Wang & Fivush, 2005). 특히 만 5세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와 부적 정서에 대해 상세하고 풍부한 대화를 할 때 정적 

정서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보다 정서사회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났다(Garner, Dunsmore, 

& Southam-Gerrow, 2008). 반면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위험하다고 간주하며 절제

하는 부모의 자녀는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이는 부모가 분노 및 짜증을 적절하게 다루

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자녀는 부적 정서를 올바르게 부호화 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

이다(Dunsmore, Her, Halberstadt, & Perez-Rivera, 2009). 이로 인해 부적정서를 적합하게 표출

할 방법을 학습하지 못한 자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

모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 및 부인 하는 것보다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유아가 높은 수준의 정

서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계가 여아에서만 나타난 점에서 유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정서를 더 빈번하게 표현한다(King & Emmons, 1990). 예를 들어 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단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단어도 많이 사용하며,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의 원인을 설명

해주어 정서 조절 획득에 도움을 준다(Wang & Fivush, 2005). 더 나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

모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아에게 주로 공감과 위로를 표현하며 자녀가 정

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한 반면, 남아에게는 더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Fivush, 2007). 

이는 부모와 유아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은 가정 내에서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부모의 정서를 이해하

고, 이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우므로(Boyum & Parke, 1995), 남아보다 여

아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높아 공격행동 수준이 더 

낮았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후 실증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가정의 정서환경을 구성하고 유아의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부적 정서 표현성은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적절히 표현된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이 여아의 낮은 관계적 공격

행동을 설명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아의 귀인오류가 공격행

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유아의 귀인오류는 유아의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귀인오류에 관하여 직접 실험을 실시한 만큼 실험에서 사용된 

그림판의 정보가 유아의 의도를 검증하기에는 불충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아의 가족 

인구학적인 변인이 어머니와 유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한 세심한 

연구절차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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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others' emotion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attributional biases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86 children; 46 6-year-old boys and 40 6-year-old girls in

kindergartens, and their mothers in Seoul. The emotion expressiveness of the mothers were

measured by a self-reported Korean version of SEFQ(Self Expressivness Family Questionnaire).

Attributional biases of the children were evaluated by using Dodge and Frame's Story-Based

Interview Scale.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were measured by teachers using a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Scale developed by Crick(1995).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al

attributional biases of children positively influenced overt/relational aggressive behaviors. The

emotion expressiveness of mothers and the aggressive behavior of children, however, were not

significant. Regarding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 the negative emotion expressiveness of mothers

predicted the girl's relational aggressive behavior negative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 expressiveness, attributional biases, aggress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