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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좌절 상황에서 3세 유아가 보이는 정서조절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고, 유아의 전략과 그

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전략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3세 유아와 어머니 33

쌍을 대상으로 한 실험 관찰을 실시하였다. Stansbury와 Sigman(2000)의 도구를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2개의 좌절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위안, 도구, 인지 재평가, 주의전환,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한다. 연구 결과,

3세 유아들은 인지 재평가를 포함한 복잡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정리 과

제’(Clean-up) 좌절상황에서는 도구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사탕 지연 과제’(Candy

given then denied)의 상황에서는 주의전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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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

는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며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다.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며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해야 할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 될 정서를 인식하게 된다(Calkins & Smith, 1999). 정서조절

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외부적․내재적 

과정으로(Thompson, 1994),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뿐 아니라 정서 경험을 사회적으

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Michel, & Teti, 1994). 효과적 정서조절

이란 단순히 공격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들의 억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Thompson, 1994). 주의조절과 행동조절을 포함하는 자

기조절능력은 외적인 통제의 대상 없이도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

히 조정하는 능력으로, 대체로 정서조절 전략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정은주, 2005).

정서조절 전략은 연구 상황과 연구 대상,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정의되는데, 대

체로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전략들로 정서적,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전략들로 구분한다

(Calkins et al., 1999; Denham, 1998). 정서조절 전략은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Westen, 1994),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전략들’(임희수, 2001), ‘정서 자극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을 위해 유아가 사용하는 표현적 대처행동’(정은주, 2005)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아는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전략들은 선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이

후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조절 상황에서 유

아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적응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도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Eisenberg et al., 1996). 본 연구는 정서조절 

전략을 부정적인 정서 유발 상황에서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대처 전략들로 정의

할 수 있다.

최근 유아기 정서조절이 또래관계의 성공과 다양한 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정서조절이 외현화 행동 및 또

래인기도(Eisenberg, Liew, & Pidada, 2001; Rydell, Berlin, & Bohlin, 2003), 친사회성

(Henderson, Marshall, Fox, & Rubin, 2004), 또래 유능성(Denham, 2006; Shelids & Cicchetti,

2001) 등과 같은 사회 적응행동과 밀접한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3~4세 유아기는 내재적이며 자율적인 통제로 전이되는 단계로서(Kopp, 1989), 정서조절 전략

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Cole et al., 2009; Denham et al., 2002;

Lemerise & Arsenio, 2000). 또, 내적 상태와 외부 행동의 관계와 마음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Baird & Moses, 2001; Leslie, 1994; Wellman, Cross, & Watson, 2001) 이 시기에 

형성된 정서조절 전략의 패턴은 거의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아동기, 청년기 이후 성인기의 삶 속

에서 관계의 기틀이 된다.

선행 연구들은 이미 유아들의 정서조절을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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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왔다. 국외의 유아기 정서조절 전략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Kochanska(1994)는 3세 경에 다

른 영역의 발달과 함께 인지조절 같은 복잡한 정서적 자기조절전략을 내면화하고 실행할 수 있

는 준비를 한다고 하여 실험연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 외에도 3-4세의 마음이론 발달, 기준

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증가, 자기인식 증가, 자발적인 정서표출 조절 등은 3세 유아기에 복

잡한 정서조절 전략과 재인지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Cole

et al., 2009; Diener & Mangelsdorf, 1999; Grolnick, Bridges, & Connell, 1996; Shaffer, 2000;

Stansbury, & Sigman, 2000). 국내의 영유아기 정서조절 전략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기는 관찰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권진, 2008; 박유미, 2007; 송혜선,

2005), 유아기 정서조절 전략의 관찰실험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지경진, 2004). 다만 그림카드를 

매개로 면접 연구를(안라리, 2005; 이정수, 2011) 시도하였고, 대부분은 질문지 연구이다(박서정,

2004; 배주희, 2011). 그러나 질문지 연구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사회적인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서 유아의 발달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문지나 면접연구에서 보지 못

한 유아의 복잡한 정서조절 전략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을 통한 실험연구가 요구된

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은 주 양육자이고 사회화의 대행자인 어머니의 표현, 행동 등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형성된다. 즉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이해 습득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Cole et al., 2009; Denham, 1997; Raikes & Thompson,

2006).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과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 간의 상관을 밝힌 연구(권진,

2008; 송혜선, 2005; 임희수, 2001; Fabes et al., 2003; Stansbury, & Sigman, 2000)는 유아들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이 서로 상호작용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어머니

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도 긍정적인 정서조절 행동과는 유

의한 관련이 없거나(노지연, 정윤경, 2010),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오히려 분노나 공격성이 증가하여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

(Eisenberg et al., 1992; Eisenberg & Fabes, 1994).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좌절 상황

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규명하기 위하여 

Stansbury와 Sigman(2000)의 척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

내에서 번안되어진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척도(Eisenberg & Fabes, 1994: Kalpidou, 1997)와 어

머니 반응 전략 척도(Eisenberg, 1996; Gurovich, 1999)가 있지만, 본 척도는 2개의 좌절 유발 

상황에서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을 동시에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위안, 도구, 재인지, 주의전환 등 4개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듯 유아기 정서조절 전략의 발달과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이 이후 보다 나은 발

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절 전략을 직접 관찰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를 유

발하는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을 직접 관찰하고, 어머니들의 반응 전략이 유아

들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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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특 성 빈 도(%) 평 균

유아특성

성    별
남
여

17명(52%)

16명(48%)

월    령
41-44개월
45-48개월
49-52개월

9명(27%)

16명(49%)

8명(24%)

46개월 3일
(M=46.3)

출생순위
외동아 
첫째아 

둘째아 이하

5명(15%),

12명(37%)

16명(48%)

어머니 특성

연    령
30세 이하 

31-40세  
41세 이상 

3명( 9%)

28명(85%)

2명( 6%)

직    업
전문․사무․서비스직

전업 주부
12명(36%)

21명(64%)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16명(48%)

17명(52%)

가정의 총 수입
250만원 이하 
260-450만원

450만원 이상 

11명(33%)

13명(39%)

9명(27%)

<연구 문제 1> 좌절 상황에서 3세 유아들의 정서조절 전략 및 어머니의 전략 반응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J시 H어린이집의 3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3쌍으로 어린이집 안내

문을 통하여 참여의사와 실험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표 1> 유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2. 실험과제 및 절차 

1) 실험과제

본 연구는 좌절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Stansbury와 Sigman(2000)이 사용한 ‘장난감 정리 과제’(Clean-up)와 ‘사탕 지연 과제’(Candy

given then denied)를 사용하였다. 이 두 실험은 3-4세 유아에게 정서적 좌절을 유발하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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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정리 과제 

(Clean-

up)

유아와 어머니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시해주고 2분 동안 놀게 한 후, 실험자가 들

어가서 유아에게 롤러코스트를 준다. 이 장난감은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활주로를 

굴러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되어있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그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되

는지 보여준 다음,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한다. 유아가 롤러코스트 위에 자

동차를 올려놓고 작동하려할 때, 실험자가 자동차를 도로 가져가며 유아와 어머니에

게 “실험실 안의 장난감을 박스에 다 정리해야만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한다(좌절 상황 유도). 그리고 2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때까지는 장난감 정

리를 다 마쳐달라고 말한 뒤 방을 나온다.

사탕 

지연 과제

(Candy

given then

denied)

장난감 정리 과제가 끝난 후실험자와 실험 보조자가 돌아와 장난감을 치운 뒤, 실험

자가 어머니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실험 보조자는 유아와 함께 방에 남는다.

방 밖에서 실험자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사탕을 어머님이 어떻게 먹

지 못하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실험 보조자가 아이에게 사탕을 줄텐데, 아이가 사

탕을 먹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거나 다시 저에게 가--져오게 해주세요.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실험보조자는 사탕 바구니에서 유아에게 사탕을 

고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유아에게 “사탕을 지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한테 

허락부터 받고 먹어야 해. 알았지?”라고 말한다. 유아가 사탕을 선택을 한 후, 부모

가 다시 들어가고 실험보조자는 방을 나온다.

한 대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이다. 장난감 정리 과제는 매력적인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먼저 카펫 위의 블록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여 유아의 좌절을 유도하고, 사탕 지연 

과제는 실험자가 유아에게 준 사탕을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좌절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실험과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실험 과제

2) 예비 실험 및 본 실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실험을 통해 실험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실험은 2013년 3

월 25일~26일까지 만 3세 유아와 어머니 6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실험은 어린이집의 조

용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실험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진행하였다. 예비실

험을 통해 실험상황 및 유아에게 제시되는 장난감이 유아에게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장난감 정리과제에서 구슬 장난감을 사용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

지 않고, 레고블록의 소음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제시되는 장난감

을 좀더 매력적인 롤러코스터로 교체하고 블록은 두 종류의 끼우기 블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관찰을 위해 모든 활동을 녹화하였는데, 유아와 어머니가 의식

하지 않도록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하였다.

실험 동의서를 보내준 어머니에게 개별 전화를 통해 연구에 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뒤,

참여 가능한 시간에 유아와 함께 직접 실험실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실험 실시 전 어머니에게 

‘장난감 정리 과제’와 ‘사탕 지연 과제’의 실험 관찰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본 실

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장난감을 활용한 자유놀이를 5분 갖은 후, 장난감 정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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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험관찰을 3분 실시하고  ‘사탕 지연 과제’ 실험관찰을 3분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모두 

15~20분 정도였다.

  3. 코딩 지침 및 코딩 절차 

모든 실험관찰 상황은 CCTV 카메라와 6mm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녹화된 비디오 자

료(유아와 어머니의 대화, 행동)는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 반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Calkins(1998)와 권진(2008)의 연구를 참

조하여 시간 표집법에 의해 각 실험과제에 대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평가하였다. 120초 간의 실험관찰 녹화본을 10초 간격으로 나누어 정서조절(반응) 전략 범주(하

위범주)별 출현 빈도를 체크하였다. 평가자 간의 일치를 위하여 유아-어머니 5쌍을 무선표집하

여 평가하고, 항목에 대한 점수가 불일치하거나 평정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일치도 훈련을 하였다. Cohen의 Kappa 지수를 통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유아의 정서

조절 전략에서는 위안 .91, 도구 .92, 인지 재평가 .88, 주의전환 .89, 어머니의 반응 전략에서는 

위안 .90, 도구 .89, 인지 재평가 .88, 주의전환 .91로 대체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좌절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평정하기 위해 Stansbury와 

Sigman(2000)이 사용한 코딩 지침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모두 위안, 도구, 인지 재평가, 주의전환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다시 

세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4개의 요인은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달래는 위안, 좌절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욕구충족을 시도하는 도구,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매개변수를 다시 

생각하거나 다시 해석하는 인지 재평가, 부정적인 정서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주의전환이

다.

코딩과정에서 원 코딩 범주에 분류되지 않은 추가범주가 나타나 아동 전문가 3인의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아동학 전문가 3인이 참여하여 코딩지침을 검토, 수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먼저, 유아의 경우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다거나, 집에 가자고 조르는 등의 상

황이 발견되어 ‘유아는 뚜렷한 전략을 취하지 않거나 상황을 회피한다.’의 기타 전략을 추가하였

다. 세부요인에서는 유아의 위안 요인에서 중간대상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두 영역을 삭제하였다. 반면, 유아들이 ‘나 힘들어도 할 수 

있어.’, ‘나는 다 컸어’ 라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 ‘유아는 언어

로 자기 위안을 한다’ 를 추가하였다.

어머니의 반응 전략에서는 ‘어머니는 유아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둔다’, ‘어머니는 

유아가 사탕을 먹어도 말리지 않는다’ 등의 무대처와 회피의 경우가 나타나 ‘어머니는 뚜렷한 

전략을 취하지 않거나 상황을 회피한다’의 기타 전략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유아의 정서조절 전

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은 위안, 도구, 인지 재평가, 주의전환, 기타의 5개 요인, 11개 세부요인

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타 요인의 빈도수가 많지 않아 통계 분석 시에는  4개 요인 10개 세부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좌절에 대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코딩 지침은 

<표 3>,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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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세 부  요 인

위안

mm1. 신체적 위안 : 어머니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달랜다(예. 아이를 껴안고 흔든

어 준다/ 등을 문지른다.)

mm2. 언어적 위안 : 어머니는 말로 아동을 달랜다(예. 아이를 말로 달래거나 노

래를 불러준다./ 아동을 칭찬이나 격려로 달랜다.)

도구적 조절

mm3. 요청 수락 : 어머니는 아동의 요청에 항복한다(예. “너는 장난감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아동에게 사탕을 다시 준다.)

mm4. 다른 방법 제안 : 어머니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예.

“선생님에게 네가 자동차를 다시 가져도 되는지 물어봐.”/ “네가 사탕을 먹지 않

고 보관하면, 집에 갈 때 선물 사줄게.”)

mm5. 협상 : 어머니는 아동의 욕구에 굴복하여 아동과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예.

“만약 네가 장난감을 반 정도 치우면, 내가 나머지를 치울게.”/ “네가 사탕을 동

생과 나눠먹는다면 지금 사탕을 줄 수 있어.”)

요 인 세 부  요 인

자기 위안

cm1. 신체적 위안 : 유아가 위안을 위해 어머니를 찾는다(예. 어머니의 무릎에 기

대거나 목을 감는다/ 옷을 만진다)

cm2. 언어적 위안 : 유아는 언어로 자기 위안을 한다(예. “나 힘들어도 할 수 있

어”/ “나는 다 컸어”)

도구적

조절

cm3. 요청 : 유아가 요청하거나 요청을 다시 고쳐 말한다(예. “나에게 자동차를 주

세요.”/ “사탕을 저에게 주세요.”)

cm4. 반박 : 유아는 어머니의 이유를 반박한다(예.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마세

요.”/ “사탕은 네 이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cm5. 이유 제시 :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예. “나는 많이 놀지 않았어요.”/“선생님은 내게 사탕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cm6. 원하는 것 직접 얻기 :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원하는 행동을 

한다(예. 엄마에게서 자동차를 가져간다./사탕을 등 뒤에 감춘다.)

재인지 조절

cm7. 설명 요청 : 유아는 거부당한 요청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예. “왜 우

리가 정리를 해야 해요?”/ “왜 내 이에 사탕이 나빠요?”)

cm8. 협상 : 유아는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예. 1분 뒤에 장난감을 정리하겠다고 제

안한다. /유아는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먹기로 한다.)

cm9. 상황 재정의 : 유아는 상황을 다시 정의한다(예. 상자에 장난감을 던져 넣으

면서 정리 게임을 만든다./사탕을 자신의 엄마에게 주고 자기 자신이 “훌륭한 아

이”라고 외친다.)

주의 전환
cm10. 다른 활동하기 : 유아는 다른 활동을 시작하거나 참여한다(예. 어머니가 블

록 탑을 쌓는 것을 돕는다./ 어머니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기타
cm11. 회피 : 유아는 뚜렷한 전략을 취하지 않거나 상황을 회피한다(예.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다./ 어머니에게 집에 가자고 조른다.)

  <표 3>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코딩 지침

* cm은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의 세부 요인임. 기타 요인은 빈도수가 적어 통계 분석에서 제외함

  <표 4> 어머니의 정서조절 전략 코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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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지

조절

mm6. 거부 이유 : 어머니는 정리 요청/필요에 대한 거부 이유를 말한다(예.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해”/ “사탕은 네 이를 썩게 만들고,

그러면 치과에 가야 하니까 사탕은 안돼.”)

mm7. 제한 설정 : 어머니는 아동에게 제한설정을 한다(예. “너는 저녁식사 후에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네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심에 맥도널드에 갈 수 

없어.”)

mm8. 상황 재정의 : 어머니는 상황을 다시 정의하여 아동에게 지시한다(예.

어머니는 정리를 게임으로 만든다./ “사탕을 가지고 숨바꼭질 게임을 하자.”)

mm9. 권위 사용 : 어머니는 자기 자신과 실험자의 권위를 말한다(예. “선생님이 

우리에게 장난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 “선생님이 이 사탕 먹지 말고 가

지고 있으라고 했잖아.”)

주의 전환

mm10. 다른 활동하기 : 어머니는 아동을 다른 활동으로 유도한다(예. “이 블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지 봐봐.”/ 어머니는 실험자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

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기타
mm11. 어머니는 뚜렷한 전략을 취하지 않거나 상황을 회피한다(예. 어머니는 

유아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둔다./ 어머니는 유아가 사탕을 먹어도 

말리지 않는다.)

* mm은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세부 요인임. 기타 요인은 빈도수가 적어 통계 분석에서 제외함

 4. 자료 분석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평정의 평가자 간 일치도는 Cohen의 Kappa

지수,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 관련성은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및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양상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들이 사용한 정서조절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3세 유아의 정서

조절 전략의 합과 평균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

략은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 위안 28회(0.9), 도구 96회(3.2), 인지 재평가 89회(3.0), 주의전환 71

회(2.4)를 사용하고,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위안 총 33회(1.1), 도구 85회(2.8), 인지 재평가 64회

(2.1), 주의전환 147회(4.9)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들의 정서조절 전략 양상(4개 요인)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도구(96회), 인지 재평가(89회), 주의전환(71회), 위안(28회)

전략 순으로, 도구적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이 인지재평가, 주의전환 순이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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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전략
장난감 정리 과제 사탕 지연 과제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합계 평균 표준편차

3세 유아

위안 전략 28 .93 1.68 33 1.10 2.09

cm1 0 .00 .00 27 .90 1.75

cm2 0 .00 .00 0 .00 .00

cm3 28 .93 1.68 6 .20 .55

도구적 전략 96 3.20 2.58 85 2.83 2.52

cm4 70 2.33 1.94 54 1.80 1.81

cm5 5 .17 .38 4 .13 .43

cm6 0 .00 .00 6 .20 .41

cm7 21 .70 1.34 21 .70 1.24

재인지 전략 89 2.97 2.86 64 2.13 1.38

cm8 9 .30 .70 15 .50 .78

cm9 43 1.43 1.89 43 1.43 1.10

cm10 37 1.23 1.92 6 .20 .61

주의전환 전략 71 2.37 2.79 147 4.90 2.88

탕 지연 과제에서는 주의전환(147), 도구(85회), 인지(64회), 위안(33회) 순으로, 주의전환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두 실험 모두에서 위안전략(28회, 33회)이 가장 적게 사용하였음도 

볼 수 있다.

<표 5>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의 평균 및 표준 편차

(N=33)

* cm은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의 세부 요인임. 기타 요인은 빈도수가 적어 통계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1> 3세 유아들이 두 좌절상황에서 사용한 4개 요인의 정서조절 전략

<그림 2>는 두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들이 사용한 4개 정서조절 전략의 10개 세부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두드러진 양상을 살펴보면 위안 요인에서 ‘cm1. 신체적 위안’(장난감 정리 과제 

0회, 사탕 지연 과제 27회)과 ‘cm2. 언어적 위안’(장난감 정리 과제 28회, 사탕 지연 과제 6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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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전략
장난감 정리 과제 사탕 지연 과제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합계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위안 전략 83 2.77 2.16 55 1.83 2.32

mm1 0 .00 0.00 31 1.03 1.67

mm2 77 2.57 2.03 24 .80 1.19

도구적 전략 81 2.70 2.26 55 1.83 2.05

mm3 6 .20 1.10 2 .07 .37

mm4 28 .93 1.76 32 1.07 1.46

mm5 45 1.50 1.43 21 .70 .88

재인지 전략 79 2.63 2.65 89 2.97 2.66

mm6 8 .27 0.69 56 1.87 2.15

mm7 5 .17 0.38 26 .87 1.70

mm8 38 1.27 1.98 1 .03 .18

두 실험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구 요인에서는 장난감 정리 과제, 사탕 지연 

과제 두 실험에서 ‘cm3. 요청’(70회, 54회)과 ‘cm6. 원하는 것 직접 얻기’(21회, 21회)가  많이 사

용되고, 인지 재평가 요인에서는 ‘cm8. 협상’(43회, 43회)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 두 실험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2> 두 좌절상황 실험에서 3세 유아들의 정서조절 전략(10개 세부영역)

* cm은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의 세부 요인임.

한편, 장난감 정리과제와 사탕 지연 과제에서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합과 평균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위안 총 83회(2.8), 도구 81회(2.7), 인지 재평가 79회

(2.6), 주의전환 62회(2.1) 순으로 나타났고,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주의전환 146회(4.9)이 가장 

높고 인지 재평가 89회(3.0), 위안 55회(1.8), 도구 55회(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평균 및 표준 편차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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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9 28 .93 1.17 6 .20 .55

주의전환 전략 62 2.07 2.88 146 4.87 2.85

* mm은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세부 요인임.

2.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상관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장

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위안(r = .58, p < .001), 인지 재평가(r = .63, p <

.001), 주의전환(r = .95, p <. 001)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유아와 어

머니의 위안(r = .92, p < .001), 도구(r = .51, p < .001), 인지 재평가(r = .43, p < .01), 주의전

환(r = .97, p < .001)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장난감 정리 과제의 도구적 전략을 제

외한 모든 영역에서 각 변수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그를 돕는 어머니의 반응 전략이 대체로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유아의 재인지 전략과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 간에(r =

-.56, p < .01)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유아의 주의전환 전략은 어머니의 재인지 전략

(r = -.47, p < .01), 주의전환 전략(r = -.37, p < .05)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유아의 위안 전략과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r = -.40, p < .05)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유아의 도구적 전략은 어머니의 재인지 전략(r = .37, p < .05)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r = -.60,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주의전환 전략과 어머니의 재인지 전략(r = -.50, p < .01)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6>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의 상관관계 

실험 3세 유아
어머니

위안 전략 도구적 전략 재인지 전략 주의전환 전략

장난감 정리 

과제

위안 전략 .575*** .004 -.285 -.092

도구적 전략 .021 .253 .153 -.341

재인지 전략 .122 .153 .632*** -.558**

주의전환 전략 -.278 -.469* -.370* .948***

사탕 

지연 과제

위안 전략 .921
***

-.301 -.068 -.391
*

도구적 전략 -.276 .508*** .370* -.594***

재인지 전략 -.197 .057 .433
**

-.267

주의전환 전략 -.348 -.230 -.500** .97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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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좌절상황에서 3세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및 어머니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고, 유아

의 정서조절 전략과 그에 반응하는 어머니 전략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두 좌절상황 실험에서 3세 유아들이 사용한 정서조절 전략 4개 요인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3세 유아들은 좌절에 반응할 때 복잡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도구적 전략(43%)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주의전환 전략

(43%)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 결과는 3세가 도구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Stansbury와 

Sigman(2000)의 연구 결과와 만족지연 상황에서 주의전환을 가장 자주 사용했다는 Cournoyer

& Trudel(1991)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인지 재평가 전략(23%, 18%)은 예상했던 것처

럼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Stansbury와 Sigman(2000)의 3-4세연구 결과(14%)와 유사

하고, 인지 재평가 전략은 3세 유아들이 좌절상황에서 시도하는 가장 발전된 반응 전략으로서

(Harris, 1989; McCoy & Masters, 1985; Stansbury, & Sigman, 2000), 가장 보편적인 인지 재

평가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사탕을 나중을 위해 아껴 두는 것이 사탕을 가지지 못하는 것보

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인지 재평가는 어머니들이 먼저 시작하고 자녀들이 따라가

는 경우가 많았다. 3세 유아들이 인지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나타난 다른 

새로운 능력이 정서조절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ochanska, 1994; Stansbury, & Sigman, 2000). 한편, 3세 유아들이 위안 전략(7%, 10%)을 거

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위안 행동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한 Stansbury와 

Sigman(2000)의 3-4세 연구와 같은 결과이고, 24개월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 중 ‘자기안정’전략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곽금주 등(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들은 내

재적이고 자율적 통제가 시작되는 3세 경에 위안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의전환, 도구,

인지 재평가의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좌절상황 실험에서 3세 유아들이 사용한 4개의 정서조절 전략의  10개 세부영역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3세 유아들은 위안에서 신체적 위안(장난감 정리 과제 0회, 사탕 지연 과제 27회)

보다는 언어적 위안(장난감 정리 과제 28회, 사탕 지연 과제 6회)을 많이 사용하였다. 사탕 지연 

과제에서 유아들이 사용한 신체적인 위안은 욕구 충족을 위해 사탕을 가져가려는 자녀들을 막

고자 어머니들이 시작한 신체적 위안을 자녀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장난감 

과제에서는 3세 유아들이 매력적인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놀기 위해 유아 스스로 언어적 자기 

위안을 하며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신체적 위안보다는 “나는 컸어, 나는 잘할 수 있어”와 같은 언어적 위안을 사용한다는 것

이고, 언어를 통한 상징적인 자기 위안을 한다는 Grolnick 등(199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한편, 도구적 전략에서는 장난감 정리 과제와 사탕 지연 과제 두 실험에 ‘요청’(70회, 54회)

과 ‘원하는 것 직접 갖기’(21회, 21회)와 인지 재평가 전략에서는 ‘협상 ’(43회, 43회)이 많이 사

용되었다. 이는 3세 유아들이 자동차와 사탕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도구적 전략으로 언어 요

청이나 행동적 요구를 하고, 인지적 전략으로 언어적 협상과 타협을 많이 시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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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좌절실험 과제에서 어머니의 반응 전략의 합과 평균(개별 횟수)을 살펴본 결과, 장난

감 정리 과제에서는 위안(83회), 도구(81회), 인지 재평가(79회), 주의전환(62회)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동차를 얻기 위해 요청하는 유아의 도구적 전략에 어머니들이 4개의 전략으로 다양

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탕 지연 과제에서는 주의전환 (146회)이 가장 높고 인지 재평

가 (89회), 위안(55회), 도구(55회)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사탕을 가져가려는 자녀

들을 다른 활동으로 주의전환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는 위안, 인지 재평가, 주의전환 전략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사탕 지연 과제

에서는 위안, 도구적, 인지 재평가, 주의전환 전략의 4개 요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

났다. 이는 두 좌절상황 실험 동안에 어머니와 유아가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전략이 상대

의 전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좌절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

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고, 어머니와 자녀의 이 동일한 패턴은 자

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유아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응이

라는 Stansbury와  Sigman(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만,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 유아의 도구적 전략과 어머니의 도구적 전략 간에는 유의미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좌절실험에서 자녀들이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도구적 전

략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자동차(사탕)를 가져가거나 “자동차(사탕)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어

머니들은 요청을 수락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 협상하는 등의 도구적 전략을 사용하여 일관적

인 맞대응을 하지는 않았다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도구적 전략에 위안 전략이나 자

동차(사탕) 거부 이유 설명, 제한 설정, 상황 재정의, 권위 사용 등의 재인지 조절 전략을 사용

하여 자녀들을 설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치밀하고 지속적인 주의전환

을 시도하여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자녀를 목표로부터 완전히 주의전환 할 수 있었다.

한편, 유아의 주의전환 전략에서도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다. 먼저 장난감 정리 과제에서 는 

유아의 주의전환 전략이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과는 높은 정적 상관(r = .95, p < .001)을 보인 

반면, 어머니의 다른 전략들과는 부적 관련을 보이고, 특히 도구적 전략(r = -.47, p < .05), 재

인지 전략(r = -.37, p < .05)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탕 지연 과제에서도 유

아의 주의전환 전략은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과 높은 정적 상관(r = .97, p < .001)을 보인 반

면, 어머니의 다른 전략들과는 부적 관련을 보이고, 재인지 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r =

-.50, p < .01) 나타냈다. 즉, 유아와 어머니의 주의전환 전략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인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전략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련을 나타냈다. 이는 두 실험에서 

유아와 어머니가 상호간에 주의전환 전략으로 같은 반응을 할 때, 역으로 어머니의 다른 반응 

전략들과는 부적인 관련을 보인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목표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자 사

용한 주의전환 전략은 대부분 성공하여 자녀들을 목표로부터(롤러코스트, 사탕) 주의전환 할 수 

있었고, 이후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물이나 사건으로 완전히 주의전환 한 것이다. 종합

하면 두 좌절 실험에서 어머니들은 도구적 전략을 제외하고는 자녀들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

였다. 어머니들은 3세 자녀들의 관심을 목표(자동차, 사탕)로부터 완전히 돌리기 위해 위안, 재

인지 조절, 주의전환의 긍정적 전략들로 유도를 하고, 자녀들 또한 어머니가 유도하는 대로 같

은 전략을 사용하며 따라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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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 및 정서조절은 유아에게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이나 대처 전략 또한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지지한다

(권 진, 2008; 송혜선, 2005;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Stansbury, & Sigman, 2000;

Fabes et al., 2003). 또한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자녀는 이를 배우거나 모델링함

으로써 자녀 역시 긍정적이며 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하고,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

면 공격성이나 회피행동 등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보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배주

희, 2011; 임희수, 2001;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Krause et al., 2003).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3세 유아들은 좌절상황에서 위안, 도구, 재인지, 주의전환 등의 다양

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한다. 도구적 전략과 주의전환 전략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동안 영

아기에 주로 사용해오던 위안 전략은 줄어든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매개 변수를 

다시 생각하거나 다시 해석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재인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이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전략은 높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

의 반응과 대처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립되는 유아에게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정서표현과 반응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유아-어머니 33쌍으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의 수를 보완하고, 3~5세까지 연령을 폭넓게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기질을 평가에 

포함시키고(배주희, 2011; 임희수, 2001; Cole et al., 2009; Mangelsdorf et al., 1995), 좌절 상황

에 대한 반응 유형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도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평가자 간 일치도를 높이고, 평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 전략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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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f

3-year-old infants in frustrating situation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infants' emotional

strategies and their mothers' responsive strategies. In the current study, 33 dyads of

infant-mother were observed in the laboratory. Stansbury and Sigman’s (2000) experimental

instrument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according to Korean culture, and it was categorized

into 5 measures for infants' use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frustrating situations and

their mothers' responsive strategies: comforting, instrumental, cognitive reappraisal, distraction,

and others. As a result, infant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ir mothers' responsive

strategies were categorized as 5 such strateg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3-year-old infants used complex strategies including cognitive reappraisal. They used

instrumental strategy most during a 'clean up' frustrating situation and distraction strategy

during a 'candy given then denied' situation.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fant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ir mothers' responsive strategies.

▶Key Words :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todd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mothers' responsive strate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