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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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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
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 248명과 그들의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부
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놀이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아
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놀이성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
고 평소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표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놀이성,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 긍정적 정서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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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서 론

놀이성은 발달이 가능한 성격적 측면으로
놀이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며 삶 자

간주됨에 따라(강인설, 2006; 김진영, 곽혜란,

체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2008; Boyer, 1997), 놀이성 발달을 촉진하는 유

감정, 욕구를 마음껏 표현하면서(Hoom, Scales,

아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에 관심이 집중된다.

Nourot, & Alward, 2007) 불안, 어려움과 스트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되는 개인요인 중 기질

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감정과 성취감을

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유아의 놀이에서 정서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

(신현정, 2009). 또한 놀이는 유아에게 다양한

되면서 기질의 정서적 반응 측면인 부정적 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서성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

갖게 하고 전인적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다

정적 정서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기질

(Hamm, 2006). 놀이는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

차원으로 두려움, 화,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놀이

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선희,

를 하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긍

2016; Rothbart & Bates, 2006). 유아의 부정적

정적이고 바람직한 적응을 보인다. 그러나 모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의 연

든 유아가 적극적이고 즐겁게 놀이를 하는 것

구에서는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높게 표현

은 아니며 유아마다 놀이는 매우 다른 모습으

하는 것은 놀이성의 저해와 관련이 있음을

로 나타난다. 유아 간에 놀이를 하는 방식과

밝혔고(강지혜, 이경님, 2011; 이은하, 2013;

놀이의 형태, 놀이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허혜경, 2013; 홍성훈, 조은정, 2010; 황윤세,

놀이의 개인차는 놀이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최미숙, 2007),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수 있다.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

놀이성(playfulness)이란 놀이에서의 능동적이

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권연희,

고 자발적인 태도이며,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2012; 성미영, 2017; 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유아의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Lieberman, 1965).

2013; 임효진, 2016; 한진현, 이진숙, 2017). 이

놀이성과 유아의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

에 따르면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창의력, 문

서성은 유아의 놀이성의 감소를 초래할 것을

제 해결 능력,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성, 리더

알 수 있다.

십,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유아교육기관에 잘

유아의 발달은 유아와 유아가 속한 환경 간

적응하고 교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이영, 김

로 밝혀졌다(김영희, 2013; 김은숙, 2013; 김지

온기, 조성연, 이혜경, 이선원, 이정림, 2015)

혜, 김광웅, 2006; 우수경, 2013; 이연실, 2010;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한 놀이성

전일우, 2009; 최미숙, 송순옥, 2013; 최연화,

의 저하는 환경적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

2011; Barnett, 1991; Meador, 1992; Rentzou,

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환경 변인 중 주 양육

2013). 즉 유아의 놀이성이 전인적인 발달을

자인 어머니는 유아가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

촉진하는 주요요인임을 고려할 때 놀이성에

이자 최초로 상호작용하면서 놀이를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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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며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있다.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

유아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행동은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어머니와 자녀

양하고 복잡한 정서들을 자주 표현한다. 이때

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공감적이고

어 최근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정서와 관련된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엄격하거나

양육행동에 대해 주목하였고(조수정, 도현심,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반응을 보

김상원, 2010;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이기도 한다. 이렇게 자녀가 밖으로 표출하

1998), Denham, Zoller와 Couchoud(1994)는 정서

는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하는 태도를

사회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정서사회화란 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라고 한다(Kring,

머니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

Smith, & Nealeet, 1994). 어머니의 정서표현

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을 통해 자녀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고(정진아, 2004; 허애

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

수, 2003), 유아의 즉각적인 행동과 더불어 장

니의 반응과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기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Dunn,

보이는 정서표현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본

Bretherton, & Munn, 1987; Dunn & Munn,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1985).

간의 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적응

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어머

및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니의 정서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

한다.

서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발달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차별적 민감

이지은, 2014; 임희수, 박성연, 2002; Eisenberg

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에서는 기

& Fabes, 1994; Fabes, Leonard, Kupanoff, &

질처럼 생물학적 기반이 있는 개인 내적 요인

Marti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6;

에 따라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Tao, Zhou, & Wang, 2010). 또한 어머니의 정

정도가 다름을 주장하였다(Belsky, Bakermans-

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Kraneburg, & van IJzendoorn, 2007; Belsky &

영향을 미치며(김희태, 김정림, 2012; 정은주,

Pluess, 2009). Belsky(2013)는 부정적 정서성이

2007)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어울려 함께 놀이

높은 유아는 환경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

할 수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주도

음을 밝혔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

하며, 놀이하는 과정에서 기쁨이나 성취감과

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같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하선영,

긍정적인 환경의 영향에 대해 더욱 민감함을

201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뜻한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한

조인영(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성의 수준은 어머니의 긍정적 반응 수준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유

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한 또래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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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자녀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증가함을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른 또

밝힌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래 유능성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

않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다(구경미, 2010; 유미, 2008; 정은주, 2007). 즉,

수용태도는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보다 긍정적 정

인한 유아의 부적응적 특성을 예방하는 중요

서표현성이 유아의 놀이성과 더욱 관련이 있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민감성이 높은 유아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관련된 요인으로 어머

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하게 됨을 주장

펴보고자 한다.

한 차별적 민감성 모델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부정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적

적 정서성과 같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응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밝힌 조인영(2015)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관련된 선행연

연구,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구에서는 유아의 두려움, 수줍음, 불안과 같은

놀이성과 같은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정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주요 요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정서표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승

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을 경

미, 하지영, 서소정, 2016). 더불어 유아의 부

우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놀이성

정적 정서성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의 감소가 완화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빈도가 달라지며(송하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2006),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

수용태도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의

니는 더욱 우울하고 평소 긍정적인 정서를 적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게 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은진, 이경옥,

한편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지를 의미하는 어

2011; 천희영, 옥경희, 2011; Denham & Grout,
1993).

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을 저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또

하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고, 유

래관계, 사회적 기술 등 대인 관계 측면의 발

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달에 영향을 미친다(Cassidy, Parke, Butkowski,

표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 Braungart, 1992). 정서표현성이란 한 개인이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놀이성을 향상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표현하는가에

는 요인이라는 결과에 근거하면 유아의 부정

대한 전체적인 패턴으로 정의되고(Halberstadt,

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긍정적 정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임을

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된다.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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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8)

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대상

구분

빈도(%)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부정적

유아

남아

125(50.4)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

성별

여아

123(49.6)

만3세

76(30.6)

만4세

83(33.5)

만5세

88(3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20.6)

어머니

전문대학교 졸업

86(34.7)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

100(40.3)

대학원 이상

11(4.4)

30세 이하

6(2.4)

31~35세

71(28.6)

36~40세

124(50.0)

41~45세

44(17.7)

46~50세

3(1.2)

전업주부

114(46.0)

일일 노동자

6(2.4)

서비스직

32(12.9)

자영업

16(6.5)

사무직

57(23.0)

전문직

19(7.7)

기타

4(1.6)

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와 어머니의 긍정
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유

유아

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놀이성의 감

연령

소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유아의 놀이
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 정서사회화의 중요성
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유아의 놀이성 증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어머니
연령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

어머니

인 만 3, 4, 5세 유아 248명과 그들의 어머니

직업

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측정도구

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이다.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tt

부정적 정서성

(1991)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PS: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유애열(1994)이 번

Plomin(1984)이 개발한 부모용 EAS기질척도

안하고 김미연(201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5점의

Survey for Children)중 부정적 정서성 영역 5

Likert척도로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한다. 점

문항을 최주희(2017)가 번안한 것과 Eisenberg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다. 본 연

와 Fabes(1994)가 만든 Mothers’ reac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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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를 1∼5점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중 유아의 부정

으로 평정하는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 정서에 대한 기질 척도 14문항을 배주희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음을

(2011)가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사용하였다. 총 19개의 문항 중 중복되는 1문

α는 .91이다.

항을 삭제한 18개의 문항이 본 연구에서 사용
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평정하고 1

연구절차

∼5점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18번

본 연구의 조사는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29일 사이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표

계수 Cronbach’s α는 .82이다

집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에 유아의 부정적 정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

서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검사 도구는

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관한 질문지를 가정

Saarni(1990)의 PACES(Parental Attitude toward

에 배부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이를 작성하였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이지선(2002)이

고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질문지는 각 유아교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육 기관의 교사가 작성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자녀의 가설적 정서 표현 행동
에 대해 어머니의 일상적인 반응을 선택하도

자료분석

록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자
녀의 정서 표현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1-4점을 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여하였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수용·허용적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인 태도를 의미하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엄

였다.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격·통제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

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62이다.

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
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

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측정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기 위하여 Halberstadt(1995)가 개발한 정서

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표현성 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Questionnaire)를 김호정(2001)이 번안한 것 중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해당하는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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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
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
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조절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

성은 놀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로 나타났다(β=.-34, p<.001). 2단계에서 조절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성(r =-.34, p< .01)과

변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추가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고 긍정적 정서표현

투입하였을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β=-.33,

성(r =-.14, p< .05)과 약한 부적상관이 있는

p<.001)과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β=.66,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놀이

p<.001)는 유아의 놀이성에 각각 유의미한 영

성(r =.66, p< .01)과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놀이성(r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상호

=.26, p<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작용 변인(β=.24, p<.001)은 유아의 놀이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정적 정서성

22

64

46.74

7.73

-.47

.34

정서표현 수용태도

45

72

59.14

5.32

-.23

-.40

긍정적 정서표현성

63

112

89.25

9.41

.00

-.13

놀이성

59

115

94.34

12.67

-.53

-.46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

1

정서표현 수용태도

-.02

1

긍정적 정서표현성

-.14*

.27***

놀이성
*

정서표현 수용태도

p<.05,

***

***

-.34

.6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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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놀이성

독립변인

β

t

R²
***

△R²

F
32.87***

부정적 정서성

-.34

-5.73

.12

부정적 정서성

-.33

-7.71***

.55

.43

148.59***

정서표현 수용태도

.66

15.27***

부정적 정서성

-.36

-8.81***

.60

.05

123.68***

정서표현 수용태도

.66

16.46***

.24

5.83***

부정적 정서성
×정서표현 수용태도
***

p<.001

그림 1.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

에서 R²은 12%, 2단계에서 55%, 3단계에서

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은 집단

60%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의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놀이성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조절효과를 나

의 수준이 차이가 없었고 정서표현 수용태도

타낸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가 낮은 집단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

조절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에 따라 놀이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위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평균점수

로 나타났다(t=-6.56, p<.001). 즉, 어머니의 정

(M=59.14)를 중심으로 상(N=124)․하(N=124)

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을 경우 유아의 높은 부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적 정서성으로 인한 놀이성의 저하가 완화

(M=46.53) 상·하 수준에 따른 놀이성 간의 차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검증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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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

이 검증되었다. 즉,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

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성으로 인해 놀이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유
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어머니의 긍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정적 정서표현성이 감소되는 경로를 통해 유
아의 놀이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논 의

1단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

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 -.14, p<.05), 2단계

본 연구는 만 3,4,5세 유아 248명을 대상으

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미치

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간의 관계

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34,

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효과

p<.001). 3단계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성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

(β= .22, p<.00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을 통제한 후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

첫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β= -.31,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조절

p<.001).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

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

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의 관계에서 부

도가 낮은 경우에는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

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성으로 인해 놀이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

났지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은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경우에는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

Test를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한 놀이성의 저하가 완화되었다. 즉 유아의

것으로 나타났다(Z=-1.97).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완화됨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높은 부

표 5.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²

F

1

부정적 정서성

긍정적 정서표현성

-.14*

-2.25

.02

5.04*

2

부정적 정서성

놀이성

-.34***

-5.73

.12

32.87***

.22***

3.65

***

-5.30

.16

23.93***

긍정적 정서표현성
3
*

p<.05,

부정적 정서성

놀이성

-.3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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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 저하

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

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

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완화된다는 선행연구

유의한 수준이긴 하나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

결과(조인영, 2015)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반응 특성은 자녀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환경

와 관련된 요인보다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요

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권석만, 이

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어머니가 긍

지영, 2009)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본 연

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보다 바람직한 방

구를 포함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는 ‘차별적 민감

변인에 의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변화될

성 모델(Belsky, 1997)’에 의해 지지된다. 본 연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

보다 명확하게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계가 환경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에 대해 불리한 조

정서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긍

건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

정적 정서표현성의 부분매개효과를 밝힘으로

라 할지라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정

써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을 직

서에 대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

접 감소시키는 경로뿐 만 아니라 유아의 높은

는 경우 유아의 놀이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예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방할 수 있음을 밝혔고 어머니가 이러한 역할

을 감소시켜 놀이성을 저하시키는 과정을 규

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

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

환경 변인의 영향은 유아의 개인 변인에 의해

사한다.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유아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미

의 놀이성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있었다. 또한 유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의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해 놀이성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직

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접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

더욱 많이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

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긍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적인 정서표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한 중재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저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시키고(송하나, 2006; 여은진, 이경옥, 2011;

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Denham & Grout, 1993),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척도는 문항의 수에 비례하여 신뢰도가 높지

표현성이 낮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발달이 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는 본 척도가 우리나라

해된다(구경미, 2010; 유미, 2008; 정은주, 2007)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

고 어머니에 의한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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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편향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75-85.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

니-자녀 간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 평가하는

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

질적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

교육연구, 32(2), 29-48.

서표현 수용태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작업

김미연 (2012). 아버지의 유아놀이신념, 놀이참

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 지역에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한되어 표집 되었고 표본의 수가 적어 그

김선희 (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유아가 골고루 표집 될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5), 421-446.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

김영희 (2013). 유아 및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

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만

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

을 다룬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구, 44(3), 217-240.

개인적 특성으로 다른 기질 요인과 놀이성 간

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의 관계 규명 및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

정서조절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

치는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서 능력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가 있다.

24(1), 43-64.

김은숙 (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
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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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on Playful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yeonju Son

Heehwa Kim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imaril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layfulness. It aimed to provide parent education materials. Data were
gathered from questionnaires for three- and five-year-old kindergarten children(N=248)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ir playfulness and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playful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Second,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layfulness. Third,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layfulness. This suggests that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re important to prevent a decrease in playfulness of children with high negative emotions.
Keywords : playfulness,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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