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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기에 관찰을 통해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및 4세 때 관찰을 통해 측정한 어머니 양
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은 1차년동안 만 2세 때에 시작된 단기 종단연구에 참여했던 113명의 아동 중 3차년도인 만 4세 연구에
참여해 준 21명(남아 10명, 여아 11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행동억제 실험절차를 통해 2세 영아의 정서를 측정
하였고,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가 보고한 Goldsmith(1996)의 TBAQ를 통해 측정하였다. Rubin과 McKinnon(1994)의
부모자녀관계 실험실(Laboratory For the Study of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절차를 이용하여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Rubin 등(1997)의 또래상황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4세 아동이 또래상호작용상황에
서 나타내는 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영아기의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의 질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
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집단탐색놀이에는 2
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
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
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칭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4세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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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생 초기 영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가 주
를 이루지만, 유아기에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
면서 부모뿐 아니라 교사, 또래 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특히 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다른 또래나 주변의 사
람들과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Bovey & Strain 2003,
Ostrosky & Meadan, 2010). 일예로, 유아들은 또
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서, 또래들과 좋아하는 장난감을 함
께 가지고 놀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지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들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은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Rubin, Bukowski, & Parker,
1998).

또래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놀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놀이 상황에서 관찰되는 또
래와의 상호작용은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시
작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이 시
기 영아들의 놀이는 혼자 놀거나 다른 아동의
놀이를 구경하는 등의 비사회적 놀이를 주로
하게 된다. 하지만 돌이 지나고 몸의 움직임
이 자유로워지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시간
이 길어지기 시작한다(Holmberg, 1980). 이후
15∼18개월의 영아는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거

나 장난감을 주고받는 등 진정한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3∼4세가 되면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놀이를 구성하고 주제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협동놀
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수월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
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놀이를 유발하
며,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은
사회화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는다(Fantuzzo
et al., 1998). 즉, 유아는 놀이 상호작용 동안
또래 유아의 의견, 태도,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친밀감을 형성
하게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관찰해
보면, 어떤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놀이에 잘
참여하고 몰입하며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반면, 다른 유아들은 위축되어 있고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해 놀이장면 주변을 배
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아들은
놀이를 방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Rubin 등(1998)은 또래상
호작용에서 보여주는 유아의 행동 특성으로
친사회성, 공격성, 위축행동과 관련된 언어 및
비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유사하
게 Fantuzzo 등(1995)은 유아또래상호작용을 또
래 간의 친사회적 및 긍정적 행동으로 이루어
지는 ‘놀이상호작용’과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놀이와해’와 위축적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는
‘놀이단절’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조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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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이처럼 또래상호작용은 또래 간
에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
두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
래상호작용을 또래들과의 집단놀이에 초점을
두어 인지적 놀이(기능놀이, 구성놀이, 탐색놀
이, 가상놀이), 비사회적 행동(대화, 기웃거림,
공격성) 측면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아의 또래상호작
용은 수평적 특성을 지니며 유아들은 또래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
적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Hartup & Moor,
1990). 이 시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Hartup, 2005).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
을 하도록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줄여주는
긍정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동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 준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Howes & Leslie, 1998).
이러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적 측면에서 특히 영아의 정서 및 기질은 사
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 정서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아기에 부정적인 정
서가 높았던 영아는 이후에 억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높
았던 영아는 이후에 접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x, 1994).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
는 대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자주 미소 짓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인간관
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Izard &
Ackerman, 2000).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
으로 거부되거나 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들과
의 상호작용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더 많이 표출한다(Hubbard, 2001). 역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는 아동들은 또래
들과의 놀이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
질은 생애 초기부터 뚜렷한 개인차를 나타내
는 아동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아동
의 행동과 성격발달에 있어 개인차의 근원으
로 여겨진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기
질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
씩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을 포함한다. 비슷한 맥락에
서 Goldsmith(1996)는 기질을 활동수준, 사회적
두려움, 화를 잘냄, 쾌활함, 관심도/지구력의 5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질 요인
중 특히,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두려
움은 비사회적인 행동이나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els 종단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아동기와 청소
년기에도 위축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Kagan, 1989). 이러한 기질은 전생애에 걸
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1세 때의 위축
된 아동은 12세가 되어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탈 가능성이 높다(Kail, 2006). 뉴욕종단연구 중
기질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들에서, 부끄럽고 위축된 기질의 아동은 이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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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
타났다(Eisenberg, Shepard, Fabes, Murphy, &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예로, 어머니가 자녀를
Guthrie., 1998; Kochanska & Radke-Yarrow,
덜 애정적으로 대하거나 과하게 지시적이거나
1992). 이처럼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기질의
체벌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의사소통능력
유아는 또래와의 협동놀이나 집단활동에 참여 이 떨어지며(Stafford & Bayer, 1993) 공격성이나
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몇몇 국외연구들을 적대성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해 영아의 정서 및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으나, Rubin, Burgess, Dwyer, & Hastings, 2003). 이처
국내에서는 양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종단적 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이에 본 회적 능력의 발달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머니와의 자유놀이 상황 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기보고
에서 보이는 ‘긍정적’ ‘불안한’ ‘분노’ 정서와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관찰연
‘사회적 두려움’ 기질이 이후의 유아기 또래상
구는 연구대상자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측정할
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찰연구
자 한다.
시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유아와 부모 간의
환경적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드물
또래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유놀이 상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 황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이는 긍정적 정
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인 서 및 통제, 민감성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실제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
있다. 어머니의 애정과 반응성은 아동에게 안 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또한
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에서 나타나는 실제 또래상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 호작용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게 되고(Cummings & Davies, 1994) 또래들로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에 관찰을 통해 측정
부터 잘 수용된다(Balck & Logan, 1995). 부모의 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및 4세 때 관
애정과 표현성은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찰을 통해 측정한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적응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또래상호작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
Eisenberg, Losoya, Fabes, Reiser, & Guthrie, 2002).
고,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에게 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안정성을 제공하게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될 때, 유아는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 살펴보고자 한다.
할 수 있다(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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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사회적 두려
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2)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사회적 두려
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
는가?

세 때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2세 영아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실
절차는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
유놀이 3 에피소드만을 활용하여(전체 에피소
드는 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참조) 분석하였다.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유놀이 3 에피소드는 대학실험실에 영아
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새로운 상황
이나 문제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영아의 정서
를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영아의 억제되거
나 불안하고 경계하는 상태를 ‘칭얼거림’으로,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화’로, 웃고 있거
나 기분 좋은 정서를 ‘긍정’으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정서를 10초 단위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정서의 표현 유무를 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다. 모든 에피소드는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정서 코딩은 7명의 관찰자 훈련 후(관찰자 간
신뢰도 .87) 각 관찰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
루어졌다. 분류기준을 토대로 자유놀이 1, 2, 3
에서 각각의 정서가 나타난 빈도를 합산하였
다.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가 보고한 Goldsmith
(1996)의 TBAQ를 통해 측정하였다. TBAQ는
활동수준, 사회적 두려움, 화를 잘냄, 쾌활함,
관심도/지구력의 5가지 기질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두려움’ 요인만을 사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두려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4

1) 2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동안 만 2세 때에
시작된 단기 종단연구에 참여했던 113명의 아
동 중 3차년도인 만 4세 연구에 참여해 준 21
명(남아 10명, 여아 11명)과 그들의 어머니이
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및 그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의 아동으로 평균연령은
48.3개월(SD=1.13)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8(SD=2.34)세였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높
은 피험자탈락률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편파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3차 년도에 실시한 부모
자녀관계 실험절차와 또래상호작용 실험절차
까지 모두 참여한 21명과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집단(82명)간에 유아의 성별(χ =.95,
p>.05), 어머니의 교육정도(χ =1.80, p>.05), 어
머니의 직업지위(χ =1.15, p>.05)와 아버지의
직업지위(χ =4.58, p>.05)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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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세 때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절차 .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ubin
과 McKinnon(1994)의 부모자녀관계 실험실
4

(Laboratory For the Study of Child and Family

절차에 기초하여 실험상황을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유놀이 3에서 나타나는 행동만을 사용하
였다. MWCS(Mother Warmth and Control Scale)
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 통제, 민감성, 접근성
을 측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긍정적 통제, 민감성만
을 포함하였다. 어머니가 자유놀이 상황 동안
유아에게 따뜻하고, 즐거우며 유쾌한 감정을
드러낼 경우 ‘긍정적인 정서’, 어머니가 유아
에게 적절히 자극을 줌으로써 유아가 하고 있
는 활동을 보다 지원해 줄 경우 ‘긍정적 통
제’, 유아가 어머니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에 대해 ‘민감성’ 점수를 부여한다. 위의 행동
특성을 10초 단위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유무
및 정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각각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각 관
찰자료 코딩에 들어가기 전 3개월 동안 3명에
게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고 관찰자 간 신뢰
도가 90%가 되었을 때 각 관찰자들은 본 코
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Relationships)

또래상호작용 연구절차. 4세 아동이 또래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과 Chen(1997)
의 또래상황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실험상황을
구성하였다. 또래상황 패러다임의 또래집단
구성은 2세 때 Kagan 패러다임에 따라 측정한
행동억제점수를 기초로 행동억제 점수가 높은
(상위 25%) 아동 1명과 행동억제정도가 보통
(중간 50%)인 아동 2명, 행동억제정도가 낮은
(하위 25%) 아동 1명을 포함하여 같은 성별의
아동 총 4명으로 이루어진다. 각 조에 속한 4
명의 아동은 같은 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약 60분에 걸친 6개의 에피소드(자유놀이 1과
자유놀이 2 및 과제수행 에피소드 4개)에 참
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해서는 POS
(Play Obsevation Scale)에 따라 위의 6가지 내용
중 자유놀이 1(15분)과 자유놀이 2(15분)에 나
타나는 행동만을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POS는
또래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적 놀이,
인지적 놀이, 비사회적 행동 측면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10초 단위의 시간표집
법으로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관찰
자는 비몰입행동, 방관적 행동, 혼자놀이, 병
행놀이, 집단놀이, 대화 등의 범주에 따라 아
동의 행동을 구분한 후,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 각각에 대해 기능적, 가상적, 구성적
및 탐색적 행동을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부차
적으로 기웃거림과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기
웃거림은 대상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 가까이
에서 맴돌며 다른 아동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
이지만 놀이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저기 배회
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비몰입행동이
나 다른 아동들의 행동을 다소 멀리서 쳐다보
는 방관적 행동과는 구별된다. 본 관찰자료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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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전 약 2주 간에 걸쳐 6명을 대상으로 관
찰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훈련과정
에서 관찰자간 신뢰도가 .75이상이 되었을 때,
각 관찰자들은 본 코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놀이에 초점을 두어,
집단기능놀이, 집단탐색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상놀이, 대화, 기웃거림, 공격성만을 포
함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1
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대상자 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
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

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들 자료는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
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
작용
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
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
호작용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
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
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
작용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세
때 영아의 정서 중 긍정적 정서는 기웃거림
2

표 1. 영아기 정서, 기질, 어머니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
집단놀이
집단기능 집단구성 집단탐색 집단가상 대화 기웃거림 공격성
칭얼거림
-.21
.02
.21
.14
.07
.33
-.10
2세 정서
화
-.18
.03
-.14
.13
.05
.16
-.01
긍정적 정서 .06
-.02
.18
-.16
.10
.37+
-.09
2세 기질
사회적 두려움 .24
-.16
-.45*
-.16
-.28
.33
-.25
긍정적 통제 -.32 -.14
.09
-.40+
-.10
.46*
-.54*
4세 어머니
긍정적 정서 -.23 -.21
.21
-.10
.51*
.08
-.32
양육
민감성
.25
.43+
.33
-.19
.42+
.12
-.16
*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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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2세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을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비사회적 행동인 기
웃거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세 때 영아의 기질 중 사회적 두려움은
집단탐색놀이(r=-.45, p<.05)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2세 때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높았을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탐색놀
이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세 때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
정적 통제는 유아의 공격성(r=-.54, p<.05)과
집단가상놀이(r=-.40, p<.10)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기웃거림(r=.46, p<.05)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상호
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고, 가상놀이에
는 덜 참여하였으며, 비사회적인 행동인 기웃
거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긍정적 정서는 유아의 대화(r=.51, p<.05)
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
니의 민감성은 집단구성놀이(r=.43, p<.10) 및
대화(r=.42, p<.10)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또래
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
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대할수록 또래와 구
성놀이 및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에 가깝고(1.03
∼1.72), 공차가 1에 가까워(.53∼.99)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계수
도 2에 가까워(1.52∼2.61) 회귀분석의 기본 가
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
석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집단탐색놀이, 대화, 공격성,
기웃거림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
나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상놀이
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탐색놀이에는 2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
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집단탐색놀이의 21%
와, 18%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 때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적고, 4세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탐색놀이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대화
2.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 의 19%, 26%,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 다. 4세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지만 긍정적 통제는 덜 가하고, 2
용에 미치는 영향
세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낸 유아일수
록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많이 하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때 어머니
(r=.3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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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아기 정서, 기질, 어머니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2세 사회적 두려움
-1.81
-.57**
.21
집단탐색놀이
어머니의 민감성
.24
.48*
.3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2.54
.95***
.19
대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40
-.79**
.45
2세 긍정적정서
2.41
.43*
.59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61
.55*
.21
기웃거림
2세 불안 정서
.91
.44*
.39
공격성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0
-.53*
.29
2

ΔR2
.21
.18

F
5.84*

.19
.26

8.13**

.14
.21
.18
.29

5.46**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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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칭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21%와 19%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때 어머니
가 유아에게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하고 2세 때
불안한 정서를 많이 표현한 유아일수록 또래
들과의 놀이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긍
정적 통제가 공격성의 29%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통제를 많이
가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어떠한 관
련이 있고, 이러한 변인들이 또래상호작용의
질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
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
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의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
육태도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부분적
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은 유아기의 또래상호
작용에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정서 중 부정적
정서인 ‘칭얼거림’과 ‘화’는 4세 때의 또래상
호작용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이 표현하는 부
정적 정서는 또래상호작용의 질과는 부적인
상관(Hubbard, 2001; 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이 있는 것으로 보고
IV. 논의 및 결론
되고 있다. 즉,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기질(사회적 두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 러한 연구결과는 횡단연구의 결과이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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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몇몇 종단연구에서
초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의 행동억제(Kagan,
Reznick, & Snidman., 1988)나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Lengua, West, & Sandler, 1998)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행동억제
나 우울 등은 주로 아동의 개인 내적인 측면
을 다루는 개념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
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영아의 초기 정서가
유아기 사회성의 직접적인 척도인 또래상호작
용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영아의 초기 부정적 정서가
이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
용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일예로,
2세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
를 많이 표출했더라도 이후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애정적이고 반응
적인 양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유아가 4
세 때가 되었을 때에는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을 수도 있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
서가 이후 유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혹은 유지되지 않느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아기 특성과 이후의 아동 발달 간
의 관계성을 살펴본 종단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 혹은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성연, 송주현, Rubin,
2008; Cipriano & Stifter, 2010;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다른 한편으로는 4세 정도가 되면 유아의
정서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칭얼거림’이나
‘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또래 간의 상호
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상황에 맞게 부정적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러
한 유아의 정서이해 및 조절능력의 발달은 또
래 간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억
제할 수도 있다. 한편, 2세 때 긍정적인 정서
를 많이 보인 유아일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
용에서 비사회적 행동인 기웃거림 행동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웃거림은 다른
또래들 가까이에서 맴돌며 다른 또래들의 행
동에 관심을 보이지만 놀이에는 참여하지 못
하는 행동으로 비사회적인 행동에 속한다. 이
러한 결과는 영아기의 긍정적인 정서가 이후
의 상호작용에서 접근행동을 예측하고(Fox,
1994)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면 낯설거
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
는 등의 행동억제가 낮고(박성연, 1998) 또래
들 간의 관계에서 잘 수용된다는 연구결과와
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영아기의 긍정적 정서가 유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아기의 긍정적 정서가 4
세 때의 기웃거림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
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처럼 영아기의 정서뿐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기 특성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간의
통합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추후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영아기에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
움이 높았던 유아는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탐색놀이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영아기 기질이 다소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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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Kagan, 1989; Wachs & Bates, 2001),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박성연, 1998; Eisenberg et al., 1998; Rothbart,
Derryberry, & Hershey, 2000)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기질적으로 사회
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낯선 상황 자
체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정옥분 외, 2002). 영
아의 기질적인 사회적 두려움은 위축적인 행
동을 유발하게 되는데(Kagan, 1989) 위축성향
이 높은 유아는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 하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사회적 두려움이 낮은 유
아는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반면,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기를 주저
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두려움으로 인해 위
축된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
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또래들과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경험
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
래상호작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
의 사회성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Zhou et

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고, 또래들과의 가상놀이
는 적게 하였으며, 비사회적인 행동인 기웃거
al., 2002)

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 간에 부
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Hart,
Olsen, Robinson, & Mandleco, 1997; Maccoby &

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지도하거나 통제를 하게 될 경
우,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상놀이
를 덜 하게 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가상놀이는 유아의 표상능력을 반영하는 것으
로 가상놀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의 생각이나
신념, 감정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Lindsey & Colwell, 2003). 또한 가상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탐
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상황에
서는 호랑이가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지만,
가상놀이 상황에서는 호랑이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상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유아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다
양한 표상을 가지고 그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데,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에게 긍정적이지만
지도나 통제를 많이 하게 될 경우 유아가 자
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
어 가상놀이의 내용이나 형식이 제한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만큼,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또래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성, 기질 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일
수록 유아는 또래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대할
수록 또래와 구성놀이 및 대화를 많이 하는
Martin, 1983; Rubin, Stewart, & Ch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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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
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안정성을 제
공하게 될 때,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한다(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
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집단탐색놀이, 대화, 공
격성, 기웃거림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
하였으나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
상놀이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탐색놀이에는 2
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는 다
른 시기에 비해 호기심과 상상력이 왕성한 시
기로 주변 환경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영아기의 사회
적 두려움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유아
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적 두려움이 낮은 유아는 또래
들과의 탐색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사
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또래들과의 탐색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
의 민감성이 유아의 집단탐색놀이 참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들에게 민감하고
애정적이며 반응성 있는 양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
모가 유아에게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사결정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지원을 제공해 줄 경우, 유아는 더욱 더 사회
적으로 능력 있고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경향
이 있다(Parke et al., 2004).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이 아동의 사
회정서, 인지,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ornstein &
Tamis-LeMonda, 1989; Olson, Bates, & Bayles,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Landry, Smith, & Swank, 2006). 어머니가 유
아와 긍정적으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유아의 신
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아 또한 어머니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은 일방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 행동 및 언어가 유아에게 전
달되고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 행동 및 언어
가 어머니와 또래에게 전달되는 순환적인 관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칭
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웃거림 행동은 또래와 어울리고 싶지만 놀이
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사회적 행동으로, 2세
때의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부적응적인 사회
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Fox, 1994). 영아기에 억제되고 불안해하는 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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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가졌던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웃거림과 같은
비사회적 행동은 또래관계 단절 혹은 또래관
계로부터의 소외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육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유아
의 기웃거림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으로 유아가 기웃거림 행동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도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 부모가 또
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
거나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관
한 사회적 기술들을 가르쳐줄 때 아동은 또래
와 더 잘 지내게 된다(Ladd & Pettit,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이
는 유아들이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4세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과 유아
의 공격성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Hart, Olsen,
Robinson, & Mandleco, 1997; Maccoby & Martin,

와 일치한
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의 정서와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못
했다. 일예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도 및 통
제가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는지, 혹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로 유발된 유아의 공격성이 어머
니가 긍정적인 지도 및 통제를 유발하는지에
1983; Rubin, Stewart, & Chen, 1995)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태도나 영
아의 정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아닌 직접
관찰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영아기의 기질 및
정서적 특성이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강점을 지닌다. 추후 종단연구의 활성
화를 통해 아동발달의 지속성 혹은 변화를 이
끌어내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이 건강
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개
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단연
구의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많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3
년차 연구대상자가 1년차 연구대상자와 일반
적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종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 하는 어머니와 중도 포기하는 어머니 간에
는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혹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까지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종단연
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만큼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족
의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영아의 초기 변인들과 유아기 변인들 간
의 인과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
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함
께 고려함으로써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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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emotions, temperament a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 at age 4

Ock-Boon, Chung

Rubin, K. H.

Seong-Yeon Park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Maryland

Ewha Womans University

Chong-Hee Yoon

Hyun-Shim Doh

Dongduk Wome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Kyoung-Eun Kim
Namseoul University

A three-year longitudinal design was used to test whether infant emotion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would predict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age 4. At time point I, 113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through the Traditional Inhibition Paradigm; at time point II, 21
children aged 4 were observed undertaking interaction tasks with unfamiliar peers as well as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emotions, temperament and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t age 2
were partially linked to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s at age 4: Lower levels of social fearfulness and the
greater sensitivity of mothers at age 2 predicte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group
exploration play at age 4.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infant positive emotions at age 2 predicted
children's levels of conversation and ability with their peers. A mother's positive control and infant
negative emotions predicted their children's nonsocial behavior and mother's positive control predicted
children's aggression. The importance of early emotional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maternal
parenting as a means of predicting children's subsequent social development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infant emotion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observation,
longitudinal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