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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nd Fluidity in Friendship Patterns
of Kindergarteners: Does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Friendship Managemen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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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단기 종단적 친구관계 변화 유형에 대한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 친구관계 관여의 영향
박미현, 박경자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학과

Objective: This two-wave study examined changes in kindergarteners' friendship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in friendship management.
Methods: Participants were 275 5-year-old children (138 girls and 137 boys) attending
kindergartens in Korea. Utilizing nomination methods, each child identified three children as his/
her friends twice in 5 months. Teachers rated th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rated
their involvement with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logistic regressions.
Results: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ir friendship stability in 5
months; stable, fluid, gain, loss, friendless. Kindergarteners with higher emotion regulatio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stable, fluid, gain and loss friendship groups than the friendless
kindergarteners. Children whose mothers reported higher mediation and supervision in children’s
friendship establishment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friendship gain group than the
friendless group. Children whose mothers expressed higher levels of concerns and advice to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fluid group than the gain one.
Conclusion: Children’s dispositions to control emotions and the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making friends facilitate children’s maintenance or making friendships.

Keywords : friendship patterns, emotion regulation,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friendship

서론
인간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자주 언급되는

관계로 보통의 또래와는 다르게 지각하는 관계이다(Berndt &
McCandless, 2009; Cillessen, 2009). 유아기에 친구가 생기기 시
작하면서 친구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요인 중 하나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다. 친구관계는 두 개인

유아는 친구와 상호 호혜적인 놀이를 하면서 의사소통 능

이 서로를 좋아하고 친밀하게 여기며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력,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조망 수용을 발달시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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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ukowski, Buhrmester, & Underwood, 2011; Howes, 2009;

연구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친구관계가 안정성을 보이거나

Rose-Krasnor & Denham, 2009). 또한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아

사회 규범과 기술을 전수하고자하는 수직적인 특성을 갖는 것

의 종단적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친구관계

에 비해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능력과 기술이 비슷한 수준의

의 변화유형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는

유아들 간에 좀 더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친구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협상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인 요인

과 공동 구성을 경험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주고받기를 배울

으로 정서 조절을 들 수 있다. 정서 조절은 필요한 상황에서

수 있게 된다(Howes, 2009). 이러한 기술은 유아가 커 가면서

정서의 경험과 표현의 강도, 빈도 등을 너무 과하지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

낮지도 않게 자신이나 사회적 파트너의 목표와 기대에 충족

초가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시키도록 조절하는 것이다(Denham et al., 2003). 연구자들은

학령기 후기의 친구관계는 신뢰감과 헌신, 충성심, 정서적

학령 전 아동이 좌절감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유대감이 주된 특징인 반면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공유 활동과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정서적 능력이 사회적 상

근접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Howes, 2009) Sullivan이 의미

호작용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

하는 친구관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유아도 친밀한 친

인적 목표를 성취하는 사회적 유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

친다고 제시하였다(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다. Howes (1990)은 어린 유아들도 특

Karbon, 2008; Rubin, Bukowski, & Parker, 2006). 특히 유아기

별히 선호하는 놀이 상대가 있어서 다른 보통의 또래들과 다른

아동이 친구를 사귀고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

상호작용을 보이며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의 친구관

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Hay, Payne, & Chadwick, 2004;

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유아기에 친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관계를 오랫

2006).

동안 유지하는 것은 친구 간에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많이 웃고

달시킬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일이다. 유아가 친구관계를 유

행복감을 표현하며 부정적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맞

지하려면 상호간에 관심을 공유하고 자기 노출을 하면서 관

추어 조정할 수 있는 유아는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더 많이

계를 지속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친구와의 관

참여했고, 협력적인 놀이를 계속 이어가고, 친사회적인 행동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유아는 타

을 하였다. 이러한 유아는 성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

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하게 인식하

다고 평가 받았을 뿐 아니라 또래에게도 같이 놀고 싶어 하는

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구관계를 유

유아로 선호되었으며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Denham

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줌으로써 사회적 환

et al., 2003; Keane & Calkins, 2004). 반면 놀이 중에 자신의 의

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견만 주장하고 화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

을 할 수 있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Proulx &

지 못하는 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위축된 행

Poulin, 2013).

동을 보였고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

유아기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본 연구

한 유아는 교사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평가 받

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친구와 친구관계를 계속

았고 또래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간이 흐른 뒤

유지하는지를 의미하는 ‘친구관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연구

에는 친구가 없고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있었다(Denham et

하였다(Ladd et al., 1996; Sebanc, Kearns, Hernandez, & Galvin,

al., 2003; Eivers, Brendgen, Vitaro, & Borge, 2012; Spinrad, et al.,

2007). 유아기에는 친구관계에 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동일

2004).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에 자신의 부적인 정서를

한 유아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함께 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표현하고 타인의 기분을 적절하게 인

구관계의 변화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6개월 동안 유아는 동

식하여 반응하는 정서 조절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한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형성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나 친구를 잃게 되거나 친구를 계속 사귀지 못하기도 하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

다(M. H. Park & Park, 2016; Proulx & Poulin, 2013). 그러나 이

인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가족은 유아가 최초로 접

63 Friendship Patterns

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유아의 친구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높다고 평가되었다(Laird, Pettit, Mize, Brown, & Linsey, 1994).

수 있는 중요한 체계이다. 부모는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는 어떻게 관여하는

족 체계와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Parke, et

지의 방식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연구

al., 2002). 특히 어머니는 유아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Hwang과 Moon (2010)에 의하면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 · 관심 행동은 유아의 또래 유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기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
이제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가 유아의

능성과 관련이 없고 중개 · 감독 행동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어머니가 또래 관계에 대한 조언 · 관심을 많이 보이는 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일수록 또래 유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거나( J. Y. Lee, Kang, &

예를 들어,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행동이나 애착 유형이 유

Lee, 2009) 또래들에게 놀이 방해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

아의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Ladd &

이기도 했다(I. H. Kim & Kim, 2017).

호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Pettit, 2002; Parke, et al., 2002).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친구관

이상을 요약해보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또래와 만날 기회

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유추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어

를 만들어 주고, 또래와 어떻게 놀이하는지 지켜보며 관리해

떤 행동이 유아의 친구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주거나 또래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해주는 것

정보는 주지 못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어떤 노력이 직접적으

은 유아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로 유아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의 친구관계에 관여하는 어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역할

머니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관여가 유아

로 친구관계 관여를 들 수 있다. 친구관계 관여는 어머니가 유

의 친구관계 변화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의 친구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친구관계를 촉진하기 위

유아기 친구 관계의 안정성 및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

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노력을 의미한다(Bonnet, Gooseens, &

요하지만 이를 살펴본 연구는 별로 없다.

Schuengel, 2011; Ladd & Pettit, 2002). 학령기 아동에 비해 유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

아기 아동은 자유롭게 혼자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어 어디에서

구관계 관여가 5개월 동안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

어떤 유아를 만나게 될지 또래 관계의 기회 자체를 어머니가

이 단기 종단적으로 친구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하여 제공해주는 측면이 강하다(Parke & Bhavnagri, 1989).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친구관계의 발

따라서 자녀가 또래와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하고 또래를 집으로 초대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어

유아가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주면서 놀이 상황을 구조화해주는 방법은 유아가 친구관계를

을 하기 위한 지도 방법과 임상 현장에서 중재 프로그램개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도 어머니는 자녀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알고 있는 형태로 감독하기도 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고(Ladd & Pettit, 2002), 자녀에게 또래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
주거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

연구문제 1

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Ladd & Pettit,

단기 종단적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과

2002).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나
또래 수용도와 관련된 연구로서 친구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유

연구문제 2

추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또래 접촉의 기회를 자주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마련해주거나 또래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친구관계 관여의 변화는 차이가 있는가?

수록 또래로부터 수용되고(Hwang & Moon, 2010), 또래 유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 Y. Lee, Kang, & Lee, 2009; J. H.

연구문제 3

Park, 2001). 어머니와 또래 관계에 대한 대화를 자주 참여할수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는 친구관계의

록 유아는 또래에게 인기가 있었고 교사에게 사회적 유능감이

변화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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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척도의 4개 하위 영역 중 ‘자기 정서 조절’과 ‘타인 정서 조절’
의 2개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 정서 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이 타인에게 끼칠 영
향을 고려하며 스스로 인식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7개의

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타

유치원의 만 5세반 18개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이었다.

인 정서 조절’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그들의 기분에

연구 대상 유아들에게 5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맞추어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쁠

친구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1차와 2차의 친구관계

때는 그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애쓸 줄도 아는 능력으로 총 9

자료가 모두 수집된 유아 중 275명(남아 137명, 여아 138명)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측정을 위해 연구 대상 유아가 속

은 1차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70개월이었다(표준편

한 18개 학급의 주 담임 교사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

차: 3.4개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과 설문지의 회수 과

을 설명해 주고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담임교사

정은 연구 절차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는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유아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에 따
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

측정도구

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조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

친구관계
유아의 친구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월과 12월 중

수 Cronbach’s α는 .90이였고, 각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
수 Cronbach’s α는 자기 정서 조절이 .71, 타인 정서 조절이 .81
이었다.

순에 5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또래 지명법을 유아에게 실시하
였다. 또래 지명법은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되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

는 방법이다(Linsey, 2002; Rubin et al., 2006; Shin, Kim, Goetz,
& Vaughn, 2014).

어머니가 유아의 친구관계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면접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각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유아

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J. H. Park (2001)이 번안한 Cohen (1989)

자신이 속한 학급의 모든 동성 유아의 사진을 보여준 후 “가

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 [PIC]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장 친한 친구”를 3명 지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
의 유아가 서로를 친구라고 상호 지명하였을 경우에 친구관

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는 도
구로서, ‘조언 · 관심’(12문항)과 ‘중개 · 감독’(12문항)의 하위

계로 간주하였다. 1차 측정 후 5개월 이후에 반복 측정하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회 조사한 후, 상호 지명한 친구가 있는지와 동일한 친구

원 도구의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낮고( .35 미만) 2개의 하

가 재지명 되었는지에 따라 친구관계의 변화를 '동일한 친구

위 영역에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갖고 있는 2개의 문항과(“4.

지속 집단(same stable group)’,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different

아이의 친구관계에 대해 남편과 상의한다.”, “17. 아이가 친

stable group)’, ‘친구 형성 집단(gain group)’, ‘친구 상실 집단(loss

구와 놀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가족의 계획을 바꾼다.”), 발

group)’, ‘친구관계 형성 불가 집단(chronically friendless group)’

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아기에는 관찰하기 어려워 예비

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M. H. Park & Park, 2016;

조사에서 어머니들이 관찰할 수 없다고 보고한 1개의 문항을

Proulx & Poulin, 2013; Bowker, Rubin, Burgess, Booth-LaForce,

(20. 어떤 친구가 내 아이에게 전화를 거는지 파악한다) 제외
한 후, 본 연구에서는 ‘조언 · 관심’ 11문항, ‘중개 · 감독’ 10문

& Rose-Krasnor, 2006).

항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 발달을

정서 조절

촉진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적혀있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
는지에 대해 ‘전혀 안함 (1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 (6점)’까지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은 Salovey와 Mayer (1990), Goleman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

(1995)의 연구를 토대로 B. N. Lee (1997)가 제작한 정서 지능

구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65 Friendship Patterns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였고,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는 ‘조언 · 관심’이 .89, ‘중개 · 감독’
이 .88이였다.

연구 결과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
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의 일반적 경향

연구 절차 및 분석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유치원 2곳의 만 5세 유아 5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

친구관계 관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

하여 또래 지명법을 잘 이해하는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

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는지 알아보았고, 어머니와 교사들은 질문지를 이해하고 체

정서 조절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정서 조절은 1차와 2차에서

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모두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이 높고(M = 2.94, 2.95) 친구 형성

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3년 7월 중순에 1차

불가 집단(M = 2.71, 2.73)이 낮았다. 타인 정서 조절은 1차와 2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본 연구자가 547명의 유

차에서 모두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이 높고(M = 3.17, 3.32) 친

아를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실시하여 친구관계를 조사하였
다. 2차 조사는 본 연구자와 대학원 석 · 박사과정 재학 중인 5

구 형성 불가 집단이 낮았다(M = 2.74, 2.97).

명이 1차 조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2013년 12월 중순에 501

은 집단은 1, 2차 시기 모두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 이었다(M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실시하였다. 또래 지명법

= 4.61, 4.47). 조언·관심이 가장 낮은 집단은 1차 시 동일한 친

측정에 앞서 사전 훈련을 통해 본 연구자가 보조 연구자 4명에

구 지속 집단(M = 4.07), 2차 시 친구 형성 불가 집단이었다(M

게 또래 평정 척도를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주지하도록 하

= 4.04).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를 살펴보면, 조언·관심이 가장 높

였다. 또래 지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M. H. Park과 Park
(2015)의 연구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교사의 유아 정서 조절 질문지는 교사에게 평정을 의뢰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 변화의 차이

한 후 1주일 후에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는 1차 시기에 19명, 2차 시기에는 전근 간 교사를 제외한 18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명이였다.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친구관계 관여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연

집단별로 1, 2차 시기의 평균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구자가 1주일 후에 유치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547부 중 351부가 회수되어

1차에서 2차까지 5개월 동안 유아의 정서 조절 중 자기 정

64%의 회수율을, 2차 조사에서는 501부 중 354부로 70%의

서 조절은 모든 집단에서 5개월 간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

회수율을 보였다. 1차와 2차 모두 회수된 어머니용 설문지는

다. 타인 정서 조절은 모든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서 유의하

모두 280부였고 수거된 자료에서 설문지 문항에 반 이상을

게 증가하였다.

평정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75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는 친구 형성 불가 집단만 중개 · 감
독(t = 2.13)과 조언 · 관심(t = 2.17)이 1차에서 2차까지 5개월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

동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여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따른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해 1, 2차 시기의 유아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
계 관여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의 흐름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 조절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가 친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가 친구관계의 변

구관계의 변화 유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의 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화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번째 시기에 측정한 유아의
정서 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Park and Park 66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mparison of Friendship Patterns over Time 1 and Time 2
Same-stable
friendships
(n = 120)

Friendship patterns
Emotion Regulation
Self-regulation

Other-regulation

Parental Involvement
Advice-support
strategies
Mediationsupervision
strategies

Time 1
M
(SD)

Time 2
M
(SD)

Different-stable
friendships
(n = 50)
Time 1
M
(SD)

Time 2
M
(SD)

Gain
friendship
(n = 44)
Time 1
M
(SD)

Time 2
M
(SD)

Loss
friendship
(n = 25)
Time 1
M
(SD)

Time 2
M
(SD)

Chronically
friendless
(n = 36)
Time 1
M
(SD)

Time 2
M
(SD)

2.94
2.95
( .64)
( .60)
t = - .53
3.17
3.32
( .46)
( .49)
t = -6.38***

2.87
2.83
( .58)
( .49)
t = .30
3.15
3.29
( .48)
( .47)
t = -2.83***

2.86
2.90
( .52)
( .65)
t = .12
3.09
3.25
( .49)
( .56)
t = -3.12***

2.72
2.80
( .59)
( .60)
t = .88
3.01
3.22
( .54)
( .45)
t = -2.90***

2.71
2.73
( .48)
( .57)
t = - .49
2.74
2.97
( .53)
( .52)
t = -2.79***

4.07
4.06
(1.00)
(1.01)
t = - .26
3.20
3.11
(1.03)
(1.06)
t = .18

4.61
4.47
( .92)
(1.01)
t = 1.00
3.41
3.32
(1.10)
(1.20)
t = 1.12

4.22
4.14
(1.22)
(1.12)
t = .57
3.52
3.27
(1.01)
(1.17)
t = 1.17

4.36
4.26
(1.10)
(1.13)
t = .22
3.25
3.05
(1.08)
(1.08)
t = 1.49

4.26
4.04
(1.02)
( .99)
t = 2.17*
2.98
2.56
(1.05)
(1.02)
t = 2.13*

Note. N = 275.
*p < .05. **p < .01. ***p < .001.

형 집단을 하나씩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다른 집단과 상대적

1.18, p < .05)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의 하위요인
중 조언 · 관심이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상대적 차

비교를 하였고 이에 대한 회귀계수(B) 추정값과 참조 범주 대

이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개 · 감독이 한 단위씩

비 승산비(Odds Ratios: OR)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

증가할수록 친구 형성 불가 집단일 가능성보다 친구 형성 집단

과, Naglkerke의 R²은 .15였는데 이는 본 회귀모델이 종속변

일 가능성이 1.8배(OR = 1.77, p < .05) 증가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친구관계의 변화 유

인 변량의 15%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의

친구 상실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여 유아의 정서 조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기저 모형 대비 분석 모형의 카이자승
값의 차이가(χ2 (16) = 42.55, p < .0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예측

이는 분석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보다 유의미하게 좋아진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다른 집단과 상대적 차이를 비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양호하다고 할

교한 결과, 정서 조절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데

수 있다.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는 하위 요인 중 조
언 · 관심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친구 형성 집단보다 교체한 친

먼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 중 친구 형성 불가 집단을 참조

할 상대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 형성

예측하는 상대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타

구 지속 집단일 가능성이 1.8배(OR = 1.81, p < .0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 · 감독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예측

인 정서 조절이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상대적 차이

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범주로 설정하여, 자기 정서 조절이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을

를 비교한 결과, 타인 정서 조절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친구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동일한 친

형성 불가 집단일 가능성보다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일 가능

구 지속 집단과 비교한 결과. 정서 조절은 친구관계의 변화 유

성이 6.5배(OR = 6.49, p < .05),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일 가능
성이 6.1배(OR = 6.11, p < .05), 친구 형성 집단일 가능성이 2.9

형을 예측하는 데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
는 조언 · 관심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

배(OR = 2.93, p < .05), 친구 상실 집단일 가능성이 1.2배(OR =

일 가능성보다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일 가능성이 0.5배(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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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on Friendship Patter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motion
Regulation
Selfregulation
Otherregulation
Parental
Involvement
Advice-support
strategies
Mediationsupervision
strategies

Samestable
B

OR

Friendless (Ref.)
Differentstable
Gain
B

OR

.93 -.39

.68

.47 1.60 .30 1.34

1.87* 6.49 1.81* 6.11 1.08* 2.93 .16* 1.18

.05 1.05 .05 1.05

-.25

B

.90 -.07

.78 .37 1.45 -.22

OR

Samestable

B

.09 1.09 -.09

OR

Loss

.80 .00 1.00

.27 1.31 .26 1.35 .57* 1.77 .15 1.16

B

-.25

OR

Loss (Ref.)
Differentstable
B

OR

Gain
B

B

OR

.32 1.37

.16 1.17 -.02

.98

.18 1.19

.02 1.02

.03 1.03 .03

1.03

-.00 1.00

.78 .37 1.44 -.22

.12 1.13 .15 1.16

DifferentGain (Ref.)
stable (Ref.)
Same- DifferentSamestable
stable
stable

OR

B

OR

B

OR

.80

-.02

.98 .59* 1.81

-.61*

.54

.42 1.52

-.30

.74 -.27

-.03

.98

.76

Note. N = 275.
Ref. = reference group. -2 Log Likelihood = 736.88 (χ2 = 42.55***), Nagelkerke R2 = .15.
*p < .05. ***p < .001.

.54, p < .05) 낮아졌다.

함에 따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를 조절 하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정서 조절 영역 중 타인

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책략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회

정서 조절 능력이 증가할수록 유아는 5개월 후에 친구 형성 불

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Rose-Krasnor &

가 집단보다는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

Denham, 2009; Rubin, et al., 2006)는 발달적 변화를 나타낸 결

친구 형성 집단, 친구 상실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 중 중개 · 감독이

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증가할수록 유아는 친구 형성 불가 집단보다는 친구 형성 집
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조언 · 관심이 증가할

른다거나 무응답 등의 비해결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5세는 문

수록 유아는 친구 형성 집단보다 교체한 친구 지속 집단에 소

제해결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선행연구에 의해(W. Y. Park

속될 가능성,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에 비해 교체한 친구 지속

& An, 2006) 뒷받침될 수 있다.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황에서 3, 4세는 울거나 가만히 있는 등의 내면화 반응과 모
제 상황을 바꾸려 하는 전략과 실질적 도움 제공하기 같은 문

한편 5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친구가 계속 없는 유아의 어
머니는 1차 에 비해 2차 시기에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갖
고 조언을 해주는 행동과 또래를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감

논의 및 결론

독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친구관계와 정서 조절, 어머니의

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유능감이

친구관계 관여를 5개월 간격으로 2회 반복 측정하여 시간의

높은 유아는 어머니에게 또래와 만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유아의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달라고 요구하고 친구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반면

친구관계 관여가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에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유아는 또래와 만나는 기회에 대한

지 분석하였다.

요구도 적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의 참여를 제한

는 아동 효과 관점(Child-effects perspective; Ladd & Pettit, 2002)

대부분의 유아들은 5개월 동안 정서 조절의 하위 요인 중

시킨다. 즉 계속 친구가 없는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참

타인정서 조절 능력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가 연령이 증가

여와 친구관계에 대한 요구와 이야기를 덜 요구하여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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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를 촉진하는 행동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정서를 참기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친구가 계속 없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

거나 계속 친구가 있었을 수 있다. 유아는 보통 또래와 상호

성을 직접 측정해 보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더 확인해

작용 할 때 보다 친구와 상호작용할 때 화내고 흥분하며 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평하는 행동을 적게 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가(Salvas, Vitaro,

유아의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별로 준거

Brendgen, Lacourse, Boivin, & Tremblay, 2011)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집단을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타인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친

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도 있다. 본 도구에서 사용

구 형성 불가 집단에 비해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 교체한 친

한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중 자기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문항

구 지속 집단, 친구 형성 집단, 친구 상실 집단일 가능성이 높

들은 대부분 ‘화’를 잘 참는지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았다. 이는 유아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

러나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는 ‘화’ 이외에도 슬픔, 실

동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5개월 동안 한 번이라

망,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있고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정적

도 친구가 있거나 계속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Spinrad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두

을 나타낸다. 이는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또래에게 인

려움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과도하게 억제

기가 있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친구가 있다는 선행연구

되는 유아는 주로 혼자 놀이했고 또래들에게 소외당했다. 또

들(Blair,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Denham et al.,

한 우울한 유아는 또래에게 인기가 없고 거부와 괴롭힘을 당

2003; Walden, Lemerise, & Smith, 1999)과 유사한 결과였다. 친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슬픔을 자주 보이는 유아도 또래에게

구는 두 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므로 이러한 사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Denham, McKinley, Counhoud, &

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경

Holt, 1990). 이처럼 ‘화’ 이외의 위축이나 두려움 같은 부적 정

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가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처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화’ 이외의 다른

하는 능력이 유아의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술임을

부적 정서를 포함하지 않아 자기 정서조절능력이 친구와의 관

제시해 주고 있다.

계에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Eivers 등(2012)은 유아의 친구관계를 12개월 후에 반복 조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와 친구관계의 변화 유형과의 관련

사하였다. 두 시기 모두 친구가 없었던 유아는 공격성의 증가

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른 또래들에 비해 친사회성이 증가하

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유아는 친구 형성 집단에 비해 동

지 않았다. McElwain, Halberstadt와 Volling (2007)의 연구에서

일한 유아는 아니지만 5개월 동안 계속 친구가 있는 교체한 친

는 예상 밖의 실망스러운 보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정서를 조

구 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절하는 수준만으로는 친구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없

의 조언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었으나,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능력

고 보고한 선행연구(Laird, et al., 1994; Mize & Pettit, 1997), 어

도 같이 높은 수준일 때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

머니의 코칭이 다른 또래의 관계적 공격성으로부터 보호요

였고 갈등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가 친구

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Werner, Eaton, Lyle, Tseng, &

를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

Holst, 2013)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협을 가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다른

유아는 어머니와 어떻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추측을 바탕으로

할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눈다(Laird et al., 1994). 이때

상대방의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

어머니는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어떤 어

율하는 타인 정서 조절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

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친구와 상호작용 중에 느끼는 감정

임을 시사한다.

의 원인과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정서를 중심으로 한 대

정서 조절의 하위요인인 자기 정서 조절은 친구관계 변화

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

유형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

를 수용 받고 여러 가지 갈등 해결 전략을 탐색해봄으로써 친

다. 유아가 또래와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 보

구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

통 때에는 화를 잘 내는 유아가 친구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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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정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가 친구를 사귀고

서를 수용해주고 문제의 인과 관계를 언어로 정교화해줄 경우

원만하게 관계를 지속시키는 대인 관계적 유능성을 발달시키

유아는 관계적 공격성을 당할 가능성이 낮았다거나(Werner, et

기 위해서는 유아와 가정 내에서 놀이를 함께 하면서 편안하

al., 2013),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친구간의 협동놀이에서

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

도 갈등이 적었다고 밝힌 선행연구(McElwain et al., 2007)가 이

하는 기회를 주면서 개인 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과정이

를 뒷받침한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의 하위 요인 중 어머니의
중개 · 감독이 증가할수록 5개월 이후에 친구 형성 불가 집단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친구 형성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

첫째, 선행연구는 친구 상실 집단 아동이 또래에게 괴롭힘

를 또래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래와의 상호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 위축,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어

작용을 관심있게 지켜봐줄수록 유아는 5개월 후 새롭게 친구

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Bowker et al., 2006; Proulx & Poulin,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2013) 친구 형성 불가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

결과는 어머니가 또래와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하였다(Bowker et al., 2006).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마련해주고 또래 간의 갈등 관계를 조절하고 감독하는 어머니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과 교체한 친구 지속 집

의 노력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단의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를 대상

연구 결과( J. S. Kim, 2011; Ladd & Hart, 1992)와 일치한다. 또

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친구 지속 집단이 교체한 친구 지

래와 함께 놀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주는 노력은 ‘교제’를 경험

속 집단에 비해 갈등을 해결하고 또래 간에 협력하는 사회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래를 만날 기회를 많이 경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했다(Bowker et al., 2006; Proulx &

험한 유아는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또래와 같

Poulin, 2013).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유형의 변화에 따라

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놀이의 즐거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을 추적 조사하여 유아기 친구관

움이 증대되고 친밀감이 높아져서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계의 변화 유형이 연령에 따라 다른 기능과 발달 경로를 보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러나 어머니의 친구관계 관여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

개별 면접을 통해 친구관계를 측정하였고 유아가 어떻게 친구

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와 상호작용하고 놀이하는지는 관찰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

친구관계를 중개하고 감독해주면 5개월 후에 친구가 생길 가

서는 친구 쌍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여 친구관계가

능성이 1.8배 높았다. 이에 비해 유아의 타인조절 능력이 높아

유지되거나 해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지면 친구가 생길 가능성은 2.9배, 동일한 친구와 계속 친구가

이 필요하다.

될 가능성은 6.5배 높았다. 친구관계 유형별 집단의 일반적 경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적으로 유아의 친구관계 변화 유

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친구 관계를 지속하는 유아의

형과 관련 변인을 파악하였고, 유아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는 높은 친구관계 관여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정서 조절 능력과

과는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친구가 없는 유아에게 친구를

어머니가 유아의 친구관계에 관여하는 환경적 요인을 통합

사귀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

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유

만성적으로 친구가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친구관계 발달을

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어머니

촉진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아에게는 타인 지향적

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어

인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을 모색할

린 유아를 이른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하거나 방과

필요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친구관계에 대한 질 높은 조언과

후에도 키즈 카페 등에서 또래들과 사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올바른 중개 및 감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

있다.

지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유능성은 자녀의 친구 관계에 관여하
는 부모의 행동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타인을 이해하고 자
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개인 내적인 변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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