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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지각한 부 · 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by 
childre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paternal and maternal patenting attitudes.      
Methods: A package of self-reporting scales was applied to asses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340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in two general elementary schools. Mediating effect was investigated using 3-stag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Baron & Kenny (1986).      
Result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peer relationships an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Seco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s were partially mediated by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not only parenting attitudes but also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attitude are important in enhancing peer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for improving peer relationships 
in children. 

Keywords :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peer relationship,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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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1, 신라대학교 교육학과2

서론

2017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

을 받고자 호소하는 문제로 ‘대인관계’(27.1%)가 1위로 나타

났다. 2위인 ‘학업 및 진로’(17.8%)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정

신건강문제’(12.2%), ‘일탈/비행’(9.5%), ‘컴퓨터/인터넷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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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8.4%), ‘가정’(7.7%)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2017년 결과

는 2016년과 유사하나, 2015년과 비교할 때 다른 영역에 비

해 대인관계 영역이 5% 정도로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인관계 영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친구

관계 고민’이 82.6%로 압도적으로 차지했고, ‘따돌림 및 왕따’

가 7.4%, ‘교사와의 관계’ 1.9%, ‘이성교제’ 1.8%, ‘어른과의 관

계’ 1.1% 등이 그 뒤를 따랐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사이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친구관계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상담지원 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

학생 25.9%, 초등학생 25.3%, 고등학생 21.8%, 대학생 3.0%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이어 중학생이 가장 많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2.5%

씩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요즘 사춘기가 빨라지

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뚜렷하게 

높아지며, 또래 내 소속 집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M. Hong, 2016; E. H. Park, 2015). 또한 학교

폭력 문제도 저연령화 되면서 이전에는 중학생이 했을 법한 

심리적인 문제와 고민을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경험하게 됨으

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Yeo, 2017, October 31). 

Berndt (1995)는 이러한 후기 아동의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생리적 측면에서의 후

기 아동기는 사춘기와 관련된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때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한 상태를 주로 또래관계

에서 이해받으려 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 후기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추상적 사고가 전 시기보다 발달하면서 자아 개념

이 더욱 발달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타인으로부터 이해

받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이 시기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과 달리 자신을 아동이라 여기

지 않고 청소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

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후기 아동기는 청소년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져간

다.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 문화와 정서적 유대감 

등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에 또래관계가 후기 아동기의 발달과 적응에도 밀접한 관련성

을 맺기 때문에 초등학생 시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또래관계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 & Lee, 2009). 이 중 가족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원천으로서 이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조

명을 받아왔다.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는 동안 절대적인 시

간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의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An & Lee, 2009; M. S. 

Jeong, 2010). 

여러 가지 가족 관련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은 많

은 연구의 조명을 받아 왔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태도는 

아동의 긍정적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또래유능성 및 또래수용

도와 정적으로 관련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nm, RenWick, & Holt, 1991; 

Domitrovich, 1998; M. Hong, 2016; J. Kim, 1990; S. H. Kim, 2017; 

Y. Lee & Rah, 1999; H. J. Park, 2010; U. I. Park, 1998). 

Baruch와 Barnett (198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규제하며, 합리적으로 

지도 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Cohn 

(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비판적일 

경우, 자녀가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나 사회 유능성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Garner (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

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또래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와 표상을 발달시킴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합리적, 애정적, 온정적, 수용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긍정적

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Lim & Jin, 2015; E. H. Park, 

2015). 긍정적 부모의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기주장, 타인

에 대한 정서적 지지, 갈등관리능력 등 또래 유능성이 높아짐

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S. Park, Park & Kim, 

2018).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대인불안, 

사회 정서적 고립, 정서표현갈등, 우울 등의 문제를 증가시키

며, 이러한 문제는 아동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기의 대인관

계 문제에까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Byun, 2005; E. G. Lee 

& Han, 2016; S. H. Lee, 2014).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양육환

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또래집단에서 부정적이며, 공격적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S. Park et al., 2018; Rubin, LeMare & 

Lollis, 1990).  

한편, 또래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변인 중 하나는 정서조절능력이다. 정서를 잘 이

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Hubbard & Coie, 1994; Katz & McClellan, 1997; J. M. Kim. & 

Chang, 2008; Thompson, 1994). 아동이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

절하는 것은 사회적 준거와 목적에 맞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 2003). 따라서 정서조절



19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hildren 

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보이고 또래와 더 잘 지냈다는 보고가 있다(Hubbard & 

Coie, 1994).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집단의 규칙에 반응적

이고 자신의 욕구와 다른 아동의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잘 유

지하는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Putallaz & Sheppard, 1992). 정

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자각,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

명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이 중 정서의 표현은 정서조

절능력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어느 만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

한지 판단하고 이를 사회적 기대에 맞게 표현하는 일은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동은 정

서표현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이나 압박을 능숙하게 처리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을 인식한 후에 어떤 감정을 느

끼고 있는지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데에도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Southam-Gerow, 2013). 이에 아이들은 아

동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해야 할지를 고

민하고 갈등하는 경향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갈등에서의 개인

차가 바로 정서표현양가성이다(H. Park, Jeong & Choi, 2015). 

King과 Emmons (1990)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표현양가성은 아동의 또래관계 능력, 

자기개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공격성과 우울 등의 문제행동

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 Jeong, 2012; S. H. 

Lee, 2014; No & Jeong, 2010;  B.-E. Park, 2008).  

Morgrain와 Vettese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정

서표현양가성은 낮은 수준의 정서명확성과 관련되어 나타났

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갈등과 억제가 높은 사람

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외면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ryan과  Quist, Young, Steers, Lu 

등(2016)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인식하

며, 개인의 정서적 지지 자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관계를 발전

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Emmons & Colby, 1995). 이

렇듯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적

절히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면 감정이 수반되는 사회적 상황에

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

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하는데 이는 정서정보처리의 초기 단계부터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King, 1993). 또한 정서표현을 억누르느라 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면 인지 및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쳐 어

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다(Richards & Gross, 2000). 잘못 인식한 정서 위에 제

대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니 타인으로부터 사회

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흐르게 

된다(Bae & Jeong, 2015). 뿐만 아니라 정서는 개인의 욕구 좌

절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정서를 

억제하다 보면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지 표현하기 어렵기 때

문에 명확하고 주장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에 따른 문제 행동 양상은 성인과 아

동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 성인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지만(Brockmeyer et al., 2013; 

Chen, Chen & Tsai, 2012) 아동의 경우에는 내재화, 외현화 문

제 행동을 모두 나타낸다(H. J. Choi, 2010; J.-H. Kim, 2014; S. 

H. Lee, 2014; H. Park et al., 2015). J.-M. Kim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초등학생은 억제하려 노력했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

치 않는 정서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면 아동의 또래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 Kim (2008)

의 연구에서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의 갈등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유형을 나

타내며(Byun, 2005),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자기개방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립되거나 철회되어 자

기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관계문제를 겪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

다(K.-A. Jung, 2015; S. Lee & Lee,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으면, 정서지각과 표현에 어

려움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M. Kim & Chang, 2008). 

이렇듯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서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즉 

정서표현규칙은 많은 경우 부모에게서 배운다(Halberstadt & 

Eaton, 2002). 부모는 자녀의 정서표현 모델이 되거나 강화자

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표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Y. Jung, 2013). 가령,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에게 혼이 나거나 거부당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반복적

으로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정서 표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Buck, 1984). 더 나아가 감정을 표현해 봤자 다른 사람으

로부터 이해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를 갖

게 된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보다 많이 돌보

고 덜 통제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양육을 할 때 자녀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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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표현성은 높게 나타났다(B.-E. Park, 2008). 부모가 아

동의 부정적 정서도 적응적이고 수용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면 아동의 정서표현성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No & 

Jeong, 2010).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감독이 높으면 아동

의 정서문제가 적게 나타났지만,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높

으면 정서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 G. Lee & 

Han, 2016).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간지향적일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지만(H. S. Choi, 2014), 자녀가 부부갈등

을 지각하거나 어머니가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할수록 아

동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높게 나타났다(Y.-H. Kim, 2011). 또

한 어머니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 Jeong, 

2015).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

서표현양가성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No & Jeong, 2010). 

이상을 종합하면, 후기 아동기 전반적인 발달과 적응의 중

요한 지표이자 맥락인 또래관계에 영향력이 큰 변인을 탐색했

을 때, 가족 관련 변수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었다. 한편, 아

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적 변수로서 정서 

표현의 억제적 경향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표현양가성

은 부모의 양육태도로부터 많은 부분 학습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 변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상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

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 두 변수와 모

두 관련되는 정서표현 태도,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세 변인이 각각 

관련을 맺는다는 연구들은 있으나, 세 변인이 어떻게 관련성을 

맺는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아동기에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연령대가 포함되기 때문에는 본 연구에서는 특히 또

래관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정서조절과 표현이 중

요해지는 후기 아동기를 특정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의 5, 6학

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5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불성실 및 누락 문항이 많은 19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340부

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

자 182명(53.5%), 여자 158명(46.5%)이었으며, 학년은 5학년 

83명(27.4%), 6학년 247명(72.6%)이다. 

연구도구

부모양육태도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eo (2004)가 

제작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

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Heo (2004)의 연구에서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으로 관련된 반면, 비일관성, 과잉

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할 때는 8개 하위요인을 다

시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4문항, 합리적 설명 5문항, 애정 6문

항)와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4문항, 과잉기대 6문항, 과잉

간섭 7문항, 학대 6문항, 방치5문항)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 문항의 예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

셨다.”(감독),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애정) 등과 부

정적 문항의 예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비일

관성),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과잉간섭)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가 높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부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2, 모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이었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o (2017)가 제작한 

아동용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왜곡(5문항)’, ‘표현어려움(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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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표현고민(5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예로는 “마음이 몹시 흔들려도 겉으로는 침착하게 보여

야 할 것 같다.”(표현왜곡), “내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제

대로 표현하기 어렵다.”(표현어려움),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

하기 전에 몇 번이나 고민한다.”(표현고민) 등이 있다. 응답방

식은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전체 점수의 합이 높을수

록 아동이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상반되는 목표 간의 갈

등을 경험하는 개인의 양가감정과 정서표현 억제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또래관계 척도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Hudson (1982)이 개발한 

IPR (Index of Peer Relations)척도를 J.-L. Kim (200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5문항으로 긍정적 요인 12문항과 부

정적 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요인 문항의 예

로는 “나는 내 친구들과 아주 잘 지낸다.”, “나는 현재 내 친구

들을 정말 좋아한다.” 등, 부정적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내 친

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런 일 없다[1점]

에서 항상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 요인

을 역채점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25점∼1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

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

생 5, 6학년 359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

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이었다. 설문지 작성방법은 사전에 담당교사를 직접 만나 본 

연구의 목적 및 검사 실시 지침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의 감

독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

은 15분-20분정도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측정 변인들 간에 Pearson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Shrout와 Bolger  (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랩(Bootstrap)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정
서표현양가성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양가성, 또

래관계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

계(r = .28, p < .01)는 정적 상관관계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

래관계(r = -.25,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양가성(r = -.24, p < .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양가성(r = .32,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r = .21, p < .01)는 정적 상관관계로, 부정적 양육태

도와 또래관계(r = -.25,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다.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양가성(r = -.16, p < .01)

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양

가성(r = .34,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 부의 긍정적 양육태

도가 종속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β = .28, p < .001). 2단계, 독립변수인 부의 긍정적 양

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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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24, p < .001). 마지막 3단

계에서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 = -.25, p < .001), 부의 긍정

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β = .28, p 
< .001)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β = .22, p  < .001).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지각된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1단계, 부의 부정

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β = -.25, p < .001). 2단계, 독립변수인 부

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32, p < .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 = -.25, p < 

.001), 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1

단계(β = -.25, p < .001)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β = -.17, p 
< .01).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지각된 부의 부정적 양육태

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

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23, -.10)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의 부정

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

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결과도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아(-.23, -.09)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Descriptive Statistics of Peer Relationships, and Correlations                        

1 2 3 4 5 6
1. Posi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      
2. Nega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45** -     
3. Posi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68**  -.33** -    
4.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38**   .84**  -.49** -   
5.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24**   .32**  -.16**   .34** -  
6. Peer relationships   .28**  -.25**   .21**  -.25**  -.30** -
M 3.27 1.66  3.41 1.70 2.76  4.10
SD  .50  .41   .45  .43  .83   .52
Skewness -.76  .83 -1.07  .94  .36 -1.26
Kurtosis  .58  .71  1.94 1.36 -.25  3.32
Note.  N = 340.
**p < .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s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1 Posi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29  .28  5.37*** .08 28.84***
2 Posi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40  .24 -4.57*** .06 20.90***
3 Posi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23  .22  4.23*** .14 26.61***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16  .25 -4.75***
1 Nega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32 -.25  4.77*** .06 22.70***
2 Nega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65  .32  6.20*** .10 38.49***
3 Negativ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22 -.17 -3.19** .12 22.37**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16 -.25  4.55***
Note. N = 34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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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 모의 긍정적 양육태

도가 종속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β = .21, p < .001). 2단계, 독립변수인 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16, p < .01). 마지막으로 3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 = -.27, p < .001), 모의 긍

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β = .21, 

p < .001)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β = .17, p < .01).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지각된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1단계, 모의 부정

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β = -.25, p < .001). 2단계, 독립변수인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

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34, p < .001). 마

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또래관

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β = -.25, p < 

.001),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1

단계(β = -.25, p < .001)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다(β = -.16, p 

< .001).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지각된 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

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25, -.11)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부정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model of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s. Numbers in brackets indicate the influence of uncontrolled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p < .01.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s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24  .21  3.97*** .05 15.77***
2 Posi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30 -.16 -3.05** .03 9.32**
3 Posi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19  .17   3.21** .12 22.42**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17 -.27 -5.28***
1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30 -.25 -4.65*** .06 21.62***
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64  .34  6.61*** .11 43.65***
3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20 -.16 -2.97** .11 21.63**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16 -.25 -4.52***
Note.  N = 34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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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

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결과도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아(-.23, -.09)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방식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함의

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관

계가 좋은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또래관계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

래 유능성 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

다Denhanm et al., 1991; Domitrovich, 1998; M. Hong, 2016;  J. 

Kim, 1990; S. Kim, 2017; Y. Lee & Rah, 1999; H. J. Park, 2010; U. 

I. Park, 1998).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떻

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Dekovic & Janssens, 

1992). 최초의 사회화 맥락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은 다

양한 사회적 행동 목록을 부분적으로 학습하게 되면(Putallaz, 

1987), 이것을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

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및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표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Domitrovich, 1998).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인 행

동을 이끄는 기반이 된다(J. Park, 2001).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

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의 발달에 

행동적, 인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라는 점

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

면,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한다고 지각한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양가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 갈등과의 관련성을 주장한 선

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yun, 2005; S. Jeong, 2012; Y.-

H. Kim, 2011; No & Jeong, 2010 B.-E. Park, 2008). 정서표현양

식에 대한 규범은 어릴 적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한 유의미

한 타인의 피드백에 영향을 받는다(J. Park, 2009). 부모가 자녀

를 과도하게 처벌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

를 자주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

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감정

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존중받고 수용 받았던 경험을 한 아

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와 일치되게 선행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이 자녀의 정서조절방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Y. Park, 2009), 주 양육자의 비지지적인 반응이 

남, 여 청소년의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 

Park, 200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양가성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이 부정적일 경우 아

동의 정서표현기제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서 가정이라는 최초의 사회

적 맥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model of ambivalenc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s. Numbers in brackets indicate the influence of uncontrolled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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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직접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정서표현방식을 거쳐

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련성(S. Jeong, 2012; Y.-H. Kim, 2011; No & Jeong, 

2010; B.-E. Park, 2008), 정서표현양가성과 또래관계의 관련성

(J.-H. Kim, 2014; S. Lee & Lee, 2013) 뒤에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양가성, 또래관계로 이어지는 매개적 관계가 자리하

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의 관련성은 이론적

으로나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바이다. 이러한 

까닭에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더 나아가 또래관

계로 일반화되는 메커니즘, 그 과정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을 불러 일으켜 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모델링이나, 

인지적 표상과 같은 설명이 주되게 언급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여기에 더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서 정서조절능력이 주목받고 있다(Lim 

& Jin, 2015).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또래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 그 중에서도 정서

표현양식이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아동은 자

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

하게 될까봐 감정을 억누른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반복됨에 따

라 아동은 차차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정서 명확

성이 미발달하게 되고(Mongrain & Vettese, 2003), 감정이 올라

올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를 억누르는 일반화된 경향성, 

즉 정서표현양가성을 발달하게 된다(J. Park, 2009). 높은 수준

의 정서표현양가성을 가진 아동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 영역

인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자

각하지 못하여 잘못된 사회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King, 

1998), 감정을 억누르느라 불필요한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

며(Pennebaker, 1985),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조화롭게 조율하

지 못하니 결국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가능

성이 높다(H, J. Choi, 2010). 이는 결과적으로 또래관계를 저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이와 일치되게, 정서표

현양가성이 높은 초등학생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

행동이 많았고(H, J. Choi, 2010), 주도성 및 공감/협동과 같은 

또래관계기술이 낮았다(J-H. Kim, 2015). 또한 정서표현양가

성이 높은 중학생은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oo, 

2014). 즉,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표현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또래관

계를 저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중

간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개입의 방

향을 제안한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

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만, 아동의 적응적인 정서표현훈련 역시 효과적일 것이다. 더

욱이 다양한 상담장면에 따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거나, 부모가 부모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또래관

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동의 정서표현방식에 개입

할 수 있다. 비록 부정적인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서표현양가

성에 개입하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또래와의 

갈등이 발생하여도 적절하게 대처하며, 또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

램에는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순간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훈련, 이러한 과정에 대한 동기 증진, 적절한 정서표

현법 연습, 타인의 반응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훈련 

등이 하훈련 등의 요소가 포함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

동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정

서표현양가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정서표현양가

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아동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덜 경험하거나 부적

절한 방식으로라도 정서를 표현할 것이라고 여겨져 아동의 정

서표현양가성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정적 양육환경에서 자랄 경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

감정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

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이 지

각한 부와 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과거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

로 인식되고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아버

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

의 양육태도를 각각 확인 해봄으로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정

서표현양가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의 초등학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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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5, 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집단

특성이 반영된 대상 및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발달 단계

에 따른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양가성, 또래관계에 대한 측정을 

초등학생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시행하였으므로, 아동

의 지각만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와 다

를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태도를 조사

함으로써 실제 양육태도와 지각된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고려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8가지를 크게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양

분하여 살펴보았다. 동일한 분류 안에 속하는 양육태도라 하

더라도 각기 정서표현양가성이나 또래관계와 다른 방식으로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개

별적인 양육태도와 다른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가설

을 제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각 양육태도별로 

정서표현양가성, 또래관계의 관계를 밝힌다면 상담 및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양육태도의 하위유형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를 더 

명세화하여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정서표현양

가성의 작용 및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에 대해 더 면밀한 규명

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In English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 y Monographs, 103(1), 79-

103. http://psycnet.apa.org/record/1981-12411-001
Berndt, T. J.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doi:10.1111/j.1467-8624.1995.tb00937.x 

Brockmeyer, T., Holtforth, M. G., Krieger, T., Altenstein, D., 
Doerig, N., Friederich, H. C., & Bents, H. (201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major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62-864. doi:10.1016/j.paid.2012.12.002 

Bryan, J. L., Quist, M. C., Young, C. M., Steers, M.-L. N., & 
Lu, Q. (2016).  General needs 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6(1), 115-121. doi:10.1080/00224545.
2015.1041448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Chen, L. H., Chen, M. Y., & Tsai, Y. M. (2012). Does gratitude 
always work?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hibits the beneficial effect of gratitude on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5), 381-392. doi:10.
1080/00207594.2011.632009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1. doi:10.1111/j.1467-8624.1990.tb02768.x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doi:10.1037/0012-1649.28.5.925  

Denhan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doi:10.1111/j.1467-
8624.1991.tb01528.x      

Domitrovich, C. E. (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s://
elibrary.ru/item.asp?id=5506598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
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doi:10.1037/0022-
3514.68.5.947 

Garner, P. W. (2006). Prediction of pro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from maternal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2), 179-198. doi:10.1037/1099-9809.12.2.179 

Halberstadt, A. G.,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Marriage & Family Review, 34(1-2), 
35-62. doi:10.1300/J002v34n01_03  



27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hildren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
Palmer Quarterly, 40(1), 1-20.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Vol 8. Washington, DC: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4), 601-607. doi:10.1177/0265407593104008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doi:10.1037/0022-3514.58.5.864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doi:10.1177/0146167202250924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26(2), 82-95.  doi:10.1037/h0080025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330-
3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M., & Gross, J. J.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emory: The cognitive costs of keeping one’s co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Sep 2000, 410-
424. doi:10.1037/0022-3514.79.3.410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Southam-Gerow, M. A. (2013).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doi:10.1111/j.1540-
5834.1994.tb01276.x 

In Korean

An, S. Y., & Lee, H.-S.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A76538059 
Bae, M., & Jeong, Y. (2015). Effect of the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oward her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159-17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0708339

Byun, Y. J. (2005).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
kr/link?id=T10530495 

Choi, H. J. (2010).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intens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2207557

Choi, H. S.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interaction types, parent-child conflict, and children’s 
emotion management: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3466391

Heo,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2573740 

Hong, 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ca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and peer relationship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151053

Jeong, M. S.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25, 140-170.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A103541562

Jeong, S. (2012). The effect of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reactions on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2667883

Jung, K.-A. (2015).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640871 

Jung, Y. (2013). A study on the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Focused on motivation, psychological experiences from helping, 
and empathy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
www.riss.kr/link?id=T13791466 

Kim, J. (1990).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8485008 

Kim, J.-H. (2014). The relationship of beliefs about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in elementary school 



 Hwang and Kim   28

student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
kr/link?id=T13599073 

Kim, J.-L. (2000). The effect of sociability promotion program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 and lonelines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unit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7653138 

Kim, J.-M. (2010).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
www.riss.kr/link?id=T11876021

Kim, J. M. & Chang, J.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697-714.  

Kim, S. (2017). The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
kr/link?id=T14439379 

Kim, W. (2008). The relations of children’s affect intensit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o aggression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
riss.kr/link?id=T11431396

Kim, Y.-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mother’s conflict-coping behaviors, and 
children’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
kr/link?id=T12457062

Ko, K.-H. (201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 for 
children (AEQC)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
www.riss.kr/link?id=T14415866 

Lee, E. G., & Han, S. (2016). Effects of affection, monitoring 
and inconsistent parenting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3), 153-172. 

Lee, S., & Lee, J. (2013). Relationship between nonsupportive 
parental respon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larity. Open Education Research 21(4), 375-39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866348 

Lee, S.-H. (2014).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onsupportive 
parental respon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
kr/link?id=T13403854

Lee, Y., & Rah, Y. M. (1999).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mother - child interactions to peer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9-32.

Lim, Y. J., & Jin, M. K.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8(4), 348-
36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Cheongsonyeonbaegseo 
mich hangugcheongsonyeonsangdambogjigaebal-won 
sangdamtong-gye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 상담통계]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  

No, J. Y., & Jeong, Y. K. (2010).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57-71. 

Park, B.-E. (200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under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
riss.kr/link?id=T11267513 

Park, E. (201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arental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850170 

Park, H. J. (2010).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pronenes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by shame-pronenes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1948261

Park, H., Jeong, Y., & Choi H.-Y. (2015). The developmen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ts effect 
on emotional expressiveness, behavior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tudy of age group comparis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189-
207. 

Park, J. (2001).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7912822 

Park, J. (2009).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to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n adolescent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7(4), 425-434. 

Park, S., Park, Y., & Kim, Y. (2018). The mediated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7), 393-410. 

Park, U. I.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3), 117-129. 

Park, Y. (2009). Relation between parental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clarity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



29   Emotional 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hildren 

www.riss.kr/link?id=T11543235
Ro, S. (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8961503 

Woo, Y. (2014).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548225 

Yeo, H. (2017, October 31). Research and the worst thing seems to be 
elementary school student ... Is it really?.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2068872

ORCID

Min Jung Hwang https://orcid.org/0000-0002-9127-9224
Yun Hee Kim https://orcid.org/0000-0001-5349-4508 

Received June 30,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31, 2018 

Accepted October 15,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