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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조건약속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경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및 자
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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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nditional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and emotional responses to the promise parties (study 1).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direct effect of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on self-regulation through their trust in their mothers (study 2).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22 children (4-7 years of age) and their mothers.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their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 about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study 1),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tudy 2) with SPSS 21.0.
Results: In Study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promise fulfillment/
violation and emotional response to promise parties depending on age and violation events. In Study 2, 
we observed an indirect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on 
children’s self-regulation through trust in mothers were significant. 
Conclus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velopmental difference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fulfillment and violation of conditional promise. Morevoer, the mothers’ 
promise–fulfillment behavior could be important to increase children’s trust in their mothers and 
their self-regulation. The results of the this study may be used as an effective resource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Keywords: conditional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understanding of promise, trust, self-
regulation

한아름1, 한세영2

Introduction

약속이행을 이행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신뢰를 형성하

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로, 도덕적 태도의 한 측

면으로 간주되어 왔다.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은 약속을 

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반면에 약속을 위반하는 모습은 상

대방으로 하여금 불신과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약속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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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게 자신이 미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임을 전달하는 언

어적 상호작용으로(Searle, 1969),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

로서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약속이행과 위반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아동

은 초기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릴 때부터 무

수히 많은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일상에서 “이번 주말

에 놀이동산에 갈게.” 또는 “다음 생일에는 갖고 싶었던 장난

감을 사줄게.”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시험을 잘 보면 갖고 싶었던 

것을 사줄게.” 또는 “동생을 잘 데리고 있으면, 다녀와서 용돈

을 줄게.”와 같이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형식의 조건약속이 이루어지기

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무심코 지나가

거나, 비일관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점차 

자녀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되어 어머니가 

제안하는 약속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심지어 약

속을 어기는 행동 또한 모방할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

니가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약속을 위반한 

경험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속이행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달

적 관점에서 아동이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능력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약속이행과 위반의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아가 약

속이행과 위반의 경험이 어떠한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의 약속이행 및 위반에 접근한 연

구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아동의 약속이행과 위반에 관한 소

수의 연구들 또한 아동의 약속이행과 위반의 이해능력에 초

점을 두고 가상의 약속 상황에서 주인공들의 약속 이행과 

위반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Barrett, 

Keller, Takezawa, & Wichary, 2007; Chin & Lin, 2018; Keller, 

Gummerum, Tien Wang, & Lindsey, 2004). 그 결과 4세 이상의 

아동도 약속상황에 대해 약속과 이행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Barrett et al., 2007; Chin & Lin, 2018; Keller 

et al., 2004), 이를 토대로 가상의 약속상황에서 이행과 위반 여

부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이

루어지는 약속상황에서도 어머니의 약속의 이행과 위반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와의 약속경험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아동이 

조건 약속의 이행과 위반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

달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어머니와 자

녀간의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한 아동의 이해능력을 살펴보았

으며, 연구 2에서는 어머니의 약속이행 및 위반행동에 대한 실

제 경험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자기조절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함으로써 어머니의 약

속이행 및 위반 행동이 아동에 미치는 발달적 영향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Study 1

연구 1에서는 약속 중 특히 조건약속에 대한 아동의 이해능력

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자

녀 간의 약속상황을 다룰 때 조건 약속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

보지 않았으나(Choi, 2002; Kim, 1989; Woo & Choi, 2001), 조

건약속에는 약속자와 피약속자 상호간의 약속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면, ∼한다.’와 같은 

조건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조건문 형식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즉 아동이 조건약

속의 이행과 위반을 이해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약속에 포함

된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문 형식을 이해할 수 있

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였음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다. 또

한, 타인의 위반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단서로 타인의 정서

적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은 실제 생활에서도 어떤 행동이 옳

은 행동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한 사람의 행동이 타인

에게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영향력이 있음을 이해하는 능

력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다. 도덕발달 연구자들은 어

린 유아들도 도덕적 개념을 이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Dias & Harris, 1990; 

Hawkins, Pea, Glick, & Scribner, 1984), 도덕적 위반자와 피해

자의 정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Trabasso, Stein, 

& Johnson, 1981; Nunner-winkler & Sodia, 1988). 이러한 맥락

에서 아동이 약속이행과 위반으로 인한 약속 당사자(약속이

행자, 약속위반자, 약속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

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약속이행이 옳은 행동이고 약속위반

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이 상대방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인과적 추론능력

이 발달하였고, 약속이행과 위반이 갖는 도덕적 가치를 내면

화하였음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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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조건약속 상황에서 약속 당사자(약속

이행자, 약속위반자, 약속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해

능력도 아동의 약속이행 및 위반 이해능력에 포함하여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아동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약속 상황에서 약

속이행과 위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자녀 간의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연

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자녀 간의 약속이행 및 위반 당사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

학교에 다니는 만 4세와 만 5세 각각 30명, 만 6세와 만 7세 각

각 31명 총 122명(남아 60명, 여아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 4-7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약

속이행과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조건문을 이해하

는 논리적인 추론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

되는데, 만 4세 이상의 아동은 의무가 포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Nakamichi, 2004),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위반상

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Dias & Harris, 1990), 다른 사람의 정서

를 이해하는 시기(Nunner-winkler & Sodia, 1988)라는 선행연

구에 근거하였다. 또한 만 4세 시기의 아동은 약속에 대한 이

해수준이 낮고 제한적으로 약속을 이해하며, 만 7세 이후가 되

면서 점차 약속위반행동을 구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반면

(Astington, 1988), 만 4세 이후의 아동도 약속위반 상황을 이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ller et al., 2004). 이처럼 만 4세부터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나 이해의 폭에 대해서

는 학자들의 견해차이가 있어, 이 시기 아동의 약속이행과 위

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 4-7

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아동의 약속이행 및 위반이해 과제

아동의 약속 이행 및 위반에 대한 아동의 이해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Barrett et al, 2007; Keller et al, 2004)

에서 사용한 도구를 우리나라의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상호간의 

약속은 “주인공 아동이 2주 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어머

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을 사준다.”, “주인공 아동이 

정원을 청소하면 어머니가 비디오게임을 하게 해준다.”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주인공 아동이 방청소

를 하면, 아동이 갖고 싶은 장난감 선물을 어머니가 사준다.”

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였다(bilateral promise). 아동이 

약속이행 및 위반상황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상황이야기가 표현된 그림카드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그림의 종류는 4가지로 방이 청소된 그림, 방이 청소

되지 않은 그림, 아동이 장난감 선물을 받는 그림, 아동이 장난

감 선물을 받지 않은 그림이다. 그림카드 안에는 4가지 그림을 

2개씩 조합하여 총 4가지 약속이행 및 위반상황을 나타내는 4

가지 카드를 구성하였다(Figure 1). 구체적인 과제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약속이행 및 위반 이해능력을 확인하기 위

해 아동에게 약속이행과 위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 그

림카드 1 (주인공 아동이 방을 청소하고, 어머니가 장난감 선

물을 준 그림)부터,  그림카드 2 (주인공 아동이 방을 청소하

고, 어머니가 장난감 선물을 주지 않은 그림), 그림카드 3 (주

인공 아동이 방을 청소하지 않고, 어머니가 장난감 선물을 준 

그림), 그림카드 4 (주인공 아동이 방을 청소하지 않고, 어머니

가 장난감 선물을 주지 않은 그림)를  제시하였다. 4가지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와의 약속이 이행되

었는지, 위반하였는지 질문한 이후에 주인공 아동 또는 어머

니가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위반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마지막

으로 약속 이행 및 위반상황에서 약속 이행자와 위반자, 피해

자가 느끼는 기분이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속 이행 및 위반 이야기는 상호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약속(social contract)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

였다. 즉 한사람이 약속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기대되는 행동을 이행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며, 기대되는 행

동을 이행한 결과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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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이해능력의 경우, (1) p, q (아동

이 방청소를 하고, 어머니가 장난감을 사준다)는 아동과 어머

니 모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2) p, not q (아동이 방청소를 

하지만, 어머니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는 아동은 약속을 

이행한 반면에, 어머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3) not p, q 

(아이는 방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장난감을 사준다)

는 아이는 약속을 위반하고 어머니도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

으로 (4) not p, not q (아이는 방청소를 하지 않고, 어머니는 장

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는 아동은 약속을 위반했으나, 어머니

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약속위반의 이행자, 위반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

서적 반응의 경우, 아동이 즐겁다, 좋다 등으로 응답한 경우에

는 긍정적인 정서로,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다, 미안하다, 실

망스럽다 등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로 구분하였

다. Keller 등(2004)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모르겠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와 같은 양가적인 응답도 부정적인 정서에 

포함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

제반과정에 대한 IRB승인을 받았으며(IRB No. ewha-201909-

0017-01),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적

절성 및 소요시간을 점검한 후 본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10월~2020년 1월에 진

행되었다. 연구자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한곳을 선정하여 

기관장에게 연구협조 승인을 받은 후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목

적과 내용, 절차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작성된 모집문

건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여, 학부

모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아동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

다. 어린이집 내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1:1 면담이 이루어졌

다.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경우 모집문건을 배부하

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만나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

성한 뒤 진행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동이 분리된 공간에서 아

동과 1:1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약속이행 

및 위반상황에서 약속이행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이해 및 약속

이행자, 위반자,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의 이해의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약속 이

행 및 위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약속이행자, 위반자,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의 경향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연구 1에서는 아동의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이해능력과 약

Figure 1. Four picture cards.

p, q p, not q not p, q not p, not q  

Figure 1. Four picture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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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행 및 위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해능력이 연

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상황별, 

연령별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의 약속이행과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응답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먼

저 약속상황 1에서 만 4-7세 아동 대부분은 주인공 아동과 어

머니가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응답하여 약속이행을 바르게 이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속상황 2에서 주인공 아동이 약속

을 위반하였다고 오답을 이야기한 비율은 만 4세가 가장 높았

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속을 이행했다는 정답을 이야기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 = 

13.680, p < .01). 어머니의 경우 약속을 위반했다는 응답이 만 

4세가 가장 적었고, 만 6, 7세 대부분의 아동이 약속을 위반하

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² = 9.470, p < .05). 약속상황 3에서 만 4-7세 아동 대부분이 

주인공 아동이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응답하여 약속위반을 바

르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했

다고 응답하여 오답을 이야기한 비율은 만 4-5세가 높았고, 어

머니가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정답을 이야기한 응답의 비율은 

만 7세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χ² = 14.385, p < .001). 약속상황 4에서 만 4-7세 아동 대부

분이 주인공 아동이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응답하여 약속위반

을 바르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약속을 위반했다는 

응답하여 오답을 이야기한 비율이 만 4세∼5세에서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했다고 정답을 이야

기한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 = 23.464, p < .001).

Table 1
Promise Fulfillment or Violation of Children and Mothers in Task 

Situation 1
C: Room clean (p) χ²

(df )
M: Present (q) χ²

(df )Fulfillment Violation Fulfillment Violation
Age 4 30 (100.0%) 0 (0.0%)

3,092
(3)

28 ( 93.3%) 2 (6.7%)

2.137
(3)

Age 5 29 ( 96.7%) 1 (3.3%) 29 ( 96.7%) 1 (3.3%)
Age 6 31 (100.0%) 0 (0.0%) 31 (100.0%) 0 (0.0%)
Age 7 31 (100.0%) 0 (0.0%) 30 ( 96.8%) 1 (3.2%)

Situation 2
C: Room clean (p) χ²

(df )
M: Not present (not q) χ²

(df )Fulfillment Violation Fulfillment Violation
Age 4 19 (63.3%) 11 (36.7%)

13.680**
(3)

6 (20.0%) 24 ( 80.0%)

9.470*
(3)

Age 5 23 (76.7%) 7 (23.3%) 3 (10.0%) 27 ( 90.0%)
Age 6 28 (90.3%) 3 ( 9.7%) 1 ( 3.2%) 30 ( 96.8%)
Age 7 30 (96.8%) 1 ( 3.2%) 0 ( 0.0%) 31 (100.0%)

Situation 3
C: Room not clean (not p) χ²

(df )
M: Present (q) χ²

(df )Fulfillment Violation Fulfillment Violation
Age 4 5 (16.7%) 25 ( 83.3%)

5.883
(3)

23 (76.7%)  7 (23.3%)

14.385**
(3)

Age 5 3 (10.0%) 27 ( 90.0%) 20 (66.7%) 10 (33.3%)
Age 6 2 ( 6.5%) 29 ( 93.5%) 15 (48.4%) 16 (51.6%)
Age 7 0 ( 0.0%) 31 (100.0%) 10 (32.3%) 21 (67.7%)

Situation 4
C: Room not clean (not p) χ²

(df )
M: Not present (not q) χ²

(df )Fulfillment Violation Fulfillment Violation
Age 4 4 (13.3%) 26 ( 86.7%)

5.437
(3)

5 (16.7%) 25 (83.3%)

23.464***
(3)

Age 5 1 ( 3.3%) 29 ( 96.7%) 8 (26.7%) 22 (73.3%)
Age 6 2 ( 6.5%) 29 ( 93.5%) 17 (54.8%) 14 (45.2%)
Age 7 0 ( 0.0%) 31 (100.0%) 22 (71.0%)  9 (29.0%)

Note. N = 122. C = children, M = mother; Right answers were shaded.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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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약속이행 및 위반상황에서 약속이행자, 위반자, 

피해자가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였을 것인지에 대해 아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응답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4가지 약속

이행 및 위반상황에 대해 아동이 응답한 분포를 Table 2 에 제

시하였다. 먼저 약속상황 1에서 만 4-7세 아동 대부분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가 긍정 정서를 느낀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상황 2에서 만 4-7세 아동 대부분 주인공 아동은 부정정

서를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통

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만 6, 7세가 만 4, 5세에 비

하여 어머니가 부정정서를 느낄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 = 9.169, 

p < .05). 약속상황 3에서 주인공 아동이 긍정정서를 느낀다고 

응답의 비율은 만 4세가 높은 반면, 부정정서를 느낀다는 응답

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 = 18.747, p < .001). 어머니의 경우 만 6, 

7세가 만 4, 5세에 비하여 어머니가 부정정서를 느낀다는 응

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 = 8.671, p < .05). 약속상황 4에서 만 4-7세 아동 대

부분이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가 부정정서를 느낀다고 응답하

Table 2
Children’s and Mothers’ Emotional Responses to Promise Fulfillment or Violation in Task

Situation 1

C: Room clean (p) → M: Present (q)
Children χ²

(df )
Mothers χ²

(df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Age 4 26 ( 86.7%)  4 (13.3%)

7.982
(3)

26 ( 86.7%)  4 (13.3%)

7.982
(3)

Age 5 27 ( 90.0%)  3 (10.0%) 27 ( 90.0%)  3 (10.0%)
Age 6 31 (100.0%)  0 ( 0.0%) 31 (100.0%)  0 ( 0.0%)
Age 7 31 (100.0%)  0 ( 0.0%) 31 (100.0%)  0 ( 0.0%)

Situation 2

C: Room clean (p) → M: Not present (not q)
Children χ²

(df )
Mothers χ²

(df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Age 4  1 (3.3%) 29 ( 96.7%)

1.049
(3)

13 (43.3%) 17 (56.7%)

9.169*
(3)

Age 5  1 (3.3%) 29 ( 96.7%) 12 (40.0%) 18 (60.0%)
Age 6  1 (3.2%) 30 ( 96.8%)  7 (22.6%) 24 (77.4%)
Age 7  0 (0.0%) 31 (100.0%)  4 (12.9%) 27 (87.1%)

Situation 3

C: Room not clean (not p)→ M: Present (q)
Children χ²

(df )
Mothers χ²

(df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Age 4 24 (80.0%)  6 (20.0%)

18.747***
(3)

14 (46.7%) 16 (53.5%)

8.671*
(3)

Age 5 19 (63.3%) 11 (36.7%) 11 (36.7%) 19 (63.3%)
Age 6 13 (41.9%) 18 (58.1%)  9 (29.0%) 22 (71.0%)
Age 7  9 (29.0%) 22 (71.0%)  4 (12.9%) 27 (87.1%)

Situation 4

C: Room not clean (not p)→ M: Not present (not q)
Children χ²

(df )
Mothers χ²

(df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Age 4  4 (13.3%) 26 ( 86.7%)

6.498
(3)

 4 (13.3%) 26 (86.7%)

4.244
(3)

Age 5  1 ( 3.3%) 29 ( 96.7%)  1 ( 3.3%) 29 (96.7%)
Age 6  1 ( 3.2%) 30 ( 96.8%)  1 ( 3.2%) 30 (96.8%)
Age 7  0 ( 0.0%) 31 (100.0%)  1 ( 3.2%) 30 (96.8%)
Note. N = 122.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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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Study 2

연구 1의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속이행과 위반 및 

약속이행과 위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이 증가하여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동

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는 Smith, Blake

와 Harris (2013)의 연구를 고려할 때 아동이 약속이행과 위반

을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일상에서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하고 

위반하는 경험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어, 연구 2에서는 조건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한 이

해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어머니와의 조건 약속이행 및 위반경

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약속이행과 위반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간

주된다. Rotenberg 등(2005)은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인지

적 신뢰, 정서적 신뢰를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을 제시하였으

며,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념이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긍정

적 기대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Uslander, 2013), 특히 상대방이 일관되게 약속

을 이행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Rotenberg, 1980).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약속이행 및 위반경험은 자녀의 어머니에 대

한 신뢰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아동의 어

머니에 대한 신뢰감과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약속이행과 위반행동이 신뢰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선행연구(Schniter, Sheremeta, & Sznycer, 2013)와 아동이 

상대방의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신뢰를 판단한다는 선행연구

(Rotenberg, 1980)를 통해 어머니의 약속이행과 위반행동이 아

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어

머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어머니의 지시나 요구, 통제를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 자기조절능력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Thompson, 2015; Zimmermann & Iwanski, 2015). 자기조

절능력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Kopp, 1982). 아동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 유아기부터 발달시켜야 하는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 이

러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가정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Erikson, 1963; Siegel, 2012). Erikson 

(1963)에 따르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일관되게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는 어머

니에 대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어머니를 믿고 신뢰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고, 욕구와 좌절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행동을 습득

할 수 있다고 하였다(Zimmermann & Iwanski, 2015). 결과적으

로 아동이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어머니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신뢰

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신뢰감이 내적기제로 작동하여 아동은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적절히 자신을 조

절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연

구 2에서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겪은 어머니의 약속이

행 및 위반경험이 어머니에 대해 갖는 신뢰감과 자기조절능력

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약속이행 및 위반 경험이 어머니

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

는가?

Methods

연구대상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 참여하였던 만 4세와 만 5세 각각 30

명, 만 6세와 만 7세 각각 31명 총 122명(남아 60명, 여아 62명)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 연령은 

평균 37.1세이다.

연구도구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한 경험

어머니의 약속이행 및 위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어머니와의 약속경험에 대해 연구한 Choi (2000)의 연구와 

Rotenberg (2005)의 척도의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3가지 상황

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3가지의 약속상황은 ‘숙제를 하면 TV 

또는 핸드폰을 더 보여주겠다는 약속’, ‘밥을 잘 먹으면 핸드폰

을 더 할 수 있다는 약속’, ‘ 공공장소에서 얌전히 있으면 장난

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이다. 각 상황마다 아동의 약속이행시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 또는 위반하였는지, 아동의 약속위반시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 또는 위반하였는지를 질문하여, 총 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에는 1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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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으로 총 6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일관되게 약속을 이행함을 의미

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52이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해 Rotenberg 등

(2005)이 개발, 타당화한 아동의 대인관계 신뢰신념 척도

(Children’s Generalized Trust Beliefs [CGTB])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엄마, 아빠, 교사, 또래 4명의 대상에 대하여 

3가지 측면의 신뢰(믿음, 정서적 신뢰, 정직)를 측정하기 위한 

각 하위요인별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사대상 아동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을 것이다(1점)

에서 매우 그럴 것 같다(4점)로 응답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Kashiwagi (2000)의 연

구에서 교사 보고용으로 개발된 행동적 자기조절(behavioral 

self-regulation) 척도를 Moon (2007)이 번안, 수정한 질문지를 

어머니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잠깐

만 기다려 라고 지시할 때 기다릴 수 있다.”,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

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연구 2에서의 주된 목적은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절차 

연구대상 표집이 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연구목적과 

내용, 절차 등이 작성된 모집문건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어머니가 연구참여 동의서와 질문지를 작성한 어머니

에 한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과 면담을 하는 날 어머니

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경우, 연구자

는 어머니와 아동이 희망하는 장소에 만나 연구자가 어머니와 

분리된 공간에서 아동과 면담을 실시하는 동안, 어머니는 질문

지를 작성하고 아동의 면담을 마친 후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부분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아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Results

아동이 지각한 약속이행 및 위반경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자기조절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부

분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약속경험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r = .31 p < 

.01), 어머니가 약속을 일관되게 이행한다고 아동이 지각할수

록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에 대한 신뢰감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 = .40, p < .001),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

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

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

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β = .32 p < .01), 어머니가 약속을 일관되게 이행한

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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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은 자기

조절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0, p < .001). 즉,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신뢰감은 자기조

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Z = 2.88

로 유의수준 .01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Partial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1.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

2. Children’s trust in mothers   .31** ―

3. Self-regulation  .12 .40*** ―

M 4.83 3.13 3.74

SD 1.09 .63 .37

Skewness -.55 -.68 -.37

Kurtosis -.83 -.19 .26
Note. N = 122. 
**p < .01.  ***p < .001.

Table 4
The Effect of Children’s Experience of Moteh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on Children’s Trust in Mothers

Path

Step 1 Step 2

B (SE) β B (SE) β

Age -.06 (.05) -.10 -.10 (.05) -.18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 Children’s trust in mothers   .18 (.05)  .32**

R² .01 .10

△R² .00 .09

F(df ) 1.19 (1,120) 6.93**(2,119)
Note. N = 122.
**p < .01.

Table 5
The Effect of Children’s Trust in Mothers on Self-Regulation

Path

Step 1 Step 2

B (SE ) β B (SE ) β

Age .05 (.03) .16 .07 (.03) .20*

Children’s trust in mothers → Self-regulation .24 (.05)  .40***

R² .03 .18

△R² .02 .17

F(df ) 3.07 (1,120) 13.46***(2,119)
Note. N = 122.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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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 1에서는 조건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약속이행과 위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약속이행과 위반을 이해하고 약속이행

과 위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은 만 4세에도 

형성되나, 약속이행과 위반의 상황(일방적 위반 혹은 상호 위

반)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이해능력에 발달적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건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

한 이해가 높았으며, 아동은 어머니보다 주인공 아동의 약속

위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은 

자신과 유사한 연령의 아동에게 쉽게 공감되고 자신의 상황으

로 연결하여 이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약속이행과 위

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의 경우 약속을 위반한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인공 아동이 약속을 위반하더라도 어머니로

부터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졌을 때에는 위반자인 주인공 아동

이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행복한 위반자 현상(happy victimizer)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어머니가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약속위반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긍정적 양육의 한 측면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 2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은 도덕적 행

동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예측하였다. 또한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기초가 마련되

는 중요한 발달적시기로 자기조절능력에 어머니의 변인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약속이행과 

위반의 경험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아동의 자

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

구 2에서는 실제 어머니와 자녀와의 약속상황에서 어머니의 약

속이행과 위반의 경험이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가 일관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을 높이며, 아동

의 높은 신뢰감이 자기조절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어머

니가 조건약속상황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위반하는 경험이 아

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조건약속의 이행과 위반을 이해하는데 인지적 능력이 주

요한 전제이며, 이해하는 능력에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약속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혹

은 자녀가 약속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 위반에 대한 자

녀의 인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언어적으로 설명해주고 지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어린 아

동에게 ‘약속 지키기’를 지도할 때 약속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하

는 이유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설명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아에게 모범적 행동을 보임으

로써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Ha, 

2013), Son (2017)의 연구에서도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

으면 안 되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따르는 것’

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교사의 행동과 지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평소 약속을 이행하

는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자녀와 대화하고 지도함으로써 자녀

가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약속이행과 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반응적으로 대하며 

규칙과 생활규범 등에 대해 가르치며,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지

도하는 행동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약속을 

Figure 2. The effect of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on self-regulation through children’s trust 
in mothers.

**p < .01. ***p < .001.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Self-Regulation 

Children’s Trust in 

Mothers  

.32** 

그림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약속 이행 및 위반 경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40*** 

Figure 2. The effect of children’s experience of mothers’ promise fulfillment and violation on self-regulation through children’s 

trust in mother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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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약속을 준수하는 

도덕적 행동의 모델링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내적표상을 형상하도록 하며,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내적기제가 작동하여 아동은 환

경을 이해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발

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어머

니가 일관되게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을 통해 아동은 어머니의 

행동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믿음

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환경에 대한 신념을 형성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에 요구되는 자신

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어머니

의 보고만으로 측정하여 어머니의 주관과 선입견, 사회적 바

람직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 교사의 보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실제 어머니-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조건약속

상황에서 어머니의 약속이행과 위반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의 

아동이 응답한 경우의 신뢰도가 .52로 낮은 점수였으나, 신뢰

도 계수가 .5∼.75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Hinton, McMurray, & Brownlow, 2014)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도 수용할 만한 점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조건약속은 약속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조건문 형식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약속이행과 위반 이

해 과제에서 조건약속을 제시하기 이전에 약속의 개념과 조건

문에 대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한 점검이 부족한 편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약속의 개념과 조건문을 이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이 조건약

속의 이해의 기초가 되는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는 연구 설계

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발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

는 약속이행 및 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의의를 갖는

다. 연구 1에서는 조건약속 상황에서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한 

이해와 약속이행과 위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서 연령에 따

른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조건약속은 상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속이행과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는 아동의 약속 이행과 위반을 이해하는 능력을 살펴보

기 위해 약속 이행과 위반을 판단하는 인지적인 이해능력과 함

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살

펴보았다.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해능력을 약속이행과 

위반을 이해하는 능력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는데, 

이는 어린 연령의 아동이 모든 약속이행과 위반상황을 정확하

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하더라도, 약속이행과 위반상

황에서 경험 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약속위반 여부를 인지적으

로 이해하는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어린 연령의 유아는 약속이행과 위

반여부와 약속이행과 위반상황에서 약속 당사자들이 경험하

는 정서적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

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고자 하는 능

력의 발달은 인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의 발달과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약

속이행 및 위반이해와 정서적 반응이해에 대한 보다 더 통합적

인 접근을 통하여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발전시켜 약속이행과 위반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할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과 교육기관에 활용할 수 있

는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는 조건약속 중 ‘not p, q’를 p의 

일방적 상호위반, ‘not p, not q’를 p와 q의 상호 약속 위반으로 

해석하였다(Barrett, et al., 2007; Chin & Lin, 2018; Keller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건약속의 형태(if~, then)를 고

려할 때, ‘p, q’에 대해 p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고, p의 

약속이행의 결과로 q도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규

칙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not p, q에 대해 p와 q의 상호 약속

위반, not p, not q에 대해 p의 일방적 약속위반 즉, p가 약속을 

위반한 결과로 q의 행동은 약속 이행으로 사용함으로써 논리

적 규칙을 반영한 조건약속의 이행과 위반의 개념을 재조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약속에 대해서도 단편적으

로 약속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와 같은 약속이행 및 위

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일 때 선행된 약속의 

이행 및 위반여부에 따라, 이후의 약속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를 각각 구분하여 약속이행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약속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이

해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약속이행과 위반의 결과로 인해 

약속 이행자, 위반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

응에 대한 이해능력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이해능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약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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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반의 경험이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자기조절능력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아동의 약속이행과 

위반 이해능력에 대한 연구와 어머니의 행동이 자녀의 발달

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어머니

의 양육행동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위반

하는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미칠 수 있는 지 발달적 접

근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실

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건 약속상황에

서 어머니의 약속이행과 위반행동이 자녀가 어머니를 믿고 신

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신뢰는 주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분야

에서 연구되어왔으며,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정서적 

유대감에 기초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살펴봄으로써 어머

니의 약속이행과 위반행동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

한 신뢰감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신

뢰감을 정서적 유대감에 기초하여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도 

아동이 직접 응답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어

머니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에 기초한 신뢰 뿐 만 아니라 어머

니의 행동을 토대로 형성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기대감, 예

측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한 인지적 측면의 신뢰를 동시에 고려

함으로써 인지와 정서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신뢰감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와 아동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으며, 유아와 아동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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