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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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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ole of teac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in the development of a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their negative
emotionality on i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two-year-old infants (boys = 88, girls = 110) and their child
care teacher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mput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d PROCESS macro
(model 1)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could be deteriorated by the infants’ emotionality. More specifically,
their low levels of emotionality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minimization or punitive reactions and the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nd the teachers’ response to
it could hamper the development of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vide a basis for relevant
education and programs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Keywords :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negative emotionality, teac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Introduction

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경험이 제한적이고 대처능력
이 부족한 영아들에게 어려운 도전이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아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환경이 가정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대처

에서 보육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아들은 어머

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요구된다

니와 장시간 분리되는 경험과 함께 보육기관에서 새로운 환경

(Goleman, 1995, 2001).

의 규칙을 따르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 단체생활 적응 등 다양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따

Corresponding Author: Sunh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E-mail: kremedy@pusan.ac.k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ae and Kim 160

라 충동을 억제하여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타인의 사고,

따라 다소 다르게 제안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양육자가 자

감정, 의도를 파악하는 등 적응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

녀의 정서적 표현에 대해 반응할 때 정서지도도 함께 이루어

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의 기초

진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정서사회화 행동으로 부

는 0세부터 3세 사이의 영아기에 형성된다(Moon, 2011). 특

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정서표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E.

히, 만 2세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이행되는 시기로 타인의 정

Cho & Shi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

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자신의 정

루고자 한다.

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서지능이 발달한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지지적인 반응과

다(Kang & Kim, 2018). 이러한 영아기의 정서지능은 타인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도구로서 역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시 부정적 정서가 쉽게 해소됨에 따라

할을 하며(Moon, 2011),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사회적 적응과

부모와 자녀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지능이 발달될 수 있다(E. Cho &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B. Y. Kim, 2016), 리더십(E. K. Kim

Shin, 2015). 이와 반대로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

& Kim, 2019), 문제행동(N. H. Kim, Yeon, & Oh, 2018), 학교

우, 자녀가 정서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nham et al., 2012). 뿐

수 있으며(Albrecht, Burleson, & Goldsmith, 1994), 정서지능 발

만 아니라 이후 학업수행 및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달을 저해할 수 있다(K. M. Jung, Yoon, & Ahn, 2017). 다음으

로 나타나(Salovey & Mayer, 1990), 불안함을 느낄 때 정서를 조

로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

절하여 동기부여에 활용함으로써 높은 학업수행력을 보인다

현성으로 구성되며,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이 학습과

(O.-B. Jung, Chung, & Lim, 2007). 이처럼 정서지능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정서지식(Denham,

정서적·개인적 능력의 집합체로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

1998)과 정서지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Nam &

적 요구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성공적

Seo, 2008).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영아

인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이다(Bar-On, 2000). 따라서 정서지

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처럼 선

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인 만 2세 영아기에 초점을

행연구들에서 양육자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지

맞춰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할 필

속적으로 증명되어왔으나 그 대상은 부모에 국한되어 있다

요가 있다.

(Denham, Bassett, & Zinsser, 2012).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

최근 영아들이 보육기관에서 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증

을 근거로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인 부모

가함에 따라 교사가 이차적 양육자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에 관심을 가져왔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B. W. Cho, 2012),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심리적 안녕감(Y. H. Yoon & Shim, 2017) 등이 정서지능 발달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는 교실의 하루 일과에서 다양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부모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가령, 교실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M.-S. Choi,

서 원하는 활동을 지연하고 집중을 해야 하거나 새롭고 어려

Kong, & Park, 2012; Kang & Kim, 2018; J. Y. Lee, Lee, Jang, &

운 과제에 참여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Rim-Kaufman,

Sung, 2019). 하지만 정서지능은 개인이 접하는 환경의 정서

Pianta, & Cox, 2000). 이때 교사가 정서에 대해 격려해주면 좌

적 경험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Paterson et al.,

절감을 느끼는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사회정서

2012) 일반적인 양육행동과 구분되는 정서사회화 행동에 주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Bassett et al., 2017). 간혹 영유

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legre, 2011). 정서사회화 행동

아는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란 자녀의 정서를 사회화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정서적 양육

때 교사가 행동단서나 상황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행동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도와줄 시 상황에 따라 정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등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정서이해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Kostelnik, Soderman, Whiren,

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정서사회화 행동

Rupiper, & Gregory, 2015). 또한, 교사와 영아가 직접적으로

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표현성, 정서

상호작용하지 않더라도 교사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

지도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Eisenberg et al., 1998), 연구자들에

함으로써 교실의 정서적 규범을 배우며 정서적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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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Denham, & Bassett, 2019). 이처럼 교실의 전체적

보육환경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으나 양질

인 맥락에서 교사가 나타내는 정서사회화 행동은 영아가 정서

의 보육 경험을 하게 될 시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Valiente,

났다(Belsky & Pluess, 2009). 이처럼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뒷

Swanson, DeLay, Fraser, & Parker, 2020), 이러한 맥락적 차이는

받침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문제행동 수준의 감소 여

가정환경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질 수 있다(Denham, & Bassett,

부를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로 보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Belsky

2019; Denham, Ferrier, & Bassett, 2020). 하지만, 교사의 정서사

& Pluess, 2009). 이를 근거로 차별적 민감성 가설을 검증함에

회화 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있어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로서 영아의 정서지능을 살펴봐야

는 제한적인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영

한편, 정서지능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놀이성(Park,

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Kim, & Bae), 자율성(S.-J. Yoon & Park, 2016) 등에 관한 연구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기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

종합하면, 교사가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정서사회화 행동을

룬다. 이때, 초기 기질의 중요한 요소로 기질의 정서적 반응 측

제공함으로써 영아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추론과 정서표현 등

면인 부정적 정서성이 제시되고 있다(Rothbart & Bates, 2006).

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정서지능이 향상될 수

부정적 정서성은 자극에 대한 짜증, 높은 수준의 부정적 반응

있다. 더불어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근거해 영아의 부정적 정

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 영아는 자신을 방어

서성이 민감성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정

하고, 욕구충족,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데

서성 수준에 따른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영아의 정서지

(Izard, 1991), 이는 위험하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을 인식하게

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등 환경에 대한 적응적 대처의 중심과정이라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

(Y. E. Kim, 2014). 2세경에는 자율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주

서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기초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장이 강하게 나타나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출하게 된다(J. Oh,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

2010). 이때, 부정적 정서성의 양과 빈도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있다(E. S. Choi, 2002).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자기정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른 교사의

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J. Y. Kim, Dah, & Kim,

개입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검증

2008). 또한, 상황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함으로써 교사의 중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고과정이 습관화되면서 정서조절(J. E. Kim & Shin,

보육현장에 실제적인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필

2015)과 정서지능에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I.-Y. Cho, 2016).

요성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로 인해 이후 발달에서도 또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
이거나(Yoo & Yi, 2016),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J.

연구문제 1

Choi & Shin, 2018).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영아의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취약요인으로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에 따르면

Methods

부정적 정서성이 주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요인으로 작용하
여,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시 다른 영아에 비해 민감하게 반
응함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 높은 성취와 적응력을 발

연구대상

달시킬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 부적응적인
발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lsky, 2013; Belsky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55곳의 어린이

& Pluess, 2009). 즉, 부정적 정서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2세 영아 198명과 담당 보육교사 142

야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아의 주변 환경 자극에 따라 달라

명이다. 연구대상 영아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

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한 선

은 민간 어린이집이 90곳(63.4%)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 어

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가 낮은 수준의

린이집 31곳(21.8%), 직장 어린이집 13곳(9.2%), 가정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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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곳(2.8%)과 법인 어린이집 4곳(2.8%)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성별 비율은 남아 88명(44.4%), 여아 110명(55.6%)으
로 여아가 다소 많았다. 영아의 월령별 분포는 24개월에서 26

영아의 기질은 Putnam, Gartstein과 Rothbart (2006)가 개발한

개월이 10명(5.1%), 27개월에서 29개월이 23명(11.6%), 30개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ECBQ-SF)

월에서 32개월이 42명(21.2%), 33개월에서 35개월이 123명

를 Yoo와 Yi (2016)가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BQ-

(62.1%)으로 33개월에서 35개월에 해당하는 영아의 수가 가

SF는 ECBQ의 축약형으로 외향성, 의도적 통제, 부정적 정서

장 많았으며, 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은 32.5개월(SD = 2.84)

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

이었다. 보육교사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35세 이

서를 측정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화가 나

상이 78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면 위로받아도 3분 이상 운다.”, “아이가 무언가 해달라고 요

33명(23.2%), 30세 이상 35세 미만 24명(16.9%), 24세 이하 7

청했는데 ‘안돼’라는 말을 들으면 성질을 부린다.” 등이 있다.

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은 1년 미만이 4명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영아의 담당 보육교사가 평가

(2.8%),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명(21.8%), 3년 이상 5년 미만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하

이 31명(21.8%), 5년 이상 7년 미만이 22명(15.5%), 7년 이상

며, 해당 사항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

10년 미만이 23명(16.2%), 10년 이상이 31명(21.8%)이었다.

시한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문항은 그 문항이 포함된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70명(49.3%)으로 가장 많았으

하위영역의 총점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전체 문

며, 대학교 졸업 47명(33.1%), 대학원 이상 11명(7.7%)과 보육

항 중 부정 문항(12번)의 경우 역채점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의

교사 교육원 졸업 14명(9.9%) 순이었다.

범위는 12-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연구도구
영아의 정서지능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 (1990)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사 반응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

Goleman (1995)의 이론을 근거로 K. H. Kim (1998)이 개발한

사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eig (1990)

유아 정서지능 척도를 H.-J. Kim (2005)이 영아용으로 수정 보

가 개발한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완한 영아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정서
의 인식 및 표현(7문항)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9문항), 자

(CCNES)을 Denham, Bassett과 Miller (2017)가 교사용으로 수
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

기정서의 이용(11문항),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10문항), 교

를 느낄 수 있는 10가지 상황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측정하기

사관계(5문항), 또래관계(3문항)로 구성되며, 하나의 변인으

위한 것이다. 척도는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본 연구자가 1차로

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기쁜 일이 있는 경우

번안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가족학 전공 대학원생 1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 “영아가 자신의 격한

인이 2차 번안을 한 후, 원척도와의 일치도를 검토하였으며 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려한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자신

구자와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1인과 아동학 전공 교수가

이 하고 싶은 일도 참는다.”, “새로운 친구하고도 쉽게 어울린

문항의 적절성을 재검토한 뒤 사용하였다.

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한 쌍의 진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술문으로 제시되며, 5단계 도식으로 평정하는 Likert식 척도로

한 결과, 공통성 0.4 이하인 문항과 교차부하로 판단되는 문항

영아의 담당 보육교사가 평가한다. 전체 문항 중 부정 문항(11

등 총 17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문항)은 역채점 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5점

에 사용된 문항은 정서중심 반응 16문항(예: “영아를 위로해주

～2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고, 영아가 즐거운 일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소화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반응 9문항(예: “영아에게 그 일은 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처벌적 반응 7문항(예: “영아에게 계속 울면, 다른 재미있는 놀
이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 반응 4문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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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부주의함에 대해 흥분하며 신경질을 낸다.”), 감정표

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언급할

현중심 반응 3문항(예: “영아에게 속상하면 울어도 괜찮다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말한다.”), 감정표현격려 반응 4문항(예: “영아가 자신의 불안

문항 뒤에 예시를 추가하여 “영아에게 그 일은 울 일이 아니라

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의 총 43문항이 6

고 말한다(예: 아기들이나 우는 거야).”로 수정하였다. 또한, 기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관 이외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발표회’로 수정하여 번역하

영아의 담당 보육교사가 평가한다. 전체 문항 중 부정 문항(7,

였으나 만 2세의 경우 발표회 및 학예회가 없는 곳도 있어 보

33, 43번)의 경우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편적으로 하는 행사를 예시로 들어 ‘발표회(예: 동요부르기 대

정서에 대한 교사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총

회)’라고 수정하였다. 이외의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점의 범위는 43-30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3～.92로 나타났다.

본조사
본 조사는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연구자
가 임의로 선정한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55개 어린이집에

교사의 정서표현성

교사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

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각 어린이집의 원장

해 Halberstadt (1986)의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FEQ)를 K. Y. Choi와 Woo (2001)가 수정 · 번안

에게 연구목적, 예상 소요시간, 응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하고, S. M. Oh (201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문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료

척도는 보육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의

28부를 제외한 198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배포된 281부의 설문지 중 226부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17
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성(8문항)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자료분석

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유아에 대한 애정
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유아의 부주의함에 분노를 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러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영아의 담

PROCESS macro version 3.5 (Model 1; Hayes, 2017)를 사용하여

당 보육교사가 평가한다.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부정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적 정서표현성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계수 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92, 부정적 정서표현

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절효과 검증

성 .87으로 나타났다.

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1)를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
에 대한 추가검증을 위해 Johnson-Neyman 기법으로 조절변수

연구절차

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9년 7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온라
인 조사를 통해 만 2세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54명을 대

Results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다. 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영아의 정서지능과 부정적 정서성, 교사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

의 정서사회화 행동(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

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현, 정서문제중심 반응, 감정표현중심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

대한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교사의 최소화 반응 중 “영아에게

응,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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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Study Variables
Teac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Variables
1. Emotion & problem-focused reactions
2. Expressive-focused reactions
3. Expressive encouragement
4. Minimization reactions
5. Punitive reactions
6. Distress reactions
7. Positive emotion expression
8. Negative emotion expression
9. Negative emotionality
10. Emotional intelligence

M
SD

1
―

2

.25**
.55**
-.06
-.30**
-.26**
.36**
-.35**
-.18**
.29**
5.69
.68

―

3

.34**
-.26**
-.18*
.03
.07
-.07
-.09
.17*
5.03
1.15

4

5

6

7

8

9

10

―
-.16*
-.35**
-.15*
.22**
-.19**
-.25*
.43**
5.80
.72

―
.46**
.07
.08
.12
.15*
-.15*
3.79
1.84

―
.31**
-.10
.36**
.33**
-.25**
1.84
.88

―
―
.02
.33** -.27** ―
―
.09
-.01
.15*
-.03
.13
-.08 -.40** ―
3.23 4.15 1.62 2.52
3.47
1.39
.45
.49
.70
.65

Note. N = 198.
*p < .05. **p < .01.

편차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영아 정서지능의 평균은 3.47, 부정적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정서성의 평균은 2.52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사 반응의 평균은 정서중심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

반응 5.69, 문제중심 반응 5.03, 감정표현격려 반응 5.80, 최소

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화 반응 3.79, 처벌적 반응 1.84, 스트레스 반응 3.23으로 나타

PROCESS macro (Model 1)를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정서표현성의 평균은 긍정적 정서표현

5,000회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변

성이 4.15, 부정적 정서표현성 1.62로 나타났다.

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고자 변인들을 평균중심화하였

한편, 각 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절대값 ±1

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

의 범위 내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다음으

동의 하위요인 중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최소화 반응과

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상

처벌적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항들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자 산출한 Durbin-Watson 검정 지수는 1.012～
1.80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

교사의 최소화 반응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
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인하였다.
영아의 정서지능은 부정적 정서성(r = -.40, p < .01)과 부적

교사의 최소화 반응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정서문제중심 반응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

(r = .29, p < .01), 감정표현중심 반응(r = .17, p < .05), 감정표현

와 같다.

격려 반응(r = .43,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반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해 교사의 최소화 반응과 영아의 부

면, 최소화 반응(r = -.15, p < .05), 처벌적 반응(r = -.25, p < .01)

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F = 9.27, p < .01)에

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교사의 정서사회화

서 교사의 최소화 반응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6,

행동,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은 교사

ns)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B = -.39, p < .001)과 상호작용항 (B

의 스트레스 반응과 영아의 정서지능,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

= .19, p < .01), 상호작용항에 따른 R²의 증가량이 유의하여(R ²

현성과 영아의 정서지능, 교사의 부정적 정서표현성과 영아의

= .03, p < .05)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교사의 최소화 반응이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제외하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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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Minimization Reactions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95% CI
Variables
Minimization reactions (A)
Negative emotionality (B)
A×B
R²

B
-.06
-.39
.19

SE
.06
.06
.06

t
-.92
-6.07***
3.04**
.21
.03
9.27**(1, 194)

△R²
F(df 1, df 2)
Note. N = 198.
**p < .01. ***p < .001.

LLCI
-.18
-.51
.04

ULCI
.06
-.26
.32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minimization reactions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1SD

였으며, 이는 전체 영아의 37%에 해당하였다. 이를 시각적으
로 살펴보기 위한 조절효과 그래프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높은 집단과 평균 집단, 1SD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서지능 수준이 낮았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교사의 처벌적 반응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
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집단의 경우 교사의 최소화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β = .06, t = 1.36, ns), 평균 집단

교사의 처벌적 반응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의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2, t = -.91,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

ns).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사의 최

와 같다.

소화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β

분석한 결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해 교사의 처벌적 반

= -.12, t = -3.10, p < .05).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Johnsen-

응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F =

Neyman 방법으로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9.79, p < .01)에서 처벌적 반응(B = -.13, p < .05),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 점수(M = 2.52) 이하의 영아에게서 교

성(B = -.34, p < .001)과 상호작용항의 효과(B = .19, p < .01)와

사의 최소화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상호작용항에 따른 R ²의 증가량이 모두 유의하여(R ² = .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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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sr’ Punitive Reactions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95% CI
Variables
Punitive reactions (A)
Negative emotionality (B)
A×B
R²

B
-.13
-.34
.19

△R²
F(df 1, df 2)
Note. N = 198.
**p < .01. ***p < .001.

SE
.05
.06
.06

t
-2.63**
-5.55***
3.13**
.21
.03
9.79**(1, 194)

LLCI
-.23
-.47
.07

ULCI
-.03
-.22
.31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unitive reactions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 .01)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처벌적 반응이 영아

과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집단에서 교사의 처벌적 반응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따라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Johnsen-Neyman 방법으로 조건부

Johnsen-Neyman 방법으로 조건부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

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 점

하였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절효과 그래프는

수(M = 2.52) 이하의 영아에게서 교사의 처벌적 반응이 영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이는 전체 영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1SD

의 61%에 해당하였다.

높은 집단과 평균 집단, 1SD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교사의 처벌적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β = .00, t = -.00, ns), 평균 집단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Discussion

다(β = -.13, t = -2.63, p < 01).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사의 처벌적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β = -.26, t = -3.63, p < .001). 효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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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irabile, 2014). 즉, 부모와 교사가

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면 다음과

제공하는 정서사회화 행동 간의 불일치로 인해 영아들이 혼란

같다.

스러움을 느끼게 됨에 따라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정

하위요인 중 최소화 반응과 처벌적 반응과 각각 상호작용하여

서지능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들(E. Cho &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Shin, 2015; K. M. Jung et al., 2017)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교사의 최소화 반응과 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정서를 사회화시키는

벌적 반응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영

대상으로 교사에만 주목하고 있어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제한이

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 교사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사회화 행동의 대상이 부

에 대해 최소화하거나 처벌하는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영아의

모, 교사, 또래, 형제자매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영아와 밀

정서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부정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함께 고려

적 정서성이 환경에 대한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하여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roekhuizen,

한편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의 경우 교사가 최소화 반

van Aken, Dubas, Mulder, & Leseman, 2015; I.-Y. Cho, 2016)와

응이나 처벌적 반응을 보이더라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성이 높은 경우 환경적인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이

한다.

정서지능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먼저 영아가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정
서적 · 인지적 틀인 ‘내적 실행모델(interal working model)’에 근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아버지의 양육보다 영아의 기질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힌 선행연구(A. S. Shin, Kim, & Yoo,

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2015)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해주는 양육자를 통해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내

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영아가 자신의 정서에 압도되어 외부

적 실행모델을 형성한다(O.-B. Jung, Chung, & Hwang, 2009).

환경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처럼 영아는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지만, 발달함에

이 많아(Usai, Garello, & Viterbori, 2009)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

따라 다양한 환경적 변인에 의해 기질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능성이 높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대체로 타인에 대해

있으므로(Brownell & Hazen, 1999),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J. S. Lee & Cho, 1999). 이

이후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처럼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모델은

없다.

이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McWey, 2004). 하지만, 보

둘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교사의

육기관에서는 가정환경과 달리 일대일 상황이 아니기에 교사

정서중심 반응, 감정표현중심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에 해

가 개별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Yoo, 2020), 부

당하는 교사의 지지적인 반응과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정적 정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주기보다 집단내의 조

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

화와 사회적 규칙에 따를 수 있도록 정서표현을 통제하게 된

하게 다루고자한 차별적 민감성 모델의 이론적 가정을 지지

다. 특히, 영아기는 유아기에 비해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표상

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

에 기초를 두고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고 정서적 기능을 합리

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지

적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

지적인 반응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I.-

의 반응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체감하게 됨에 따라 정서지능

Y. Cho, 2016)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달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

나타난 점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에 대한 추론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정서지능은 정서를 구분하는 단순한 능력에서부터 타
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성

다음으로 정서사회화 행동의 비일관성 이론에 따르면, 정

취나 목적을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등의 일련의 능력들이 통

서사회화 행동을 제공하는 대상 간의 비일관성이 주요하게 작

합된 것으로(Mayer, Salovey, & Caruso 2000), 연령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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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유아

게 작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요인에 따

기동안에도 연령차가 뚜렷하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K. H.

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Kim & Kim, 2000). 즉, 영아기는 정서지능의 기초를 형성해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영아에게 교

가는 단계로 성장하면서 기술을 정교화시키고 발달시켜나간

사가 영아의 정서를 최소화하거나 처벌적으로 반응할수록 영

다는 점에서 교사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지지적인 반응

아는 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되면서 정서지능 발달이 저

을 제공하였을 때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수는 있으나 연령에

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저해할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해간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지

수 있는 요인들을 감소시켜 보육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적인 반응을 통해 정서지능 발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

교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횡단연구에서는 그 결

본 연구의 제한점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종단연구를 실시

같다. 첫째,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때 성차 및 연령에 대한 차이가 나타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하

난다는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영아의 정서지능에서도 성차

위요인 중 문제중심 반응, 감정표현중심 반응, 감정표현격려

및 연령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기

반응,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

초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모형을 검토하지

타났다.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문제행동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의 정서지능에서 성차

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지지적인 반응만 지

및 월령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속될 시 오히려 유아가 양육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

둘째, 교사의 자기보고로 연구변인을 측정하였다. 이때, 교

라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며 자신

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

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S. Kim & Kim, 2018). 또한, 지

하고자 하는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지적인 반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지지적인 피드백에

연구에서는 수집원 및 측정방법을 다양화하여 자료의 독립성

대해 둔감해지게 만들어 이러한 단서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확보와 자기보고 편향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Slagt, Dubas, van Aken, Ellis, & Deković, 2017). 즉, 교사는 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와 교사는 모두 영아의 정서를

아의 부정적 정서가 각성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

사회화시키는 대상으로 영아의 정서지능을 촉진하거나 억제

해주거나 지지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

지나치게 지지적인 반응만을 보일 시 부정적 정서가 각성되

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사회화를 제공

는 상황에서 의존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반

하는 대상 간의 비일관성이 혼란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비춰

응들에 둔감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에 무관심해 질 수

봤을 때, 영아의 밀접한 접촉 대상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서에 대한 학습을 저해하여 정서지능 발

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통제하거나 부모와 교

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

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서 영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적이며 긍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사 반응 척도

정적인 정서사회화 행동과 함께 적정 수준의 제한설정도 제시

는 국외에서 개발되어 타당화가 이루어진 척도이나 국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적용되는 것은 초기 단계이다. 향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

결론적으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기 위해 타당화를 거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에 따라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의 정서

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영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아에게 교사가 최소화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보일수록 이를

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이차적 양육자로서 그 중요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정서지능 발달이 저해될 수

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교사의 정서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정적 정서

회화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부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이 낮은 영아들이 환경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

는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

로 일관성있는 정서사회화 행동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며,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다. 이처럼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 외부환경이 중요하

역할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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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조절한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영아의 낮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교사
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
지능의 기초가 형성되는 만 2세 영아기에 정서지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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