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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2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sleep problems,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problems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ers.
Methods: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194 preschoolers, aged 4-5 years (84 boys, 110 girls). Their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their preschool children’s sleep problems,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2.0.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 was us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Results: First, preschoolers’ sleep problems had a negative effect on peer competence when emotion 
regulation was not considered as a mediator; that is, preschoolers who experienced frequent sleep 
problems showed low peer competence. Seco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did not directly affect 
peer competence when emotion regulation was considered as a mediator. Preschoolers’ sleep problems 
had only an indirect effect on peer competence through emotion regulation. That is, preschoolers who 
experienced many sleep problems did not control their emotions well, leading to low peer competence.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leep by revealing how preschoolers’ sleep 
problems influence their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eschoolers should have sufficient, high-quality sleep to function better socially and emotionally. 
Health and parenting educators can utilize these finding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uilding healthy sleep habits for preschoo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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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수면문제는 유아기에 흔히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예

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 만 3-6세 유아의 수면문

제를 비교한 Mindell, Sadeh, Kwon과 Goh (2013)의 연구에서

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4.9∼43.7%의 유아들이 

수면문제를 경험한다고 부모들은 인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동양권의 유아들이 서양권의 유아들보다 더 많은 수면문제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15.1%의 유아들

이 수면문제가 있다고 지각하였다(Mindell et al., 201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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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0.5%의 유아들이 혼자 잠

들지 않으려고 하였고, 39.4%의 유아들이 잠드는 것을 어려워

하였으며, 31.6%의 유아들이 잠을 자다 악몽을 꾸었고, 28%

의 유아들이 잠을 자다 말을 하거나 울었으며, 23.4%의 유아

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u et 

al., 2012), 핀란드 유아들의 경우에는 45%의 유아가 다양한 수

면문제 중 적어도 하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mola et al., 2010). 이처럼 유아는 수면과 관련하

여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갖기 쉬운데, 수면문제는 다양한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는 기질(E. A. Choi & Song, 2015)과 같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우울이나 부부갈등(Y.-H. Kim & Moon, 2007), 양육행

동(B. Park, Rhee, & Noh, 2018)과 같은 부모의 특성, 그리고 문

화(Mindell et al., 2013)와 같은 맥락적 특성이 유아의 수면문

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다. 최근 들어 유아들은 스마

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TV,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은 미디어기기

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기기의 노출이 유

아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어(J. Lee, Kim, 

Park, & Kang, 2017; Nathanson & Fries, 2014; Séguin & Klimek, 

2016)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함께 유아의 수면문제에 보다 많

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연구자들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수면의 중

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면은 신체, 인지, 정

서, 사회성 등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된다. 구체적으로 수면문제를 지닌 유아는 더 많은 피로를 

경험하였고(Simola et al., 2010), 수면문제가 있는 유아는 그

렇지 않은 유아보다 IQ가 낮았으며(Liu et al., 2012), 야간에 

수면 지속시간이 짧은 유아는 수용 언어에서 낮은 점수를 받

았다(Vaughn, Elmore-Staton, Shin, & El-Sheikh, 2015). 또한, 

수면문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실행기능에 어려움을 보

였고(S.-H. Park & Kang, 2019),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을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Lionetti et al., 2021), 유아교육기관

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Bates, Viken, Alexander, Beyers, & 

Stockton, 2002). 이처럼 수면 행동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가 인

지적으로 또는 사회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유아의 수면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불충분한 수면이나 낮은 수면의 질은 정서나 행동을 조

절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제안한 

Gruber와 Cassoff (2014)에 의하면, 전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연

결성은 수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수면을 취하면 이러한 연결

성이 높아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그 연결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수면 부족은 두뇌의 정서적 영역들 간의 연결성을 

낮춰 정서적 반응성과 충동성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역

기능적 정서조절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수면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수면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3-5

세 유아의 높은 수면의 질은 정서인식, 정서억제, 정서대처 등

과 같은 정서조절능력과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구체적

으로는 쉽게 잠에 들고 수면시간이 규칙적이며 수면 중 코를 

골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하지 않는 유아들이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나타내었다(You & Cho, 2014). 종단 연구들에서도 만 

0-1세 때 수면문제와 만 2-3세 때 수면문제는 각각 2년 후 역

기능적 정서조절을 예측하였고(Williams, Berthelsen, Walker, & 

Nicholson, 2017), 만 6세 유아의 수면문제는 1년 후 실행기능 

가운데 정서통제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S.-H. Park 

& Kang, 2019). 유아와 마찬가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수면문제는 정서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

쳤으며(J. Noh & Shin, 2020), 평소보다 수면시간이 짧았을 경

우 수면시간이 길었을 때보다 만 8-12세 아동이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한다고 부모들은 보고하였다(Vriend et al., 2013). 이

처럼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수면문제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편안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적응시키는 능력인 정서조

절능력의 발달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으로(Kim-Spoon, Cicchetti, & 

Rogosch, 2013), 불안정한 정서,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융통성의 부족 등을 의미하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

성(lability/negativity)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현, 감정이입, 

그리고 자신의 정서 인식 등을 의미하는 정서통제(emotion 

regulation)로 구분될 수 있다(Shields & Cicchetti, 1997).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보면,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을 높이고 정서통제를 낮추리라 예측

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서조

절능력을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과 정서통제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아직 유아의 수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

면문제와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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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문제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종단 연구에서는 18개월 영아일 

때 일찍 잠에 들수록, 야간 수면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총 수

면시간이 길수록 42개월 유아가 되었을 때 사회적 유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omisaki et al., 2018). Tomisaki 등

(201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할 때 어

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

하였으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유능

성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야간

에 수면 지속시간이 긴 만 3-5세 유아는 사회적 참여를 더 많

이 나타내고 보다 높은 또래수용도를 보인 반면, 야간 수면이 

효율적이지 않은 만 3-5세 유아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제안을 

강제로 거절하는 등 또래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ughn et al., 2015).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서 만 4-5세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교사가 보고한 연구에서도 

야간 수면의 양이 가변적이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

칙할수록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에 참여하라는 교사

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등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덜 나타내고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것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Bates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종단 연구에서도 

54개월 때 수면문제는 초등학교 1년 때 여아의 사회적 유능

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oley & Weinraub, 

2017). 이처럼 대체로는 수면문제가 또래유능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수면문제가 또

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역

시 보고된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

다(E. A. Choi & Song, 2015). 이처럼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불일치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자들은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이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에 수면문제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고자,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

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만 0-2세 영아

는 5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한편, 만 3-5세 유아는 88.7%

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 이처럼 유아기에

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보다 많아지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아기 시기 중요한 발달과

업이 되므로 또래유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

조절능력이나 또래유능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기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는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보고되고 있다. 정서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데(Eisenberg & Spinrad, 2004),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유아

가 또래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유

능성이 높았으며(J.-H. Kim & Kim, 2020),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을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과 정서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이 낮을수록 또는 정서통제

가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H.-J. 

Choi & Gwag, 2017; J. H. Noh, 2014). 또한, 정서지능 중 자기

조절이나 타인조절이 높은 유아는 또래유능성이나 사회적 유

능성이 높았고(Y.-H. Choi, 2011; Ji & Chung, 2011; H. J. Kim, 

2012; H.-N. Kim & Lee, 2008; E. S. Lee, Hwang, & Kim, 2009; S. 

W. Lee, Moon, & Kim, 2012; Song, Chung, & Jeong, 2018), 감

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잘하는 유아는 놀이 시 또래를 방해하

는 상호작용을 덜 보이며(I. H. Kim & Kim, 2017), 유아교육기

관에서 또래적응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Kim, 

& Cho, 2017). 반면,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또래유능성

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데(H. J. Kim & Kim, 2011), 

종단 연구에 의하면 만 3.5세 때 측정한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만 5세 때 가정에서 형제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사회적 유

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만 6세 때 학교에서 보

이는 사회적 유능성에도 부적 영향을 미쳤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한편,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살펴본 연

구들에서는 적극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유아의 경

우 친사회성이 높고 비사교성이 낮은 반면(Hipson, Coplan, & 

Séguin, 2019), 정서를 분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유아의 경우 

사회적 유능성이 낮다고 보고된다(Blair,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이처럼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일

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유아의 수면문제와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보았

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유아의 수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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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

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E. A. Choi와 Song (2015)의 연구에서는 유

아의 수면문제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발

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주의

집중 문제가 수면문제와 또래상호작용을 매개함을 밝혔다. 더

불어, Shin, Park, Kim, Yun과 Yoon (2017)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수면문제가 실행기능을 매개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수면문제와 친사회적 행동 또는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이나 주의집중 문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E. A. Choi & 

Song, 2015; Shin et al., 2017)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

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면문제, 정서조

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정서

조절능력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때 정서조절능력을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과 정서통

제로 구분하여,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 

또는 정서통제를 매개하여 각각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수면문제는 또래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유능성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5세 유아 194명이며, 자료 수집은 어머

니 보고로 이루어졌다. 만 2-3세 아동의 경우 성인 가까이 머

물면서 신체적 애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만 4-5세 

아동은 성인보다는 또래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사교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므로(Shaff er, 2009),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84명(43.3%), 여아가 110명(56.7%)이

었고, 유아의 연령은 만 4세와 만 5세가 각각 97명(50.0%)이었

으며,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32명(16.5%), 첫째가 62명

(32.0%), 둘째가 70명(36.1%), 셋째 이상이 30명(15.5%)이었

다. 그들의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93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44세가 52명(26.8%)으로 많았다. 어머

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63명

(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전문

대 졸업이 54명(27.8%)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0명(25.8%), 사무직이 47명(24.2%), 전문직이 36명(18.6%) 

순으로 많았으며,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300∼399만원이 37

명(19.1%), 400∼499만원이 32명(16.5%), 500∼599만원이 31

명(16.0%) 순으로 많았다.

연구도구

수면문제

유아의 수면문제는 Owens, Spirito와 McGuinn (2000)의 Th 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를 Y.-R. Kim과 

Figure 1. Th e hypothesized model.

Sleep Problems Peer  Competence 

Lability/Negativity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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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취침시간 저항(bedtime resistance), 수면착수 

지연(sleep onset delay), 수면의 양(sleep duration), 수면 불안

(sleep anxiety), 밤 동안에 깨기(night wakings), 병리적 수면행

동(parasomnias), 수면 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주

간 졸림증(daytime sleepiness)의 여덟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취침시간 저항(6문항)에

는 “혼자 잠자는 것을 무서워한다.”, 수면착수 지연(1문항)에

는 “잠자리에 든지 20분 이내에 잠든다.”, 수면의 양(3문항)에

는 “너무 적게 잔다.”, 수면 불안(4문항)에는 “어두운데서 잠

자기를 무서워한다.”, 밤 동안에 깨기(3문항)에는 “밤에 다른 

사람(부모, 형제자매 등)의 잠자리로 간다.”, 병리적 수면행동

(7문항)에는 “잠자면서 말을 한다.”, 수면 호흡장애(3문항)에

는 “코를 크게 곤다.”, 주간 졸림증(8문항)에는 “아침에 일어

나서 잠자리를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때 두 문항(“잠들려면 부모가 같은 방에 있어야 

한다.”, “혼자 잠자는 것을 무서워한다.”)은 두 가지의 하위요

인인 취침시간 저항과 수면 불안에 중복되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주 평균 0∼1일(1점)에서 주 평균 5∼7일(3점)까지의 

3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고, 방향성이 다른 문항들을 역

채점한 후 수면문제 전체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수면문제가 

심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수면문제의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5)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J.-Y. Kim (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정서적 불안

정성/부정성과 정서통제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15문

항)에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

측하기가 힘들다.”,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정서통제(9문항)에는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은 후, 

토라지거나 시무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

고, 정서적으로 속상하거나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된

다.”,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

정성을 보이거나 정서통제를 잘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

서 산출된 정서조절능력의 Cronbach’s α는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성이 .82, 정서통제가 .73이었다.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J. Park과 Rhee (2001)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세 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사

교성(5문항)은 또래에게 수용되며 또래와 고루 어울릴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여러 

아이들과 고루 친하게 지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친사

회성(5문항)은 또래를 도와주고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며 갈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잘 한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주도성(5문항)은 또래에게 놀이나 활동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능

력을 의미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

현한다.”,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원래 J. Park과 Rhee (2001)는 교사 보고로 

측정하도록 본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선행 연구들(H. Kim & 

Kim, 2020; K. Kim & Ahn, 2009)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고, 또래유능성 전체의 평균 점수가 본 연구의 분석

에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

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또래유능성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11~12월에 수원, 화성, 오산, 남양주 등 

경기도에 위치한 7곳의 국공립 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원장의 승인 하에 교사를 통해 만 4-5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이에 응답한 어머니들의 설문지가 교사에 의해 다시 회수되었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4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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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과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예비분석으로 유아의 

수면문제,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

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의 Model 4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비표준화 계수(B)가 

표준화 계수(β)에 비해 자료를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Hayes 

(2017)의 제안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는 모두 비표준화 

계수(B)로 살펴보았다.

Results

예비분석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비분석으로 연구변인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 그 결과, 유아의 수면문제는 또래유능성과 부적 상

관을 나타내었다(r = -.30, p < .001). 즉,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

할수록 유아는 또래유능성을 덜 나타내었다. 유아의 수면문

제는 정서조절능력 가운데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44, p < .001), 정서통제와는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r = -.32, p < .001). 즉,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할수

록 유아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성을 더 많이 나타내었으

며, 정서를 잘 통제하지 못하였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가운

데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은 또래유능성과 부적 상관을 보

였으며(r = -.36, p < .001), 정서통제는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

을 보였다(r = .53, p < .001). 즉,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낮은 또래유능성을 보인 반면, 정서통제를 

잘할수록 유아는 보다 높은 또래유능성을 보였다.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

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 및 정서통

제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B = -.78, p 

< .001),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

과 정서통제를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자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

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B = 

-.22, p > .05). 한편,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

성에 정적 영향(B = .79, p < .001)을 미치고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성은 또래유능성에 부적 영향(B = -.24, p < .05)을 미쳐, 유

Table 1
Correlations Among Preschoolers’ Sleep Problems, Emotion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1 2 3 4
1. Sleep problems –
2. Lability/negativity    .44*** –
3. Emotion regulation   -.32***   -.35*** –
4. Peer competence   -.30***   -.36***    .53*** –
M 1.50 1.80 3.06 3.65
SD  .21  .38  .40  .54
Minimum 1.03 1.00 1.00 2.40
Maximum 2.18 3.07 4.00 5.00
Note. N = 19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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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을 통해 또래유능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면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

를 잘 조절하지 못하였고, 이는 낮은 또래유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통제에 부적 

영향(B = -.61, p < .001)을 미치고 정서통제는 또래유능성에 정

적 영향(B = .60, p < .001)을 미쳐,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통

제를 통해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자신의 정

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낮았

으며, 이는 낮은 또래유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을 매개로 또래유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9, 95% CI [-.37, -.02])나 유

아의 수면문제가 정서통제를 매개로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B = -.37, 95% CI [-.61, -.17])는 둘 다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Table 3). 

마지막으로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및 총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4). 총효과와 총간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직

Table 2
Th e Mediating Eff 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Problems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ers

Paths B SE t R2 F
Sleep problems → Lability/negativity  .79 .12    6.73*** .19 45.24***
Sleep problems → Emotion regulation -.61 .13   -4.70*** .10 22.07***
Sleep problems → Peer competence -.22 .18 -1.25 .32

  
29.77***

 Lability/negativity → Peer competence -.24 .10  -2.47*
Emotion regulation → Peer competence  .60 .09    6.79***
Note. N = 194.
*p < .05, ***p < .001.

Figure 2. Th e mediating eff 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problems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ers.

*p < .05, ***p < .001.
c represents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he pathway from sleep problems to peer competence in the model without mediator 
variables, and c’ represents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he pathway from sleep problems to peer competence in the model where the 
two subfactors of emotion regulation are mediator variables.

Table 3
Bootstrapping Verifi cation of the Mediating Eff 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Problems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ers

Paths Effect SE
95% CI

Lower Upper
Sleep problems  →  Lability/negativity  →  Peer competence -.19 .09 -.37 -.02
Sleep problems  →  Emotion regulation  →  Peer competence -.37 .11 -.61 -.17
Note. N = 194.

Sleep Problems Peer  Competence 

Lability/Negativity 

Emotion Regulation 

.79*** 

-.61*** 

 c = -.78*** 

.60*** 

-.24* 

 c’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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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 및 정서통제는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를 통해 만 4-5세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

래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

을 매개로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아의 수면문제는 또래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또래유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수면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밝힌 연구결과(Tomisaki et al., 2018)나 유

아의 수면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으로 밝힌 

연구결과(Vaughn et al., 2015)와 유사한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Tomisaki 등(2018)의 연구에서는 18개월 때 늦게 잠들고 야간 

수면시간이 짧으며 총 수면시간이 짧았던 유아가 사회적 유능

성이 낮았으며, Vaugh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야간에 수면 지

속시간이 짧은 유아가 적은 사회적 참여와 낮은 또래수용도를 

나타내었고 야간에 수면이 효율적이지 않은 유아가 또래와 부

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

거나 공감의 보다 성숙한 표현을 덜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들

(Rong et al., 2021; Shin et al., 2017)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수면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는 유아들은 깨어 

있는 동안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래와 상호작

용을 할 때 사교적으로 여러 또래와 어울리거나 또래를 도와

주거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성을 발휘하는 등 또래유능성

을 발달시키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유

아기 수면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으나, 종단적으로 영아기 수면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

펴본 연구에 의하면 18개월 때 영아의 수면패턴이 42개월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omisaki 

et al., 2018),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을 위해 유아기 수면 뿐

만 아니라 영아기 수면 역시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Tomisaki 등(2018)의 연구에서는 18개월 때 10시 이전에 잠들

고, 밤에 10시간 이상 자며, 낮잠과 밤잠을 합쳐 12.25시간 이

상 자는 것이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함을 밝힌 바 있어, 사

회적 유능성 발달을 위해 영아기부터 충분하고 높은 질의 수

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자 유아의 수면

문제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

며,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해 간접적으로만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

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에 정적 영향을, 그

리고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은 또래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고,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통제에 부적 영향을, 그

리고 정서통제는 또래유능성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였

고, 이는 낮은 또래유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유아

의 수면문제,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유아의 수면

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능력이 완전매개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

나, 양자 간의 관계에 실행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자 더 

이상 유아의 수면문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실행기능을 매개로만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한 

Shin 등(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

다. 또한, 비록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Table 4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Total Indirect Effect

Effect SE t p
Total effect -.78 .18 -4.37 .00
Direct effect -.22 .18 -1.25 .21

95% CI
Effect SE Lower Upper

Total indirect effect -.56 .13 -.82 -.31
Note. N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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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과 언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에서의 어

려움이 완전매개함을 밝힌 Kirwan, Svenson, Pickett과 Parkhill 

(201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수면문제가 또래

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정서조절능력이나 

실행기능과 같은 자기조절 측면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행기능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하기 

위한 인지적인 통제 과정으로(Best & Miller, 2010; Diamond & 

Lee, 2011), 실행기능이나 정서조절능력은 둘 다 환경에 잘 적

응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기조절 측면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된다(Guarana, Ryu, O’Boyle Jr., Lee, & Barnes, 2021; Liu, 

Zhu, & Liu, 2020). 이러한 수면과 자기조절 간의 밀접한 관련

성에 근거할 때, 유아의 수면문제는 또래와의 관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조절능력이나 실행기능과 같은 

자기조절 측면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Palmer와 Alfano (2017)도 수면과 심리

적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 중 하나로 정서조절을 제

안함으로써, 수면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매개변인으로의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을 매

개로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면, 유아의 수면문제는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적 불안정성/부

정성에 정적 영향을, 정서통제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지 못

하는 등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시간

이 규칙적이지 않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며 잠을 자다가 화장실

에 가는 것과 같이 수면이 지속적이지 않은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You & Cho, 

2014)나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J. Noh & Shin, 2020)와 일치한다. 또한, 수면문제가 종

단적으로 역기능적 정서조절에는 정적 영향을, 정서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S.-H. Park & Kang, 

2019; Williams et al., 2017)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수면문

제가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수면과 정서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불충분한 수면이나 낮은 수면

의 질이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긍정적 정서

의 경험은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Liu et al., 2020; Vriend 

et al., 2013), Heatherton과 Wagner (2011)는 부정적 정서가 자

기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수면문제가 있는 유아는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울 것이고 이러한 부

정적 정서로 인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회복이론

(restoration theory)에 따르면, 신체나 뇌에서의 결함은 각성의 

결과로 발생하며, 수면은 이러한 결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적응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다(Sheldon, 2005). 이를 통해 수면문제가 있는 유아는 수면을 

통해 생리적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 활동

함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적 불안정

성/부정성은 또래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정서통제는 또래유

능성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정서가 불안정하고 부정

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또래유능성이 낮았으

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유아는 또래유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3-5세 유아

의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 즉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높을수

록 또래유능성이 낮고 정서통제, 즉 적응적 정서조절이 높을

수록 또래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J. H. Noh, 2014)

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

성 또는 사회적 유능성 간의 정적 관련성(H.-J. Choi & Gwag, 

2017; J.-H. Kim & Kim, 2020)이나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과 또래유능성 또는 사회적 유능성 간의 부적 관련성(Chang et 

al., 2012; H. J. Kim & Kim, 2011)을 밝힌 연구결과들과도 동

일한 맥락이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Fabes 등(1999)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특히 긴장을 일으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

서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처럼 부정적 

정서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법

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

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의 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또래와 보다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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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 함께 생활할 때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교성이나 친사회

성, 주도성과 같은 또래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

식하고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며 부정적 정서

를 조절하는 등 정서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와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수면문

제가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처

럼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

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유아기의 수면

이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의 경우 낮은 정서조절

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낮은 또래유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사회정서적으로 보다 잘 기

능하기 위해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아들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유아들보다 늦게 잠에 들고 야간 수면시간과 총 수

면시간이 짧다고 보고되므로(J. Kim, 2015), 부모들은 유아가 

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며 밤에 더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

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가 편안하게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물리적 또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

다.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

력의 완전매개 효과를 밝힌 본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양질의 

충분한 수면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또래와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 보

고로 연구변인들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

의 수면패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 보고와 수면활동기록

기(actigraph)의 결과를 비교한 Iwasaki 등(2010)의 연구에 의하

면 부모 보고와 수면활동기록기의 기록 간에 일반적으로 서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부모 보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

지만, 수면활동기록기와 비교했을 때 부모들은 유아가 더 일

찍 잠들고 더 늦게 깨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 부모들은 수면활

동기록기를 통해 측정된 야간에 깨기(night waking)를 10% 이

하 밖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Tikotzky와 Sadeh (2001) 역시 부

모 보고로 측정할 경우 야간에 깨기와 같은 수면의 질을 측정

하는데 덜 민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수면문제를 측정할 때 수면활동기록기와 같은 보다 객

관성이 확보된 방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아

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보고와 교사 보고

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와 교사 보고 간에 어느 정도 

상관이 발견되었지만, 부모는 교사보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

과 문제행동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Major, Seabra-Santos, & Martin, 2015), 후

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나 또래유능성을 평가

할 때 다양한 보고자로 측정하거나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객관

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면문제가 정

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Gruber와 

Cassoff (2014)에 의하면 수면과 정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야간 수면은 주간의 기분이나 정서적 반응성, 정

서조절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이와 반대로 주간 동

안의 경험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Williams 

등(2017)은 교류적 관점을 통해 수면문제와 정서조절능력 간

에 양방향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수면문제와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류

적 관점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는 정서조절능력을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과 정

서통제로 세분화하여, 정서조절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수

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Kim-Spoon, Cicchetti와 Rogosch (201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이 1년 후 정서통제를 예측한다고 보

고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부정성이 정

서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

와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에 흔히 경험하

는 어려움 중 하나인 수면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아의 수면문제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유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발

달을 위해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국내 연구자

들에게 유아기 수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올

바른 수면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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