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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 및 양심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1,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2

Objectives: Preschoolers’ conscience refers to a concept revolving around moral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preschoolers’ conscience,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and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Furthermore, it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and 
preschoolers’ conscience.
Methods: Participants comprised 220 mothers and teachers engaging with preschoolers.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refore, a research process, which suited the changing 
operations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due to social distancing, was adopted. The mothers 
answered questionnaires on preschoolers’ conscience and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and the 
teachers on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Obtain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bootstrapping.
Results: Results revealed that the preschoolers’ consci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and preschoolers’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The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mediated the effect of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on their conscience. Specifically, the 
plannning and organizing of the executive func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fficient interactive behaviors and preschoolers’ internalized conduct. The bootstrapping result 
suggested that the indirec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d an area of morality that is less researched and incorporated the 
importance of executive function into it. Additionally, the results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on their conscience. The results obtained are expected to help 
organize activities for developing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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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긍정적인 관계에서 경험되는 행복감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의 약속을 지키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도덕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덕성이 타인의 정서와 사고에 대한 이

해가 시작되는 유아기(Berk, 2006)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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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생애 초기의 도덕성 발달이 강조되고 있다(E.-Y. Cho, 

Doh, & Kim, 2010). 그간 도덕성은 도덕적 인지, 도덕적 정서 

또는 도덕적 행동, 각 측면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왔다. 국내

에서도 도덕적 정서(Jeong & Yi, 2016; Song, 2012), 도덕적 판

단(J. A. Kim & Ohm, 2006; J. H. Lee & Choi, 2018), 도덕적 행

동(M. J. Kim & Yi, 2004; Park, Oh, & Park, 2010) 등으로 나뉘

어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양호한 도덕적 판단

이 반드시 비슷한 수준의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었으며 죄의식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등 영역 간 연관성과 영역들이 서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

해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Kochanska, DeVet, Goldman, Murray

와 Putnam (1994)은 상호연관된 도덕성의 세 측면을 통합한 

개념인 양심을 제안하였다.

Kochanska 등(1994)은 죄의식, 공감과 이타주의, 사과와 고

백, 규칙 위반에 대한 민감성, 자기조절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잘못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 감정이입적·

친사회적 반응 등의 하위요인들도 양심의 구성요소에 포함시

켰다. 그리하여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온 규범 준수뿐만 아니

라 이타주의 또한 양심을 이루는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양심을 “잘못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고, 잘못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를 염려하며, 타인

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바람

직한 행동을 하며, 타인의 고통에 친사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아의 양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심 수준이 높았던 영유아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유능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하며(Kochanska, 1997a; Kochanska, Koenig, 

Barry, Kim, & Yoon, 2010),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심

의 발달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Kochanska 

& Murray, 2000) 유아기 양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ochanska et al., 1994). 

유아의 양심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심 발달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주

목 받아왔다(Dunn, Brown, & Maguire, 1995). 이는 유아의 양

심이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적인 통제에서 내적

인 조절로 발달하며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자녀의 친밀

하고 상호 협력적이며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관계(Kochanska, 

2002b)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가치와 규칙을 기꺼이 내면

화하고자 하게 하여(Kochanska, 1997a) 양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ochanska & Murray, 2000). 반면 어머니의 강

압적인 훈육 방식이나 지나친 관여는 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리하여 사

회화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

되어 유아의 양심발달을 저해하게 된다(Kochanska, Padavich, 

& Koening, 1996).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아의 양심과 관련하

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어머니의 양육행

동은 애정-적대감의 가로축, 자율성-통제의 세로축의 각 사분

면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Shaefer 

& Bayley, 1963). 한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좀 더 세부적

으로 반응성, 효율성, 비지시성의 측면에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 드는 생각,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구

체적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상호작용행동 특성과 유아 양심 발달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적 특

성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은 양심과 관

련한 요인으로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를 탐색하였다

(Kochanska & Kim, 2014). 의도적 통제는 억제적 통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주의집중 및 전환을 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오류

와 계획 행동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othbart 

& Bates, 2006). 하지만 관계적인 맥락에서, 타인에게 받아

들여지면서도 자신에게 유익한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는(Berk, 2006) 먼저, 관련 정보들을 기억하고 계획을 선택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Zelazo & Müller, 2002). 그러므로 계획조

직, 작업기억,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로 구성된 실행기능

(executive function; Isquith, Gioia, & Espy, 2004)이 유아의 양

심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연관된 사항들을 표상하

여 계획을 형성하게 한 후, 실행 단계에서 충동적인 반응과 감

정을 억제·조절하며 처한 상황으로 주의를 전환하게 함으로

써(Zelazo & Müller, 2002) 유아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전전두엽 피질을 포함한 신경

계의 상당한 구조적·기능적 변화와 함께 2-5세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며, 초기 개인차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Zelazo & Carlson, 2012). 더불어 유아기 실행기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면서(Y.-M. Kim, 2018) 일상생활

에서의 문제해결과 적응적인 행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Riggs, Jahromi, Razza, Dillworth-Bart, 

& Mueller, 2006) 그 영향력이 강조된다. 실행기능과 양심 간

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선행연구들

은, 실행기능 과제를 더 잘 수행한 유아일수록 친사회적인 적

응 패턴을 더 많이 보이고(Alduncin, Huffman, Feldman, & 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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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도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을 

하며(Hinnant, Nelson, O’Brien, Keane, & Calkins, 2013) 또래관

계 또한 좋은 것(B. Y. Kim, 2016)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동기적·정서적 영향력이 부재한 상

황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

의 없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함께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 또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되어 온 실행기능은 추상적

이고 탈맥락적인 조건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실행기능으로, 정

서와 동기의 조절을 포함하는 맥락에서 요구되는 정서적 실행

기능과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Zelazo & Carlson, 2012). 구

체적으로, Choi와 Song (2013)의 연구에서 유아가 인지적 실

행기능 과제보다, 적은 보상을 가리킬 때 많은 보상을 받게 되

는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역보상 과제)의 수행 능력이 높을수

록 자기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기가 

자기조절적인 노력의 강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침을 감안할 때

(Carlson, 2003), 정서적 실행기능 또한 양심 발달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

는데, 정서적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더 많이 익히는 경향

이 있었다(McIntyre, Blacher, & Baker, 2006).

이와 같은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

동을 통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

의 시도를 격려하게 되어 유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실

행기능 기술들을 연습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유아

가 새롭거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행기능과 관련

된 기술들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lson, 2003). 반면 자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어머니는 자

녀의 행동을 규제하여 자녀가 실행기능을 활용할 기회를 감소

시킴으로써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Graziano, 2009).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양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 보고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양심 관련 연구들은 의도적 통제의 매개역할을 살펴보

는 데 그치고 있다(Y.-J. Bae & Lim, 2015b).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아기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면서 유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실행기능이, 어머니 상호작용행동과 유

아 양심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Yoo와 Kim (201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여,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을 할수록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이 높아짐으로써 유아가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정서적 실행

기능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Kong & Lim, 2012)도 나타

났다. 실행기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와 같은 가정은 또한 실

행기능의 각 하위요인들에 따른 차이을 구별함으로써,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실행기능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

하게 할 것이다. 한편,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

인 뇌발달로 인하여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인지 ·

정서사회발달로 인하여 양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

치는 영향을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검증할 때, 

연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으로 인해 유아의 연령을 통제하였

다. 요약하면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 ·정서

적 실행기능 및 양심의 관련성과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

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

는지 탐색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 . 정서적 실행기능 및 

양심 간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

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

인 만 3-5세 유아 220명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유아기는 양심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이 시

기에 유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규준을 내면화하여 도덕적으

로 행동함으로써 양심을 발달시킨다(Y.-J. Cho & Kim, 2000). 

또한 실행기능 하위요소들의 발달이 유아기에 가속화되면서

(Anderson, 2002) 실행기능이 가장 빠르게 발달한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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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발달 전반에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통합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Maccoby & 

Martin, 1983).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105명(47.7%), 여아 115

명(52.3%)이었으며, 유아의 나이는 만 3세 81명(36.8%), 만 4

세 76명(34.5%), 만 5세 63명(28.6%)이었다.

연구도구

유아의 양심 척도

유아의 양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Kochanska 등(1994)이 개발

한 양심척도(Conscience Measure)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이 양심척도를 Y.-J. Cho (1999)이 번안 및 요인분석한 4

개 하위요인, 30문항의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죄의

식, 도덕적 수정 하위요인의 경우 적은 문항 수로 인해(각 4문

항) 양호하지 않은 신뢰도(E.-Y. Cho, Doh, & Kim, 2010; Y.-J. 

Cho & Kim, 2000)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하여 해

외 원척도 하위요인의 모든 문항으로 유아의 양심을 측정하고

자, 10개의 하위요인, 총 100개의 문항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5개 하위요인(Y.-J. Bae & Lim, 2015b; E.-Y. Cho, 

Doh, & Kim, 2010; Y.-J. Cho & Kim, 2000; Hong & Kim, 2005; 

Kerr, Lopez, Olson, & Sameroff, 2004; S. Y. Kim & Huh, 1998; 

Kochanska, 1997a; Laible, 2004; Laible & Thompson, 2000)의 66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나서 연구자가 번안하고 아동심리 

전문가가 수정한 후, 아동심리 전공 교수의 내용 타당도 검증

을 받았다.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문항의 표현을 연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양심을 평정할 때, 문장

의 의미가 자연스럽고 정확하도록 수정하여 유아의 양심을 측

정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범법행위, 작은 사고, 잘못에 대한 죄의식, 

자책/다른 정서적 반응인 죄의식(18문항, 예: “나쁜 짓을 하다

가 들키면 제자리에 ‘얼어붙어’ 버린다.”), 잘못을 저지른 후 부

모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 부모에게 사과

(8문항, 예: “나쁜 짓을 하면, 용서를 구한다.”), 타인의 위반 행

위가 원인이 된 염려/정정인 타인 정정(7문항, 예: “다른 아이

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한다.”), 자발적인 자기수정/

자기조절/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내면화된 

행동(20문항, 예: “한 번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은 혼자 있더라도 

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적, 친사회적 반

응인 친사회적 반응(13문항, 예: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하

거나 안심시키려 노력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 인

지의 경우, 행동 규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규준 위반이 자신

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표상하는 능력(Kochanska & Aksan, 

2006)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행동을 나타내는 

위 하위요인들의 기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죄의식 .79, 부모에게 사과 .78, 타인 정정 .71, 

내면화된 행동 .90, 친사회적 반응 .81, 전체 .91이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척도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J.-M. Kim과 Lim 

(2014)이 개발하고 타동도를 검증한 부모 상호작용행동 검사

(Interactive Behavior Scale for Parent [IBS-P])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21문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에서 부모가 아동의 흥미, 관심, 그리고 행동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정도인 

반응성(7문항, 예: “나는 아이가 나타내는 신호, 비언어적 요구 

등 작은 행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부모가 아동과 상

호작용을 할 때, 아동의 주의, 협력, 그리고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아동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정도인 효율성(7문항, 

예: “나는 아이와 함께 놀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일상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많은 요구, 제안 또는 지시

를 하기보다 아동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주는 정도

인 비지시성(7문항, 예: “나는 아이에게 내 의도대로 하도록 이

끌지 않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J.-M. Kim과 Lim (2014)의 

연구에서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누적 설명 비율은 4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반응성 .78, 효율성 .77, 비지시성 .67, 전체 .79

였다. 비지시성 문항의 경우, 긍정문으로 구성된 반응성, 부정

문으로 구성된 효율성(역채점) 하위요인과는 달리 긍정문 문

항들 사이에 부정문 1문항(역채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

해 부정문 문항 또한 긍정문으로 응답되어 다소 낮은 내적합

치도가 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Gioia, 

Isquith, Guy와 Kenworthy (2000)이 개발하고 Isquith, Gioia

와 Espy (2004)가 유아용으로 수정하여 타당화한 실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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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평정척도-유아용(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을 Seo (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3문항(역채점)으로 유아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반항적, 충동적으로 행동하

지 않는 능력과 적당한 때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

력인 억제(16문항, 예: “또래 아이들보다 더 통제가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한 어떤 상황이나 활동으로부터 또 다른 상황으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인 주의전환(10문항, 예: “활동

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한다.”), 정서적 영역에서의 실행기능의 

발현을 다루고,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유아의 능력인 

감정조절(10문항, 예: “너무 쉽게 화를 낸다.”), 과제를 완성함

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용량을 측정하는 작

업기억(17문항, 예: “두 가지 일을 주면, 한 가지만 기억한다.”),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또는 상호작

용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인 

계획조직(10문항, 예: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들을 두

서없이 비조직적으로 치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Isquith 등

(2004)의 연구에서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누적 설명 비율은 92%였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억제 .93, 주의전환 .85, 감정조절 .87, 

작업기억 .95, 계획조직 .90, 전체 .97이었다.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에서 번안된 유아 양심 척도의 적절성과 문제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3세 유아의 어머니와 만 5세 유아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COVID-19이 대유행하던 2020년에 실시되어 사회적 거리두

기 변경에 따른 기관 운영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8월 중순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들

은 연구자로부터 질문지를 전달받은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어 휴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9월 중순 이후에 질문지 배부 및 회수

가 이루어졌다. 배부된 450여 부 중 약 60%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모든 문항에 응답된 22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IBM Co., Armonk, NY)

와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 (Hayes, 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

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 (1986)의 위계

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Results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 및 양

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

ble 1). 먼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 정서적 실

행기능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효율성은 유아의 계획

조직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15, p < .05). 

다음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유아의 양심 간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어머니의 반응성은 부모에게 사과, 타인 

정정, 내면화된 행동, 친사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r = .14, p < .05; r = 19, p < .01; r = .31, p < .01; r = .37, p < 

.01). 둘째, 어머니의 효율성은 내면화된 행동, 친사회적 반응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15, p < .05; r = .27, p < .01). 

셋째, 어머니의 비지시성은 죄의식, 부모에게 사과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15, p < .05; r = -.16, p < .05). 

마지막으로,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과 양심 간 관

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억제 능력은 죄의식, 타인 정정, 내면

화된 행동, 친사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15, p < .05; r = .19, p < .01; r = .26, p < .01; r = .14, p < .05). 둘째, 

감정조절 능력은 내면화된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13, p < .05). 셋째, 작업기억 능력과 계획조직 능력은 각각 

죄의식(r = .15, p < .05; r = .16, p < .05), 타인 정정(r = .24, p < 

.01; r = .21, p < .01), 내면화된 행동(r = .18, p < .01; r = .1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의 매개역할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

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하위유형이 실행기능의 각 하위유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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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효율성이 실행기능의 계획조

직과 작업기억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효율성이 유아 양심의 하위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실행기능의 계획조직, 작업기억이 각각 매개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 양심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

로 설정한 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효율성을 먼저 입력하

고 다음으로 실행기능의 계획조직 또는 작업기억을 입력하였

다. 그 결과, 어머니의 효율성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계획조직과 작업기억이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때 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

서 연령을 먼저 투입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계획조직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작업기억의 매개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

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 조건에 부합하는 유의한 결

과만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어머니의 효율성은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1 ―

2   .38** ―

3   .10   .21** ―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4  -.01   .08   .08 ―

5    -.04   .08  -.01   .52** ―

6  -.04   .09   .08   .74**   .57** ―

7  -.07   .13   .01   .75**   .64**   .61** ―

8  -.05   .15*   .04   .76**   .67**   .63**  .92** ―

Preschoolers’ conscience
9   .06  -.00  -.15*   .15*   .08   .11   .15*   .16* ―

10   .14*   .03  -.16*   .03   .04   .03   .00   .03   .63** ―

11   .19**   .12   .03   .19**   .12   .10   .24**   .21**   .36**   .32** ―

12   .31**   .15*   .12   .26**   .00   .13*   .18**   .19**   .12   .15*   .37** ―

13   .37**   .27**   .08   .14*   .02   .04   .13   .10   .39**   .42**   .49**   .37** ―

M 2.96  3.49  3.05  2.70  2.73  2.72  2.75  2.74  4.62  4.74  4.92  4.69  5.38
SD .44 .39 .40 .40 .34 .35 .37 .38 .66 .90 .75 .82 .66
Note. N = 220. 1 = Maternal reactivity; 2 = Maternal efficiency; 3 = Maternal nondirectivity; 4 = Inhibit; 5 = Shift; 6 = Emotional control; 
7 = Working memory; 8 = Plan/Organize; 9 = Guilt; 10 = Apologies to parents; 11 = Others corrections; 12 = Internalized conduct; 13 = 
Prosocial response
*p < .05. **p < .01.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Planning and Organizing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fficiency and Internalized Conduct

Model 1 Model 2 Model 3
Plan/organize Internalized conduct Internalized conduct

Variables β t β t β t
Age .12    4.00*** .14    2.08* .10    1.46
Efficiency .15    2.35* .29    2.04* .24    1.70
Plan/organize .32    2.16*
F        10.54***          4.20*         4.40**
R2          .02           .04          .06
Note. N = 22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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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계획조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β = .15, p < .05). 2단계에서 어머니의 효율성은 유아의 연

령을 통제한 후에도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9, p < .05).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유아의 연령을 통제했

을 때, 매개변인인 계획조직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β = .32, p < .05), 독립변인인 어머니

의 효율성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실행기능의 계획조직이 어머니의 효율

성과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017)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표본 수를 5,000으로 지정하

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 크기는 .0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1, 상한값은 .13

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어머니

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 및 양심 간 

연관성과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

향을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유아의 인지적 · 정서적 실행

기능 및 양심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양심은 어머니

의 상호작용행동, 인지적 ·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가 아동을 수용하며 반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록 유아가 부모에게 사과, 타인 정정을 더 보이는 경향이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수용적으로 양육을 할수록 유

아가 잘못을 한 후 부모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염

려가 포함된 정의적 불안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S. Y. Kim 

& Huh, 1998), 수용적인 가정에서 자란 유아일수록 타인에게 

도덕적인 수정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Y. -J. Cho & Kim, 

2000)와 유사하였다. 즉, 부모의 수용적인 반응으로 형성된 유

아의 애착 체계가 다른 사람과의 공명과 제휴의 체계인 상호

주관성을 발달시켜(Wallin, 2010) 잘못을 한 후 부모와 좋은 감

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타인의 위반 행위를 더 정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어머니가 반응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을 할수록 유아가 더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반응성과 모-자의 공

유된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유아의 관찰된 내면화 행동의 수

준이 더 높았다는 종단 연구결과(Kochanska, Aksan, Prisco, & 

Adams, 2008; Kochanska & Murray, 2000)와 일치한다. 구체적

으로, 부모와 상호 반응적인 관계에서 성장한 아동은 서로 감

사하고 수용하는 경험 속에서 부모에게 협력하고자 하면서 부

모의 가치를 내면화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Kochanska, 1997a).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와의 긍정적

인 관계가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어머니가 반응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록 유아가 더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수

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Y. J. Bae & Lim, 2012a; Kong & Lim, 2012). 이는 유아가 적극

적이면서도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행동이, 유아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유익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아의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 능력이 높을수

록 유아가 죄의식, 타인 정정, 내면화된 행동을 더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의 억제, 작업기억, 계획

조직, 주의전환, 감정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정서적·사

회적 유능성(Moon & Shin, 2017)과 또래유능성(Yoo & Kim, 

2017)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들을 표상하여(Y. -M. Lee & 

Park, 2008)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양심이 

강력해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도적 통제와 구별

되는 실행기능의 계획조직, 작업기억 측면을 강조한다. 즉, 실

행기능 훈련을 통해 작업기억, 계획조직, 억제 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유아의 양심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

하게, Y.-M. Lee와 Park (2008)의 연구에서, 실행기능 훈련을 받

은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틀린 믿음 과제를 더 잘 수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차원 전환 카드 

분류 과제(Dimension Change Card Sorting Task [DCCS]) 훈련

을 실시한 후, 틀린 믿음 과제의 사전 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

후 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훈련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

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유아가 실행기능의 감정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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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

서적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행동적 자

기조절을 보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Choi & Song, 2013). 

즉, 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동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지켜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즉각적인 보상보다 내면의 규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록 유아가 더 

높은 수준의 계획조직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머니가 칭찬 등을 통해 자녀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즐겁게 상

호작용을 할수록, 유아가 더 높은 수준의 계획조직 능력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칭찬, 격려, 개방형 질문 등의 

비계 설정을 보일수록 유아가 계획조직 측정이 포함된 과제

를 더 잘 수행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Hughes & Ensor, 

2009).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의견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Fay-

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유아가 자신이 놓인 상

황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들을 조직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

향을 인지적 · 정서적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실행기능의 계획조직 능력이 어머니의 효율적인 상

호작용행동과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효율적인 상호작용행동이 유

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변인인 계획조직이 

투입됐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아의 내면화된 가치

가 발현되는 데 있어, 유아가 자신의 행동 목표를 세우는 과정

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효율적인 상

호작용행동과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 간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

혀진 것으로, 두 변인 사이에서 계획조직 능력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유아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어머니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행동에 의해 촉진되며, 이로써 계획조직 능력이 높아진 유아

는 내적 규준에 따라 계획을 형성하고 정보를 구성하여 내면

화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면화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아의 계획조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의 효율적인 상호작용행동에 대

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주의, 협력, 그리고 참여

를 효율적으로 끌어내고 아동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정도인 

어머니의 효율성(J.-M. Kim & Lim, 2014)은 유아의 근접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해당하는 상호작용행동, 

긍정 정서를 유아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아동의 주의, 협력, 참여를 

끌어낼 때, 아동에게 너무 어렵거나 쉬운 활동은 상호작용의 

시작 및 유지 가능성을 낮추므로, 유아의 근접발달영역에 속

하는 내용에 대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

키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아가 즐겁게 어머

니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냐하면 즐거움은 새로운 성공에 대한 준비도, 유능성 확장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Fredrickson & Cohn, 2008). 이와 

같이 어머니가 유아의 근접발달영역에서 즐겁게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와 건설적으

로 다루어 봄으로써, 마침내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일으킬 결

과를 예측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응

답이 편향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을 관찰하여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COVID-19으로 인해 가정보육이 권장되

던 기간에 자료수집을 하여 예년에 비해 교사가 유아를 관찰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적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도 

COVID-19의 상황에서 자료수집을 하게 된다면 유아의 등원 

기간을 연구참여자 정보에 포함하여, 교사가 유아를 충분히 

관찰한 후 유아의 실행기능을 평정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지 회수율이 6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양육 참여도가 낮은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이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설명력이 낮아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수를 늘려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의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의 양심을 살펴봄으

로써 미미하게 연구되고 있는 도덕성 영역을 탐색하고,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된 유아기 실행기능의 중요성(Zelazo & 

Müller, 2002)을 도덕성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더불어, COVID-19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유아의 양심과 실행기능을 각각 어머니 보고와 교

사 보고로 측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의 상호작용행동과 유아의 양심의 관계에서, 기존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역할에서 나아가 실행기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

였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영유아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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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향상을 위

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실행기능 과제를 활용한 게임

을 통하여 유아의 양심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강력해진 유아의 양심이 유아 자신과 타인, 나아가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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