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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간의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능력, 그리고 행동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 방법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3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 각각의 특성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기

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착 안정

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능력의 직․간접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구조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은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정

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또래관계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애착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이 정서

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하여 아동의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 정서인식, 정서표현, 또래관계, 행동문제,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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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급격한 변화

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 적

응해야하는 커다란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러

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신현균, 

2010). 특히 아동의 경우 최근 들어 과잉행동, 

충동성, 엽기적인 공격성, 도벽과 같은 문제행

동과 우울증, 불안증, 강박 성향 등의 정서문

제의 발생빈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문제의 출현 빈도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국 94개 초

등학생 7,700명에게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

신건강 선별검사에서는 25.8%가 불안증, 우울

증, 강박증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 반항 및 난

폭행위 등의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미국 교육부에서

는 2002∼2003년 동안 6-21세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8.1%가 행동문제(정서행동

문제)를 보인다고 발표 했으며, 이것은 행동문

제가 4번째로 큰 장애 범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행동문제(행동장애)의

출현 율이 21%로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Yell, Meadows, Dragow, & Shriner, 

2011; Forness & Kavale, 2000에서 재인용)

행동문제란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가면서 환경에 대

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홍경자, 1986), Kauffman(1993)은 행동문

제를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적

합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반응으로 보고,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즉, 아

동의 행동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감정으로 자신이

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미현, 1996). 

아동의 행동문제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

않으면, 학업문제, 가정불화, 약물중독, 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부적응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napp, Almond, & Percudani, 1999). 그러므로

아동기의 행동문제가 심각한 정신건강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

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는 그동안 사

회적으로 기울인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

고 문제를 겪는 학생의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어(Merrell, 2010), 행동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반응적 개입보다 관

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적 개입을 실시함

으로써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심리사회

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이다. 

아동기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에는 많은 것들

이 있으나 아동기라는 연령변인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대표적일

수 있으며, 애착 안정성의 중요성은 많은 이

론적 기반과 실제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

다. 동물행동학적 입장에서 동물의 경우 태어

나 얼마 되지 않은 새끼는 어미에게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어미도 역시 새끼에 대

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둘 사이에 강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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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유아기와 아

동기를 넘어서 생의 전반에 걸쳐 심리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찍

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주 양육자와 영아의

결속력은 음식을 제공하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추후 경험적 증거

들을 통해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생물학적 영

향을 넘어서 유아에게 신체,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owlby, 1982).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자신에 대한 표상

과 타인 즉,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정서, 행

동,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

성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적, 수용적, 

그리고 지지 적이라면 이 아이는 자신과 타인

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느끼거

나 대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과 힘겨운 투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Steel & Steel, 1998).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

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 애착 대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

뢰로운 표상은 건강한 발달 경로를 따르게 하

지만, 적대적이고 부정적 표상은 자신과 세상

에 대해 인지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병리적

발달 경로를 밟게 한다(Sable, 2000). 이와 같이

아동기의 행동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아동의 관계

이다. 아동기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아동의 정서, 사

회적 능력은 저하되고 행동문제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 

다음으로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으로 중요한

변인은 정서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능

력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다. 정서 능력이 아동의 적응 및 행동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식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최은실, 방희정, 2010; Kring, 

Smith, & Neale, 1994에서 재인용).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공격성과 높은 부적 관련성이 있고, 

이것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Zaman & Garber, 1996), 또한 정서를 조절되지

못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내재화 문

제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Eisenberg, Fabes, Bernzw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

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상황의 발생을 줄이며, 정서인식 및

조절된 표현 능력은 공격성, 위축, 불안과 같

은 부적응 적 행동 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나

타냈다(손지영, 2003; 한유진, 2006).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

로는 사회성 기술이 있는데, 사회성 기술이란

아동이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주어진 상황의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사회

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

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허수연,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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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박지연, 2010; Kerr & Nelson, 2006에서

재인용). 사회성 기술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또래 및 의미 있는 성

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대

인관계 문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 

불안과 위축 등은 사회성 기술의 습득 및 수

행 결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의 결함을 가진 아동은 사

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

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또래와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

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기 어렵고 정서 및 행동문제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Farmer & Cadwallader, 2000).

지금까지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변인들(애

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와 이들이 행동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

서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 양육자

가 아동이 표현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인정해주고 수용한다면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은 적응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반면

에 아동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면

아동은 정서를 이해하거나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Cassidy, 

2008). 애착의 패턴과 정서 패턴의 관계를 살

펴보면,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할 때, 아동은 애착 대상

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음에 대한 우울

과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 애착 시스템 자체를

작동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며, 결국 친밀

한 관계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

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또한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욕

구에 비 일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아동은 애

착 대상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과장시켜 반응하게 되고 결국 과민한

정서 반응 패턴을 발달시키게 된다(Shaver & 

Mikulincer, 2010). 

반면, 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은 불안정 애

착 아동보다 더 많은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

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또한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더 많이 표현하

는데(Cassidy, 2008),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

진 아동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

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의

미다. 이처럼,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정서 능

력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대인관계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

치는데,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

록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며(Elicker, Englund & 

Sroufe, 1992),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

적인 안정 애착아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감과

배려와 같은 사회성 기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요인들은 애착의 심리 내적 요인과 일치

하기 때문이다(Cohn,1991). 즉, 지지 적이고 수

용적인 부모의 반응은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

를 맺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틀을 제

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더욱 향상 시

키는데 기여한다(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마지막으로 ‘정서능력과 사회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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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또래와 갈등이나 의

견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정

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한유진, 2006). 

또한 정서를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 역할을 하며, 정서 표현

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은 심리 정서적으로 불

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이처럼 적절한 정서인식과 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

정적 대인관계가 다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Nowicki & Duke, 1994; 권진희, 

2006).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

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내

적, 상황적 요구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

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중요

한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

결 노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은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가용

하게 하여 적응을 돕기도 한다(최은실,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

이 행동문제의 어려움을 유발 및 유지시키지

만 행동문제의 핵심적인 기제인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 및 또래관계능력이 행동문제에 어

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애착과

정서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가 서로 높은 관

련성을 지닌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나, 이들 네 요인간의 구조적 관

계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

계기술, 그리고 행동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설

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예측하여 아동의 행동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

동의 행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명 및

통제하기 위해 이를 관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변인이 되는 환경 변

인으로 부모의 애착안정성을, 개인 변인으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선

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

로 설정한 뒤, 이들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

접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

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

력은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

력과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 대구에 소재한 3개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448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으로 실시하였

으며 응답 즉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359명

중 32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27명의 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은 5학년 179명

(54.7%)과 6학년 148명(45.3%)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137명(41.9%)과 여학생이 190명(58.1%)

이었다. 

측정도구

애착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본 검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 본으로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

하는 검사 도구로써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척도를 제외하고 부, 

모의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부, 모의 애

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문항으로, 신뢰

차원은 아동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

응의 안정성을,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와의 언

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외

차원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

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하위 개념을 통합한 총점으로 분석하였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의 Likert 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

에서는 역 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정(1998)에

서 내적 합치 도는 부에 대한 애착이 .93, 모

에 대한 애착이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부에 대한 애착이 .93, 모에 대한 애

착이 .92로 나타났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Penza-Clyve와 Zeman(2002)이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을 최은실

(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시

기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정서 조

절 패턴의 개념이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시기

이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에 적절한 연령대이다(Cole & Kaslow, 1988; 

Penza-Clyve & Zeman, 2002). 

본 척도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2가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형 척도로, 

정서인식의 부족 요인 8개 문항과 정서 표현

의 어려움 요인 8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인식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9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모른다.’ 문항 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등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부

족 문항으로는 문항 7 ‘내가 화가 났을 때, 나

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문항 16 

‘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가장 먼 것 까

지 5점 척도 방식(‘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은실(2010)에서 내적 합치 도는 정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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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요인이 .78,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69였

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이 .78,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79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척도

본 검사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

생 4학년에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기술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요인으로는 문

항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

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문항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이 있으며, 

협동/공감 요인으로는 문항 11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19 ‘게

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등이 있

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방식(‘전

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

상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척도의 내척

합치 도는 .74-.8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주도성 요인이 .85, 협

동/공감 요인이 .83으로 나타났다.

행동문제척도

본 검사는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

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

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

용하였다. 3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0

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

점)’ 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내적 합치 도는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에서 .62에서 .82

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행동, 신체적 증

상, 그리고 위축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내재

화 행동 문제, 비행과 공격성 행동이 포함되

어 있는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연구하

였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

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또

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을 알아보았다.

아동의 행동 문제와 그 원인변인으로 선정

한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기

술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적 연구모델에서 각각의 측정모델의 잠재

변인에 대해 특정한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즉 잠재변인인 아동의 행동문제는 내재화 문

제, 외현화 문제를 지표변수로, 애착은 부 애

착 안정성, 모 애착 안정성을 지표변수로, 정

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

현 부족을 지표변수로, 그리고 또래관계기술

은 주도성, 협동/공감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

다. 따라서 4개의 측정모델(Measurement Modle)

과 1개의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이 존재하는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Measurement Model)이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되었으며, 구조회귀

모델의 2단계 검증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4개의 측정모델에 대한 부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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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애착
1. 부애착 -

2. 모애착 .83** -

정서

능력

3. 정서인식 부족요인 -.59** -.61** -

4. 정서표현 부족요인 -.47** -.48** .68** -

또래

관계

5. 주도성 .39** .36** -.43** -.46** -

6. 협동/공감 .55** .57** -.58** -.48** .54** -

행동

문제

7. 내재화 -.48** -.48** .55** .54** -.49** -.55** -

8. 외현화 -.47** -.47** .46** .34** -.32** -.50** .72** -

사례수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7

평 균 94.63 96.51 17.33 18.67 23.78 31.09 49.40 48.47

표준 편차 19.50 19.50 5.94 6.36 5.84 5.75 9.70 10.62

왜 도 -.87 -.85 .62 .81 .13 -.55 .71 .67

첨 도 .39 .12 -.05 .67 -.77 -.77 1.31 .97

**p< .01 

표 1. 측정 변수 간의 상관 행렬 표 및 기술 통계치

추정단계와 1개의 구조모델에 대한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단계로 나누어 모델검증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모델인 구조회귀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

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왜도 및 첨도)이 충족됨에 따

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 및 구조모델의 부

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 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x2값,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행

동문제의 원인변인인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

해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 추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주요 변인들의 상관행렬과 기술 통계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과 행동문제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호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 검증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

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의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

델 하의 8개 지표 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

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의 왜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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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NPAR DF CMIN NC TLI CFI RMSEA

측정모델 22 14 51.69 3.69 .95 .98 .09

표 2 측정 모델 부합도 지수

그림 1.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측정모델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

다. 

측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 추정 가

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

성 확인절차(Kline, 2011;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 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

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x2 부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합도 지수

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부합도

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

이면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

하면 좋은 부합도, .08이하면 괜찮은 부합도, 

.10이하면 보통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

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검증 결과, 부합도 지수가 x2=51.69, df=14 

p=0.003; CFI=.98; TLI=.95; RMSEA=.09 로 나

타났다. CFI나 TLI는 .90이상으로 좋은 부합도

를 나타내고, RMSEA는 보통(mediocre fit)인 모

형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x2부합도의 경우

다소 낮게 부합되지만, x2값은 표본크기에 영

향을 많은 받는 지수이며, CFI, TLI, RMSEA 기

준에 양호하게 부합되고 있어 측정모델을 양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452 -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애착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2 .02 -13.21 ** -.72

애착 -> 또래관계기술 .07 .02 3.58 ** .32

애착 -> 행동문제 -.02 .04 -.515 .61 -.04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43 .18 2.47 * .28

또래관계기술 -> 행동문제 -1.06 .28 -3.83 ** -.49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 -.39 .07 -5.36 ** -.54

**p< .01, *p< .05 

표 3. 초기 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호하게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의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문제와 애착의 상관계수

(r=-.59, p<.01)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아동

의 행동문제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상관

계수(r=.68, p<.01)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아동 행동문제와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

(r=-.73, p<.01)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의 상관계수(r=-.72, p<.01)는 부적상관을 나타

내고, 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r=.71, 

p<.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는

(r=-.77, p<.01) 부적상관을 나타낸다.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그림 1),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

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 부하량이 평

균 .8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평균이 최소한 .50 이상이여야 측정

하고자하는 잠재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문

수백, 2009)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

델은 수렴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59 ∼ .77 범위의 상관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

수는 잠재변인들 간의 변별 타당도를 위해 .85

∼.90 이하가 되어야 한다(Kline, 2011)는 주장

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델들은 변별타당도

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측정모델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

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

측정모델의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측정방법을 통해 초기연구 구조회귀모델의 부

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표

5), 모델 하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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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초기모델

그림 3.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수정 모델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기모델

안에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C.R =-.515, p >.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연구 구조회귀모델에

서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경로를

삭제시킨 후 수정모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서 애착과 아동

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로를 삭제하고

그림 3과 같이 구조회귀모델을 수정한 다음, 

초기 연구모델과 수정 연구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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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NPAR DF CIMN NC TLI CFI RMSEA

1. 초기 모형 22 14 51.69 3.69 .95 .98 .09

2. 수정 모형 21 15 51.93 3.46 .95 .98 .08

표 5. 모형 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2** -.22** .00 -.72** -.72** .00

애착 -> 또래관계기술 .15** .07** .08** .71** .32** .39**

애착 -> 행동문제 -.27** .00 -.27** -.57** .00 -.57**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88** .46* .43** .57** .29* .27**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 -.38** .38** .00 -.54** -.54** .00

또래관계기술 -> 행동문제 -1.11** -1.11** .00 -.51** -.51** .00

**p< .01, *p< .05

표 6.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모델 dfD x2
D p

초기
1 .24 .62

수정

p < .05

표 4. 모델 비교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모

델의 부합도가 초기 모델의 부합도 보다 0.24 

(x2
D = 0.24) 만큼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델의 간명성은 1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초기 연구 모델보다 수

정 연구모델이 더 간명하고 부합도가 높은 모

델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 연구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모델로 선정

하였다. 

수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

정 결과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종 구조회귀모델의 전체 효과, 직․간접

효과의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β = .29, p< 

.05,)과 또래관계능력(β = -.51, p< .01,)이 아

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β = 

-.72, p< .01,)과 또래관계기술(β = .32, p< 

.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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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또래관계능

력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

향(β = .27, p<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부모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의 정서인

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능력을 통해 아동

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β = -.57, p<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애착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

계기술 각 변인의 매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았다.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 추정 및 검정 결과, 애착 -> 정서인

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10, p < .05), 애착-> 또래관

계기술 -> 행동문제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β = .08, p < .05).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애착(β = -.57, 

p< .01),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β = .57, p< 

.01,), 또래관계기술(β = -.51, p< .01,)의 순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그리고 또래관계 능력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

조회귀모델을 선정한 후, 측정모델과 구조모

델에 대한 2단계 검증절차로 나누어 자료 분

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

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모수

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모든 모수치들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본 연구의 측정모델, 즉 측정도구들의 타당도

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

기 위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이 진

행되었다.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결

과, 모든 부합도 지수는 기준에 양호하게 부

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5), 모수치의 경

우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통계적

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따라서 이 경로를 삭제하여 보다 간명

한 모델로 연구모델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델

은 초기 연구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더 간명하

고 부합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되어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되었다(그림 3).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기술

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이 정서를 인식하

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

계기술이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인식 및 표

현의 어려움이 우울, 불안, 신체 증상들과 관

련되어 있으며(Garber, Zeman, & Walker, 199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부족은 많은 부정적

인 결과-낮은 학업 성취 능력, 심리학적 부적

응, 신체적 허약함-와 관련되어 있는(Garber, 

Braafladt, & Zeman, 1991)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행동문제

와 정서 능력의 관련성이 제기 되고 있다. 행

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많은 수가 평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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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양호한 지능을 가졌음에도 빈약한 정서

언어 능력을 가지며 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최은실, 2010). 우울

증과 품행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 특성에 대

한 연구에서 이들이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Rude & McCarthy, 2003), 정서의 표현

과 억제에 대한 양가성이 높게 나타났다(King 

& Emmons, 1990). 또한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

은 정서적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았고, 

특히 부정적인 정서자극에 대한 이해에서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정서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서를 인식

하는 능력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 아는 것은 심리적 통찰에서 매우 중요하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Saarni(2000)는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낮은

정서인식능력이 정서경험을 건설적인 방식으

로 관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Cole, Michel, & Teti(1994)도 아

동기의 역기능적 정서 패턴은 이후에 정신 병

리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관계능력이 아동의 행동문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외

부의 도움 없이도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

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반면, 또래관

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

상생활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쉽

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 불안과 위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허수연, 강수연, 정정은, 박지연, 2010)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행동문제를 가진 대

부분의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적절

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우울,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

와 공격성, 불 순응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가

진 아동은 또래 거부, 사회적 고립, 높은 문제

행동 발생률과 관련이 높다(Wu, Lo, Feng, & 

Lo, 2010).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

소시키고 적응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

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애착 안정성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

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내적작동모델

이 되어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Harmmen, Burge, Shannon, Davila, Paley, & 

Rudolph, 1995)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고 아동

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준다면 아동은 모든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비판하거나 거부 및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아이는 정서 발달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Thompson, 2000). 즉, 안정 애착

을 가진 아동은 불안정 애착 아동보다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더 많이 표현하

는데,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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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의미다. 정서의 표현에서 안정 애착 아동이

더 많은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

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머물

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최은실, 

Bost, 2012).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의 정서 인식, 정서의 조절된 표현 등 인

간의 다양한 정서 능력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사료되며 경험적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Kochanska, Aksan, & Carlson, 2005; 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그리고 애착이 또래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안정성이 또래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ohn,1991)와 유사한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

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

데, 아동은 많은 사회적 기술을 가족에게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Grusec, & Lytton, 1988), 부

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아

동은 대인관계에서 사호작용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난다. 즉, 부모의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 

English, & Zimmermann, 2002), 특히 어머니와

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애정

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

력이 긍정적으로 발달한다(Belsky, 1984). 부모

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걸쳐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유은희, 1991). 

이렇듯 아동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사

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안정 애착

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서 불안정 애착아들보다 더욱 편안함을 느끼

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정의적 특

성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의

형성 및 발달에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의 역할

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관계를 개선

시키는 중재(intervention)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

된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뿐 만 아니라,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동이 정

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

동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

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

계의 핵심이며(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는 정서처리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주장(Halberstadt, Dunsmore, & 

Denham, 2001)과 일치한다.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에 대해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감정 피드백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

서적 사건과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능해질 수 있게 된다(Denham, 

Zoller, & Cochoud, 1994). 또한, 또래관계의 기

제로 정서인식 능력과 정서표현 능력을 주장

한 연구결과들(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권진희, 2006)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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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관심

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

게 하는 등 대인관계 측면과 행동문제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넷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

력과 또래관계기술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문제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 모델과는 달리 최종 연구모델에서

는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적인 경

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Sable, 2000; 

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들의 결과에서의 차이는 동일한 잠재변인에

대해 각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조작적 정의의

차이로 인해 잠재변인이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

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이 행동문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어 변화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

는 결정론적(determination) 입장보다는, 애착이

성장과정 속에서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매개

로 하여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행

동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아동기

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

고 불안해한다면 아동의 정서, 사회적 능력은

저하되고 행동문제는 증가하게 될 것(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이

라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

술이 더 높아지고, 다시 이것은 아동의 행동

문제를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변인(애착 안정성)과 개인변인(정서인식 및 표

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이 모두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개입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적 접근을 통해 부모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증진시

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학령

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잠재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으며, 행동문제를 통제 및 예측할 수 있는 다

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변인으로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을, 환경 변인

으로 부모애착 안정성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

여 연구하였는데, 이 모델만으로 아동의 행동

문제 전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

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이끌어내

기 위해 지표변인을 두 개씩 선정하여 연구모

델을 설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

양한 지표변인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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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

치는 직접효과가 연구모형 검증과정에서 기각

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행

동문제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원인변인들과 다

른 원인변인들을 조작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애착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은 아동의 내재

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

지되고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Shepard, 

Losoya, & Murphy, 2000; 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아동의 행동문제의 예측변인들

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힌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여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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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Social Ability and Behavioral problems

Eun-Sil Choi                        Sun-A Jung

      Departmen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Dong-Jak ai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age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ttachment,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72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 randomly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were found to affect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2) attachment were found to affect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3)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ediated by social ability; 4) attachment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ediated by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or social ability.

Key words : attachment,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on, social ability, behavioral problems, mediat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