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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유 신 복 손 원 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에

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 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

한 군집분석을 통한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정서표현성 프로파일별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D광역시 및 K지역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5, 6 학년 총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변인 측정을 위하여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지각된 어머

니의 긍정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뿐 아니라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

였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은 자율성 및 학교행복감에는 부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으나, 자녀의 유능성

및 관계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현성과 학

교행복감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율성-관계성, 자율성-유능성 등 이중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능성 및 관계성은 긍정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

순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는데, 긍정과

부정 정서표현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집단, 모두 낮은 집단, 또한 둘 중 하나의 정서표현성이 높은 집단 등이었

다. 이 중 긍정과 부정 정서표현성이 균형을 이루거나 긍정 정서표현성만 높은 프로파일의 경우가 다른 프로파일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기본심리욕구와 학교행복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표현성의 효과

와 더불어서 보다 적응적인 형태의 정서표현성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학교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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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

이들은 학교생활이 행복한가? 국제 교육성취

도 평가협회(IEA)가 세계 50개국 60만명(초등

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한 “2011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

교 4학년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는 세계 1위, 

수학 성취도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흥미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과학에서 48위, 수학은 50

위를 차지하였다(김수진 외, 2012). 이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공부는 잘하나 학교에서 즐겁

지 않다’라는 결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

흥미 및 행복감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최근 학생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에

관한 보고(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에 의하면 청소년은 가정, 학교 및 여가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가운데 학교에서 느끼

는 행복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은 우울, 게임

중독, 학교폭력, 비행 등의 일탈행위로 이어진

다는 측면(김아영, 이명희, 2008; Ainley, 1991; 

Chen & Li, 2000;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Reyes & Jason, 1993; Suldo & Huebner, 

2004)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은 장기적으

로 다른 사회 영역에서의 적응과 관련성이 있

다고 밝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Entwisle & Hayduk, 1988).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행복감 관련 연

구들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안녕감 및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복감 가운데 학교라는 특정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의

상태를 ‘학교행복감’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즉, 학교행복감

이란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하며 하

위요인에는 친구관계, 교사관계, 환경만족, 자

기효능감, 학습활동 즐거움, 심리적 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이러한

학교행복감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지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

분 국가의 교육 변화나 학교 개혁은 학업성취

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Verkuyten & Thijs, 2002). 특히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

과 후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다수

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이 학교와 관련하여 느끼는 행복감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교행복감에 초점

을 두고자 하는데, 이러한 연구대상은 발달

단계상 아동과 청소년기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점과 아동이지만 본인의 행복감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점

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김명

소 외, 2003; Campbell, 1981), 사회 관계적 요

인(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부모 애착 및 친

밀감, 가족응집성 등)(송정화, 박병기, 임신일, 

2012; 이정화, 2005; 조한익, 2011), 및 개인의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외향성, 낙관적 성향, 

자기통제감)(이수진, 2011; 이정화, 2005; Cheng 

& Furnham, 2001; Hills & Argyle, 2001; Di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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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Francis, 

Brown, Lester, & Philipchalk, 1998)등으로 구분

하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행복감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행복감(global 

happiness)을 다루고 있고, 현재까지 학교행복감

에 집중하여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행복감 연구

(Uusitalo-Malmivaara, 2012)에 따르면, 일반적인

행복감과 학교행복감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학교행복감의 주요한 요인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특목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송영명, 2011)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및 학업적 유능감과 함께

부모-자녀관계가 학교행복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탐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

적으로 사회적 관계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초등학생

의 경우에는 주양육자에 해당하며, 아버지 보

다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Brody, 1993; 유은희, 임미옥, 2006)으로 알

려진 어머니와의 관계 변인은 자녀의 행복감

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변인으

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애착, 친밀감

수준, 의사소통 등이 탐색되었는데, 이 중 부

모를 포함한 가족의 정서 표현 정도는 유아

및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또래

관계 등에 영향력 있는 변인(Denham, 1998; 

Saarni, 1999)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표현성

(emotional expressiveness)이란 정서와 관련이 있

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의 지속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 정의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된다. 정서표현성의 중요성을 밝힌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 때, 주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nstein, Fitzgerald, 

Briones, Pieniadz, & D'Ari). 또한 아동들은 성숙

하면서 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할 때,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게 되고, 타인과

자신이 표출하는 정서의 원인과 기능을 적절

하게 해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

복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기능이 강화된다

(Cassidy, Parke, Butkowski, & Braungart, 1992; 

Halberstadt, 1991)고 한다. 부모의 긍정 및 부

정적인 정서표현이 학대받은 아동의 취학 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

(Haskett, Stelter, Proffit, & Nice, 2012)등을 고려

할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학교행

복감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자녀 관

계 변인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변인 이외에 본인

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

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0)

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 발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

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전반적

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업의 집중이나 능동적인 정보

처리 및 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다(Vallerand, Fortier, & Guay, 1997). 또한 유능

성은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관계성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소속감과

배려감을 느낄 때 생기는 만족감으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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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00). 즉,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아동은 학교

생활이나 교실에서의 상황을 훨씬 더 즐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

나,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이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아영, 이명희, 2008; Aderson, Manoogian, & 

Reznick, 1976; Osterman, 2000;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따라서 자율성, 유

능성 및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되면 자존감, 자신감 및 만족감

등이 향상되어 실제 동기나 수행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적응 및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Deci et al., 1991; Domagała-Zyśk, 2006; Spera, 

2005). 기본심리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

복감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한소영, 신희천, 

2009)에 따르면, 대학생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

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

(Ryan & Connell, 1989; Veenhoven & Ehrhardt, 

1995)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아동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밝혔다. 한편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

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동시에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자율성

지각이 선행된 후 유능성 및 관계성 충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자율성은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기

본심리욕구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 연구(김아영 외,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Vallerand, 

Fortier, & Guay, 1997)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주(2007)의 연구에서

도 자율성을 선행하여 관계성, 유능성을 매개

로 부모 자녀관계가 대학 신입생의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

럼 본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관

계성과 자율성-유능성 등과 같은 위계적인 관

계 구조를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

년기의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

생들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를 설정

하고, 이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

녀가 지각한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는데, 이

는 정서는 개인적, 주관적인 개념으로 화나

즐거움 등과 정서에 대한 반응 및 이해에 존

재하는 개인차(Bradburn, 1969; Larsen, 1984; 

Patterson, 1980)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이 본인의 심리적 기능에 보다 의미 있는 효

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는 어머니

의 정서적인 지지 및 격려를 나타내는 정서표

현성은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형성하

는 과정인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며, 이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영향

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적응

및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였다(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Roth,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Vallerand et al., 199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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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전체

5학년 82(22.0) 93(24.9) 175(46.9)

6학년 107(28.7) 91(24.4) 198(53.1)

전체 189(50.7) 184(49.3) 373(100.0)

표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의 하위 구

인의 독립된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통

한 다양한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프로파일별 기본심리욕구와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

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기본심

리욕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군집유형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및 K지역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5, 6 학년 총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설문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

시되었다.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

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검사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Halberstadt 외(1995)의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Family Questionnaire: 

SEFQ)」를 이진희, 이옥경, 손원숙(2012)의 연구

에서 수정한 한국어판 SEFQ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응답양식은 리커르트식 5점

척도이며, 총 40개 문항은 긍정 정서표현 23

문항과 부정 정서표현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 정서표현은 ‘누군가 일을 잘 했을

때 칭찬한다.’와 같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문항이고, 부정 정서표현은 ‘다른 사람의 부주

의함에 화를 낸다.’와 같이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척도 점수가

모두 높을수록 해당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자료에 따른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는 긍정 정서표

현 .92, 부정 정서표현 .84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검사

Deci와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

도에 근거하여 김아영, 이명희(2008)가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기

본심리욕구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3개 하

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각 6문

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르트식 6

점 척도의 응답양식을 갖고 있다. 이 척도에

서 자율성이란 개인이 행동의 원천이나 지각

된 근원이 되는 것, 즉 개인의 행동하는 원인

이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로부터 행동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능성은 사회적 환

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능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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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느끼고, 그런 능력을 표현하고 실행할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

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돌보거나 돌봄을

받는다고 여겨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

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  )는 자율성 .82, 유능성 .90, 관계성

.84이다.

학교행복감 검사

학교행복감 측정을 위하여 김종백과 김태은

(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즉,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학습활동 즐거움, 환경만족, 심리

적 안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별 각 4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문항의 응답양식은 리커르트식 5점 척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 중 심리

적 안정을 제외한 5개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는

친구관계 .78, 교사관계 .90, 자기효능감 .81, 

학습활동 즐거움 .83, 환경만족 .80으로 나타났

다.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틀에서 기본

심리욕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인 어

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선정하고, 또한 기본심

리욕구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의 세 하위요인은 선행연구(김은주, 2007; 전

성희, 신미, 유미숙; 2011; Vallerland, Forrier, & 

Guay, 1997)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성이 선행하

여 유능성과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위계적인

구조를 고려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성과 기본심리욕구는 학교행복감에 모두 직접

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한편

자율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발생하는 유능

성과 관계성의 설명오차 간에는 공분산을 설

정하였다.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우선 각 검

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으로 산출했

으며,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관계성 및 유능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관계성 및

유능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계수 추정방식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과 자료간의 합치

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을 기본적

으로 고려하였으나, 이는 표본크기에 민감하

다는 특징이 있어 기타 몇 가지의 적합도 지

수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신복․손원숙 /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 185 -

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RMSEA(.80 

이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TLI 

(.90이상), CFI(.90이상)가 고려되었다(Brown & 

Cudeck, 1993; Kline, 2010). 한편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자율성, 유능

성 및 관계성의 단일 또는 이중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의 표준오

차1)추정공식(Preacher & Hayes, 2004)을 활용하

였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

을 도출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욕구와 학교행복감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초등학생의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초등학생의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 및 학교행복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

도별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긍정

정서표현은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부

정 정서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 및 학교행복감의 하위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각각 가장 높은 정적 상

1)     


관(r=.511, r=.487)이 나타났다. 반면 부정 정

서표현은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r=-.331)이, 학교행복감의 학습활동

즐거움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r= -.302)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개 요인과 학교행

복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중 자율성과 교사관계가 가장

낮은 정적 상관(r=.283)이 나타났으며, 유능성

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r=.739)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변인의 평균 경

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긍정

정서표현이 부정 정서표현보다는 좀 더 높게

지각되었고,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관계

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능성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행복감 중 친구관계에 대한 행복감을 가장 높

게 지각하였고, 나머지 교사관계, 환경만족, 

학교활동 즐거움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게 보고되었

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그림 1. 참

고)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 중 χ2=445.706(p<.01)이었고, 

RMSEA는 .065로 중간 수준의 적합도(Brown & 

Cudeck, 1993)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타 적합도 지수인 SRMR=.051, TLI 

=.942, CFI=.952으로 비교적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Kline,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적합도

지수는 앞서 제시한 수용기준에 양호하게 부

합하고 있어 본 연구 자료가 모형에 잘 부합

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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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정서

표현성

 1. 긍정정서표현 1

 2. 부정정서표현 -.190** 1

기본

심리욕구

 3. 자율성 .385** -.331** 1

 4. 유능성 .511** -.192** .614** 1

 5. 관계성 .467** -.255** .639** .700** 1

학교

행복감

 6. 친구관계 .344** -.239** .485** .494** .654** 1

 7. 교사관계 .413** -.190** .283** .387** .390** .402** 1

 8. 환경만족 .428** -.242** .454** .599** .550** .569** .606** 1

 9. 자기효능감 .487** -.271** .524** .739** .589** .488** .491** .644** 1

10. 학습활동 즐거움 .460** -.302** .482** .649** .576** .545** .576** .770** .765** 1

평균 86.368 35.448 16.810 14.491 14.823 14.013 15.078 27.930 26.032 27.686 

(평균/문항수) (3.755) (2.085) (4.655) (4.338) (4.615) (4.203) (3.623) (3.705) (3.503) (3.770) 

표준편차 14.371 8.495 5.436 5.648 5.106 3.187 3.901 3.509 3.405 3.403

**p<.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적합도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445.706** 174 .952 .942 .051
.065

(.057～.072)

**p<.01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변인 간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정서

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

감 간의 관계 구조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 간 직접효과 계

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은 기본심리욕

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정서표현이 기본심리욕구에 미

치는 효과 중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이 자율

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01, p<.001). 그러나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현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

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어머

니의 부정 정서표현은 자율성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283, p<.001), 유

능성과 관계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

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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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경로 비표준화(B) 표준오차 표준화() t

자율성
← 긍정 정서표현 .192 .026 .401  7.456***

← 부정 정서표현 -.177 .034 -.283 -5.162***

유능성

← 긍정 정서표현 .139 .023 .290  6.042***

← 부정 정서표현 .045 .029 .072  1.556

← 자율성 .617 .055 .617 11.222***

관계성

← 긍정 정서표현 .099 .019 .256  5.088***

← 부정 정서표현 -.009 .024 -.017  -.358

← 자율성 .494 .049 .612 10.038***

학교행복감

← 긍정 정서표현 .066 .025 .123  2.619**

← 부정 정서표현 -.102 .030 -.145 -3.364***

← 자율성 -.016 .075 -.014  -.216

← 유능성 .576 .097 .512  5.933***

← 관계성 .327 .117 .234  2.804**

*p<.05, **p<.01, ***p<.001

표 4. 직접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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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MC

자율성
긍정 정서표현 .401 .401*** -

.294
부정 정서표현 -.283 -.283*** -

유능성

긍정 정서표현 .538 .290*** .247**

.594부정 정서표현 -.103 .072 -.174

자율성 .617 .617*** -

관계성

긍정 정서표현 .501 .256*** .245**

.596부정 정서표현 -.190 -.017 -.173

자율성 .612 .612*** -

학교행복감

긍정 정서표현 .510 .123*** .387**

.693

부정 정서표현 -.238 -.145*** -.094**

자율성 .445 -.014 .459

유능성 .512 .512*** -

관계성 .234 .234*** -

*p<.05, **p<.01, ***p<.001

표 5. 변인 간 효과 분해표

간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율성은 유능성(= 

.617, p<.001)과 관계성(=.612, p<.001)에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와 학

교행복감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관계성(= 

.234, p<.01) 및 유능성(=.512, p<.001)과는 

달리, 자율성에서 학교행복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간 간접효과 검증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

구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총 효과를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정리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긍정 정서표현이 자

율성을 매개로 하여서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247, 관계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반면 부정 정서표현과 유능성 또는 관계성 사

이에서 자율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긍정

정서표현과 부정 정서표현이 각각 학교행복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87과 -.094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반면 자

율성이 관계성 및 유능성을 통하여 학교행복

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보다 구체적으

로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기본심리욕구 세 하위요인의

단순 매개효과를 Sobel의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정 정서표현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는 어떠한 기본심리욕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긍정 정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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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계수 SE Z

긍정 정서표현

→ 자율성 →

유능성

→
학교

행복감

.068 .016 4.278**

관계성 .031 .012 2.530*

부정 정서표현
유능성 -.063 .017 -3.696**

관계성 -.029 .012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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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이중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군집 n(%)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긍정 z점수(수준) 부정 z점수(수준)

1 70(18.77) -.21(평균) 1.50(매우 높은)

2 125(33.51) -.86(매우 낮은) .03(평균)

3 80(21.45) .97(매우 높은) .10(평균)

4 98(26.27) .46(높은) -1.18(매우 낮은)

표 7. 군집분석 결과

현 → 유능성 → 학교행복감(Z=4.24, p<.01)’

과 ‘긍정 정서표현 → 관계성 → 학교행복감

(Z= 2.4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율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연구 모형 내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개 구인은 서로 위계적인 구성을 통하여 정서

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이중적인 매개

효과(double mediation effect)를 보이고 있다. 이

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앞

서 제시된 단일 매개효과의 경우는 긍정 정서

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유능성과 관계

성만이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이중 매개

효과의 경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1). 즉, 긍정 정서표현과 부정

정서표현이 자율성과 유능성 또는 관계성을

거쳐서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

를 설명하는 양을 나타내는 다중 상관치(SMC)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고). 지

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율성을 약

29.4%,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율성이 유

능성과 관계성을 각각 약 59.4%와 약 59.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내 포

함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 구

인들은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의 전체 분산을

약 69.3% 정도 설명하고 있어서, 이들 변인들

은 학교행복감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차이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몇 개의 하

위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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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집3군집2군집1군집

그림 3.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 유형

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준거

로써, 선행연구(신이나, 손원숙, 2012)의 해석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Z점수 상에서 평균 0

을 기준으로 ±.25까지는 ‘평균’ 수준, ± .25부

터 ±.75까지는 ‘높은 또는 낮은’ 수준, ± .75 

밖 범위는 ‘매우 높은 혹은 매우 낮은’ 수준으

로 해석하였다. 그림 3에서 제시된 프로파일

유형을 참고해 볼 때, 첫 번째 군집은 전체

약 18.77%를 차지하며, 가장 작은 군집 크기

를 보이고 있고, 평균적인 수준의 긍정 정서

표현은 하고 있지만, 부정 정서표현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전체 약 33.51%로 가장 큰 군

집을 이루고 있는 군집2는 긍정 정서표현은

매우 낮게 지각되며, 평균적인 수준의 부정

정서표현을 하는 집단이다. 반면 세 번째 군

집은 전체 21.45%를 차지하며, 긍정 정서표현

을 매우 빈번히 하면서, 평균적인 수준의 부

정정서 표현도 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군집은 4개의 군집 중 2번째로 큰 크

기(약 26.27%)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정서표현

은 높은 수준이면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매

우 낮게 지각한 집단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의 방향성을 고려하자면, 군집1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높고, 군집3은 긍정적인 정

서표현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군집2의 경우는 긍정적인 정서표현도 매

우 낮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표현도 평균

적인 수준에 불과한 경우로써 어머니가 자녀

에게 표현하는 정서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은

군집으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군

집3의 경우는 긍정 및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정

도가 가장 높게 지각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군집 유형에 따른 자

녀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군집 3과 4에서 세 가지 유형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이 군집 1과 2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8. 참고). 반면 군집 3과 4, 군집 1

과 2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

표현이 매우 높거나, 혹은 부정 정서표현이



유신복․손원숙 /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 191 -

군집 유형
F(df) Scheffé 사후검증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자율성
25.13 26.42 29.55 30.54

22.720***(3) 4, 3 > 2, 1
(5.72) (4.86) (5.01) (4.67)

유능성
24.44 23.75 28.31 28.21

20.701***(3) 3, 4 > 1, 2
(5.70) (5.16) (5.20) (5.05)

관계성
26.26 25.46 29.84 29.80

23.772***(3) 3, 4 > 1, 2
(5.12) (4.55) (4.43) (4.77)

학교행복감
69.87 68.53 80.50 83.24

33.564***(3) 4, 3 > 1, 2
(13.94) (12.55) (13.15) (11.37)

***p<.001

표 8.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군집 유형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차이 분석

매우 낮은 군집에 속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

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이 부정 정서표현이 매

우 높거나, 긍정 정서표현이 매우 낮은 군집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

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

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도를 보고 하도록 하였

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부정 또는 긍정으

로 양분하여서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관계성 및 유

능성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학교행복감에 미

치는 개별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기본심리욕

구 간 상호 영향력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군집분석에 의하여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본심리

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향

이 있었고, 학교행복감도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기본심리욕

구 및 학교행복감은 낮은 경향이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이분화된 정

서표현성이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정적 또

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Haskett, Stelter, 

Proffit, & Nice, 2012),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이진호, 양명환, 2012)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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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성은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

복감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어머니의 긍정

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능

감 및 관계성이 향상되어 학교에서 더 행복하

게 느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이 자율성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 부정 정서표현

성이 초등학생의 유능성 및 관계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기

본심리욕구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

를 살펴보면, 유능성과 관계성이 높을수록 학

교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자율

성은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

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친구 및 교사 관계에

서 오는 행복감이 학교행복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소중한 미

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상

호의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더불어서 학교행복감 정의 안

에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경우로도 정의된다(김종

백, 김태은, 2008)는 측면에서 관계성과 유능

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 효과

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율성의 욕

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으로써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

에서 자율성이 학교행복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김은주, 

2007; Deci & Ryan, 2000), 이러한 결과는 또한

일부 국내 연구들과는(김아영, 이명희, 2008; 

한소영, 신희천, 2009) 일관된 양상이다. 하지

만 국외 연구결과(Deci et al., 2006; Ryan, 2005)

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데, 이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는 서구 문화에서 갖는 자율

성의 의미가 우리 문화에서와 다르게 해석되

는 ‘문화적 차이’로써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자율성은

학교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능성과 관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행복

감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면, 긍정 정서표현과 학교행복감의 관계

에서 유능성과 관계성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

하였으나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관계가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소영, 신희천, 

2009)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환경을 중시

하는 풍토에서는 자율성이란 의미가 서구문화

에서 설명되는 의미와는 다른 방임 또는 무관

심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

다(Markus & Kitayama, 1991).

한편 긍정 정서표현이 자율성을 통하여 유

능성 또는 관계성을 매개한 뒤,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학교행복감에는 단순히 자율성만이 영향을 준

다기 보다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나 유

능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김은주(2007)와 이수진(2011)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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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어머니로부터 지각된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관계성 또는 유능성이 높아짐으

로써 학교행복감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

이 파악되었다. 반면 부정 정서표현의 경우에

서는 기본심리욕구 개별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율

성과 유능성’ 또는 ‘자율성과 관계성’ 등을 매

개하여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표현은 학교행

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아동의 내

재화, 외현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Bronstein et al, 1993;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본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요약

하자면, 자녀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행복

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긍정 정서표현이 학교행복

감에 미치는 전체 효과 대비 직, 간접효과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이라는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적인 효

과는 약 76%, 직접효과는 약 24%로써,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학교행복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

적인 정서표현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

인 효과(약 61%)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

효과(약 39%)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잦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유능성과 관계성 등의 수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학교행복감은 낮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

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작거나

유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표

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의 매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특징

적인 결과 중 하나는 어머니의 긍정 또는 부

정적인 정서표현은 모두 기본심리욕구 중 자

율성이라는 욕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만, 이러한 자율성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

러한 자율성은 유능성과 관계성을 매개하여서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유능성

과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선행 연구(김

은주,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Deci 

& Ryan,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가정

에서 어머니로부터 지각된 정서표현성은 기본

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자율성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유능성 및 관계성이 만족되고, 이는 학교행복

감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구조 모형 검증을 통하여 어머

니의 긍정 정서표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비 일관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어

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이 자율성이나 학

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이었으나, 

관계성 및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

가 부정 정서표현을 통한 훈육과 통제를 하는

것이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

(송하나, 최경숙, 2006)와는 일치하나, 부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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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표현의

균형을 강조한 Bradburn(1969)의 연구나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정서표현성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결과로부터 부분적으로 설명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정서표

현에 대한 프로파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매우 높게 지각한 집단(군집 1) 보다는 매우

낮게 지각한 집단(군집 4)에서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평균적인 수

준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낮게 된다면 즉, 어머니로부터 어떤 형

태이든지 정서표현이 작게 지각된 집단(군집

2)의 경우에는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학교행

복감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표

현을 평균적인 수준에서 하더라도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높게 된다면 즉, 어머니가

많은 정서표현을 하는 집단(군집 3)의 경우는

매우 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서 어머

니의 부정 정서표현이 단순히 부정적인 효과

만을 갖기 보다는 빈번한 긍정적인 정서표현

과 함께 어머니의 적절한 수준의 부정적인 정

서표현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

(이진희 외, 2012; 유은희, 임미옥, 2006; 

Denham, 2006)를 살펴볼 때, 부모들이 자녀에

게 긍정 또는 부정 등 다양한 정서표현을 제

공함으로써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및 원인

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유아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및 표현 뿐 아니라

학습 및 언어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보여주는

정서표현은 그 표현의 방향뿐 아니라 빈도, 

그리고 해당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 정서표현

을 하였느냐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특

성으로써, 추후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보

다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정도를 측정하

는 척도 이외에 정서표현의 적절성 및 아버지

를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이 보여주는 다각

적인 정서표현성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초등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정서표

현성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하

위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특성을 탐색하

기 위한 군집분석이나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s)과 같은 개인-중심적(person-centered) 연

구 설계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을 이해하

기 위하여 어머니 및 본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학교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나 학교 변인 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추후 연구 방향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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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between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chool happiness. 

Also we identified the sub-groups by a cluster analysis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n 

explored their differences i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73 students sampled from eigh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We hypothesized a 

structural model in that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influenc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utonomy, and autonom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competence, or relatedness and in turn, thes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fluence their school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chool happiness in either direct or 

indirect ways, while maternal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on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chool 

happiness in terms of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from a cluster 

analysis suggested that maternal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can also play a positive role for the child’s 

psychological needs and happiness. The results revealed that maternal expressiveness can contribute to their 

child’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Finally, it was discussed that future work with the 

person-oriented perspective is needed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arent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ts effects on other psychological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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