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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loy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LGM)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o identify predictors that might have
an effect on change and the level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Furthermore,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also analyzed factors which caused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by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wave
1-4(2004~2008) of elementary school fourth grade panel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e predictors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gender, self-control, parental conflict, deviant peers, and attachment to
teachers. The predictors for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gender, self-esteem, self-control, and deviant peer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주제어(Key Words) :내면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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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6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신보건센터

31개소에서94개초등학교학생7,700명을대상으로정신건

강선별검사를실시한결과우리나라초등학생 4명중 1명이

정서및행동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

한조사에서도약 20%의미국아동들이정신건강문제를갖

고있으며, 우울, 불안및다른심각한문제행동들로인해소

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2009).

뿐만아니라멜번로얄아동병원의커뮤니티아동보건센터가

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 50만명으로추정되는호주어린이

들가운데 25%가정신질환을보유하고있으며그들중 14%

만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호주동아일보,

2006). 이처럼아동들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많

은정서및행동문제를가지고있으며, 아동의정신건강문제

는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2008년에발표된대검찰청의범죄분석자료에따르

면, 청소년은물론초등학생이폭력에연루되는사건과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내용도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의 문

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의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

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견하

는데시간이걸리거나문제의정도가심각해질때까지방치

되는경우가많고, 다소소홀이여겨지는경향이있다.

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와 Angold(2003)

에 의하면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23~61%정도의 아동들은 아동기 이

후에도 이전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 더 위험한 문제행

동으로발전되기도한다. 또한아동기에비교적높은수준의

문제행동을보 던아동들을 14년후추적한연구에서문제

행동을보 던아동들은그렇지않았던아동들에비해4.6배

의정신병리증상을나타냈다는보고가있다(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 2000). Koot, Van Den Oord,

Verhulst와Boomsma(1997)도종단연구를통해아동기때문

제행동을보인 50% 이상의아동들이청소년기나초기성인

기에 정신병리 증상이나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고하면서, 문

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질 경우

에는외현적으로나타나는문제행동을표면적으로수정하기

는 용이할 수 있으나, 이미 내재되어 견고해지고 습관화된

아동기의문제행동개입에는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

며 그 효과 역시 미미하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 접근의

중요성을강조하 다.

이처럼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신정이, 황혜원, 2006; 이경님, 2001;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그러므로청

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심각한 장애로 진전되기 이전인

아동기의문제행동에대한올바른이해와초기접근을위한

노력은매우중요한일이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초기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우리나라에서도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치료를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지원하기위해 2009년부터아동·청소년정신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의 협조체계를

통해선별검사, 사례관리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을조기에발견하여상담·검사·치

료등전문적인개입을통해건강하고행복한성장이이루어

지도록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

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Alberto와Troutman(2006)에의하면아동의문제

행동을중재하고자할때, 문제행동자체에만초점을두고중

재를하게되면중재를했을때는쉽게사라지지만중재를중

단하면다시나타나다른문제행동으로대치되는현상을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아동의문제행동에 향을줄수있는요

인을분석하고, 그요인에대한중재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요인들로 개인요

인, 가족요인, 또래및학교요인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

로 밝혀졌다. 개인요인 중 아동기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보이고있다(고정자, 2003; 이경님, 2002;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Kerr & Stattin, 2000,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남아들은여아들에비해비행,

공격성, 일탈또래들과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을더많이보이는반면, 여아들은우울, 불안과같은내면화

문제행동을더많이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인요인

중자아존중감은아동의우울, 비행, 폭력등다양한심리·

사회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심희옥, 1997; 이경민, 2005; 이근욱, 2005;

Robinson & Frank, 1994; Siyez, 2008), 자기통제력또한아

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손

미 , 2009; Pratt & Cullen, 2000). 아동기의스트레스는아

동의우울성향(김유진, 2009; 신은 , 김경연, 1996; Daniels

& Moos, 1990)이나행동문제(한미현, 1993;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무력감, 정서불안과같은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3

- 27 -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송정아, 이양희, 2004)과 직·간접

적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는 특히 애착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바람직한부모양육태도(Brody, Dorsey, Forehand, &

Armistead, 2002;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와부부갈등(김선미, 1995; 김 희,

이정미, 2002; 김준호, 김순형, 1995; 류경희, 2003, 이상정,

2009; Siegel & Senna, 1994), 부모의학대(김준호, 김선애,

1997; Hawkins, et al., 2000; Jonson-Reid & Barth,

2000; Widom, 2000)가아동기문제행동을예측하는요인으

로밝혀지고있다. 또래및학교요인으로는일탈친구와의교

제(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Espelage,

Holt, & Henkel, 2003;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Kiesner, Poulin, & Nicotra, 2003;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미친다고보고되고있다. 또한또래애착(Beam, Gil-

Rivas, Greeberger, & Chen, 2002)과 교사애착(문은식,

2002; Ryan, Stiller, & Lynch, 1994)이아동의문제행동에

향을미치는예측요인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

동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동의문제행동은어느한가지요인만으로발생되는

것이아니라아동과아동이상호작용하는다양한체계가균

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최정연,

2006). Bronfenbrenner(1979)의생태체계적이론은인간이

체계로서가지는특성은물론인간을둘러싼다양한환경과

의상호작용을통해인간과환경이서로에게 향을주고받

으며서로를변화시키는과정에초점을두어인간과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의개인적측면뿐만아

니라이들을둘러싸고있는가족, 또래, 학교등다양한환경

체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체

계적관점에서아동의문제행동을이해하고자한다.

또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

된 개인 및 가족과 학교 특성들은 단독적으로 어느 한 시기

에만 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시간의흐름에따라상호작

용하면서그 향력의크기와내용을달리한다(Brody, Kim,

Murry, & Brown, 2004; Van den Oord & Rowe, 1997). 그

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 예측요인들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연구할 때 그 시기를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키는 것은 문제

행동에대한올바른이해를하는데있어매우제한적인방법

밖에될수없다. 따라서문제행동에대한올바른이해와개

입전략을제시하기위해서는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요

인들을종단적인흐름속에서살펴보아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

로이루어졌고(고정자, 2005; 김 희, 이정미, 2002; 박진경,

도현심, 2001; 이경진, 조성호, 2004; 이상정, 2009; 정미경,

김 희, 2003), 이를통해서는시간의경과에따른개인, 가

족, 또래 및 학교요인의 역할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향을미치고어떠한변화양상을보이는지에대해서는파

악할수없다. Jones와Forehand(2003)는아동의문제행동

은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많은 유용한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지속되지 않는다

면, 아동들이 특정시점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시간의 경과

에따라점차사라지는것을의미하므로문제행동에대한개

입의필요성은정당성을확보하기힘들것이다. 반면에아동

기의 문제행동이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도지속된다면, 아동들에게최적의적응을위한기회를제공

하기위해문제행동에대한다양한예방및개입전략이강구

되어야만할것이다.

따라서시간의경과에따른아동의문제행동변화와이러

한변화가개인간에차이를보이는지확인해보고, 시간의경

과에따른문제행동의발달궤적을예측할수있는주요한요

인들이무엇인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종단자료를통해아

동의문제행동초기수준과변화율에차이를가져오는예측요

인들을확인할수있다면이들요인의변화를표적으로하는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있기때문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0).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추적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의선행연구결과들을토대로우리나라아동들의경우에

는내면화및외현화문제행동이시간의흐름에따라어떤변

화양상을보이는지그리고그런변화양상에는개인차가있는

지를살펴보고, 만약개인차가나타난다면무엇이그러한개

인차를형성시키는것인지에대해파악해볼필요가있다. 잠

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은시간의변화에

따른 개인의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개인의 발달궤적에 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검증하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Duncan et al., 1999). 하지만잠재성장모형은관찰변수중심

적(variable-centered) 접근으로모든아동에게적용되는평

균 발달궤적이나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내에서다양한질적차이를밝히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아동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발달궤적이나 대상별로 상이한 관계

를 밝히는데 용이한(정익중, 2007; 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

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분석을통해아동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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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유형의차이에 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개념적으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횡단적 자료를 이용

한군집분석처럼한시기에비슷한특질을가진사람들을묶

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비슷한발달경로를따르는사람

들을 묶어내는 분석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모수적 집

단중심모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을 살

펴본연구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러시기를반복적으로측정한종

단자료를이용하여아동의내면화및외현화문제행동의초

기치와변화율을분석할수있고그러한변화의개인차를밝

힐수있는잠재성장모형을사용하여아동의내면화및외현

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발달궤적의 변화와 수준에 향

을미치는예측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준모수적집단

중심모형을 통해 이러한 발달궤적이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향을 미

치는요인을분석할것이다. 이와같은방법은특정시점에서

아동의내면화및외현화문제행동에 향을미치는요인을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아동의 문제행동의 장

기적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게할뿐만아니라아동의문제행동의초기상태와발

달과정에있어개인, 가족, 또래및학교요인의인과적 향

을이해하게한다. 또한이러한결과는궁극적으로역동적인

아동의 문제행동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에

따라어떤변화양상을보이는가?

〈연구문제2〉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에 향을미치는예측요인은무엇인가?

〈연구문제3〉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은어떻게유형화될수있는가?

〈연구문제4〉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전국의초등학교 4학

년학생들 2,844명과그부모를대상으로 2004년에조사를

시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4개년 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대상 모집단은

2004년4월 1일기준전국(제주도제외)의초등학교4학년들

이며, 표집틀로는2004년4월 1일기준‘2004년교육통계연

보’가이용되었다. 조사시작시점에서는연구대상자가초등

학교4학년학생이었으나4차년도조사시점에서는연구대상

자의대부분이중학교 1학년학생이었다. 1차년도총연구대

상자는 2,844명이었으나, 2차년도연구대상자는 2,707명으

로 95.2%의응답률을보 고, 3차년도연구대상자는 2,672

명으로94.0%를보 으며, 4차년도에는2,511명이응답하여

88.3%의응답률을보 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문제행동: 종속변인

(1) 내면화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불안·우울·자살충동’문항등총6문항을사용하 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2) 외현화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일탈행동’16문항과‘공격성’6문항등총22문항을사용하

여측정하 다. 본연구에서는22문항의총점을사용하여측

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의미한다.

2) 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예측요인: 독립변인

(1) 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개인요인

①성별

아동의 성별은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

다.

②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설문지에서‘자아존

중감’을측정한 6문항을사용하 다. 이는 5점 Likert 척도

이며본연구에서는문항들의총점을사용하 고, 점수가높

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은것을의미한다.

③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

항의‘자기통제력’문항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5점

4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5호, 2010



Likert 척도이며본연구에서는역점수로전환한후문항들

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

을의미한다.

④스트레스

스트레스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설문지에서총 16문항

의‘스트레스’문항을사용하 다. 이척도는 5점 Likert 척

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스트레스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2) 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가족요인

①빈곤여부

빈곤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

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미만이면 빈곤한

것으로조작화하 다.

②가족형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부모에대한전화면접조사를통해

수집된가족의구조적형태를측정하는문항을사용하 다.

③부모갈등

부모갈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

을사용하여측정하 다. 이척도는 5점Likert 척도이며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갈등의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④부모의학대

부모의학대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설문지에서부모가

자녀에게사용하는난폭한언행을측정한 2문항을사용하

다. 이척도는 5점Likert 척도이며점수가높을수록학대에

근접한것을의미한다.

⑤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부모애

착’6문항을사용하 다. 이는 5점Likert 척도이며본연구

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와의애착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⑥부모감독

부모감독은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설문지에서총4문항의

부모의 행동적 감독을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 다. 이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높을수록부모감독의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3) 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또래및학교요인

①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에서 개방형으로 기입된‘친한 친구의 일탈경험’16문항을

사용하 다. 본연구에서는 16가지일탈행동을한친구의수

를합하여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를측정하 고, 점수가높

을수록일탈행동을하는친구의수가많은것을의미한다.

②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친한 친

구애착’4문항을사용하 다. 이척도는5점Likert 척도이

며본연구에서는문항들의총점을사용하 고, 점수가높을

수록또래와의애착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③교사애착

교사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선생님

애착’3문항을사용하 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 고, 점수가 높을수

록교사와의애착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관계등을분석하 고, 각하위변인에따른측

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MOS 7.0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모형틀 내에서 만들어진

잠재성장모형을이용하여아동의문제행동발달궤적과이러

한 발달궤적에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 다. 또한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중 하나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사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

한후상이한발달궤적의차이를가져오는예측요인이무엇

인지살펴보기위해다항로짓분석을사용하 다.

Ⅲ. 결과및해석

1. 아동의 문제행동과 예측요인들의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요인들의 기술통계

치를요약한것이다. 연속변수는평균(M)과표준편차(SD)로

표시하 고, 성별, 빈곤여부, 결손가족여부등의명목변수는

사례수(N)과비율(%)로표시하 다.

2.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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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과예측요인

(1) 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

4년 동안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

는지를분석하기위해 3가지유형의잠재성장모형을설정

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분석하 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

동의 3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잠재성장모형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3가지모형중선형변

화모형(모형2)이 χ2값이가장낮고다른적합도도매우높게

나타나본연구에서는선형변화모형(모형2)을내면화문제행

동의발달궤적모형으로결정하 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

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인으로 하여 관측변인인 2004년∼

2007년까지의내면화문제행동으로가는경로를각각설정

하 다. 초기치와 기울기의 평균과 변량에 대한 추정치는

<표3>과같다. 초기치의평균은12.527, 변량은10.570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아동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간의변화율의평균은.368로나타나초등학교4학

년에서중학교 1학년에이르는4년동안아동들의내면화문

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변

량도.912로유의미하게나타나내면화문제행동의변화율이

아동들사이에서개인적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또한초

기치와 변화율은 -.423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1차년도

의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수준(초기치)이높을수록아동

의내면화문제행동의증가가느리게진행됨을알수있다.

(2) 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에대한예측요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초기치와변화율에 향을미치

는요인을투입한결과는<표4>에제시되어있다.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측요인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

치변량의 59.5%를,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변화율변량의

16.9%를설명하고있어비교적설명력이높다고할수있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스트

레스, 부모갈등의세개의요인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2.614의부적상관을보이고있어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 1

차년도에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M SD M SD M SD M SD
N % N % N % N %

종속 아동의 내면화 2.109 .824 2.123 .850 2.209 .831 2.590 .763
변수 문제행동 외현화 1.435 .236 1.450 .242 1.474 .238 1.504 .240

성별(남 = 1) 1,524 53.6 1,450 53.6 1,518 53.5 1,329 52.9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3.491 .675 3.470 .682 3.417 .671 3.442 .663
자기통제력 3.776 .687 3.640 .695 3.572 .711 3.551 .732
스트레스 1.896 .704 1.982 .735 2.180 .731 2.397 .712

빈곤 110 4.0 89 3.4 73 2.8 38 1.6
가족형태 114 4.0 116 4.7 106 4.0 119 4.8독립

가족요인
부모갈등 1.566 .784 1.595 .838 1.609 .828 1.694 .905변수
부모학대 1.564 .814 1.520 .830 1.513 .822 1.580 .893
부모애착 3.733 .730 3.685 .757 3.672 .774 3.553 .786
부모감독 3.424 .958 3.539 .938 3.595 .877 3.517 .879

또래및
일탈친구 .357 .608 .535 1.243 .494 .796 .617 1.068

학교요인
또래애착 4.216 .640 4.248 .673 4.163 .685 4.163 .694
교사애착 2.738 .897 2.698 .906 2.676 .856 2.648 .872

<표 1> 아동의 문제행동과 예측요인들의 기술통계

모형 χ2(df) p값 TLI CF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185.066(8) .000 .844 .875 .088

모형2: 선형변화모형 38.860(5) .000 .955 .978 .047

모형3: 이차곡선변화모형 26.818(3) .000 .933 .983 .053

<표 2>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12.527(.086)*** 10.570(.688)***
변화율(Slope) .368(.038)*** .912(.148)***

초기치 - 변화율의상관계수 -.423***

(   ) 안은표준오차, ***p < .001

<표 3>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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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스트레스(2.789), 부모갈등(.680)은아동의내면화문제

행동의 초기치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

을수록, 부모갈등이높을수록 1차년도에내면화문제행동의

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

애착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내면화 문제행동

의증가속도가더느린것으로나타났다. 자기통제력(-.739)

과 부모갈등(-.268)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갈등

이높을수록내면화문제행동은증가속도가더느린것으로

나타났다. 일탈친구와교제정도(.132)와교사애착(.138)은아

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변화율과정적인관계를보이고있

어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아동인 경우, 교사와의 애

착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과예측요인

(1) 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 3가지유형의잠재성장모형적

합도는 <표 5>와같다. 잠재성장모형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세개의모형중선형변화모형(모형2)이 χ2값이가장낮고다

른 적합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

(모형2)을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모형으로결정하 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치와 기울기의 평균과 변량

에대한추정치는<표6>에나타나있다. <표 6>에나타난바

와같이초기치의평균은31.496, 변량은13.918로모두유의

미한것으로나타나외현화문제행동의초기치가아동들간

에상당한개인적차이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4년간

의변화율의평균은.510로나타나초등학교4학년에서중학

교 1학년에이르는4년동안아동들의외현화문제행동이증

가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변화율의변량도 1.34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아동들 사

이에서개인적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또한초기치와변

화율은 -.447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1차년도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의증가가느리게진행됨을알수있다.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7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31.496(.092)*** 13.918(.757)***

변화율(Slope) .510(.040)*** 1.345(.158)***

초기치 - 변화율의상관계수 -.447***

(   ) 안은표준오차, ***p < .001

<표 6>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내면화문제행동 내면화문제행동

초4(2004) 예측요인 초기치 변화율

R2 .595 .169

성별 .151 -.369***
개개인인 자아존중감 -2.614*** .110
요요인인 자기통제력 .299 -.739***

스트레스 2.789*** -.018

빈곤여부 .662 -.173
가족형태 .377 -.150

가가족족 부모갈등 .680*** -.268**
요요인인 부모의학대 .035 .067

부모애착 .221 -.020
부모감독 .056 .021

또또래래 일탈친구교제정도 -.152 .132*
및및 또래애착 .041 -.086

학학교교요요인인 교사애착 .139  .138*

χ2 = 99.746(df = 31), p < .001, TLI = .968, CFI = .994, RMSEA =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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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모형 χ2(df) p값 TLI CF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302.295(8) .000 .806 .844 .114

모형2: 선형변화모형 34.189(5) .000 .969 .985 .045

모형3: 이차곡선변화모형 40.905(3) .000 .933 .980 .067

<표 5>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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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에대한예측요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향을 미

치는요인을투입한결과는 <표 7>에제시되어있다. <표 7>

에서나타난바와같이예측요인은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

초기치변량의42.8%를,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변화율변

량의 32.5%를설명하고있어비교적설명력이높다고할수

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외현화문

제행동의초기치에성차가있는것으로나타나남아가여아

보다1차년도에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자아존중감(-1.559), 자기통제력(-.889), 교사애착(-

.367)은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초기치와부적인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

록, 교사애착이높을수록1차년도에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2.710), 부모갈등

(.550), 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764)는 아동의외현화문제

행동의초기치와정적인관계를보이고있어스트레스가많

을수록, 부모갈등이높을수록, 일탈경험이있는친구가많을

수록1차년도에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

제정도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

의증가속도가느린것으로나타났다. 자아존중감(.322), 일

탈친구와 교제정도(.319)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율과정적인관계를보이고있어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 일

탈경험이있는친구가많은아동인경우외현화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

1.285), 스트레스(-.292)는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변화율

과부적인관계를보이고있어자기통제력이높을수록, 스트

레스가많을수록외현화문제행동의증가속도가더느린것

으로나타났다.

3.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과 예측요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중심으로

1)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과예측요인

(1)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발달궤적의다양한유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적절한 잠재집

단을결정하기위해잠재집단의수를증가시키면서그에따

른AIC, BIC를비교하 다. 각잠재집단별로최적의변화함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5호, 2010

외현화문제행동 외현화문제행동
초4(2004) 예측요인 초기치 변화율

R2 .428 .325

성별 1.442*** -.641***
개인 자아존중감 -1.559*** .322***
요인 자기통제력 -.889*** -1.285***

스트레스 2.710*** -.292***

빈곤여부 .536 -.150
가족형태 -.217 .028

가족 부모갈등 .550** -.113
요인 부모의학대 .071 -.034

부모애착 .512 -.110
부모감독 -.128 .114

또래 일탈친구교제정도 .764*** .319***
및 또래애착 .222 .047

학교요인 교사애착 -.041* -.113

χ2 = 114.742(df = 31), p < .001, TLI = .962, CFI = .992, RMSEA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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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그림 1> 내면화 문제행동의 잠재계층 수(1∼4개)에 따른 AIC,
BIC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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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찾기위해2차함수(quadratic) 모형을검증하여2차함

수까지 유의한 경우에는 2차 함수 모형을 바탕으로 AIC,

BIC를산출하 고, 1차함수(linear)만 유의한경우에는 1차

함수모형을바탕으로 AIC, BIC를산출하 으며, 1, 2차 함

수모두유의하지않은경우에는절편(intercept) 모형을바

탕으로AIC, BIC를산출하 다. 그결과 <그림 1>과같이잠

재집단의수가3개일때까지는AIC, BIC가증가하여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졌지만, 잠재집단 수가 4개일 때 AIC, BIC가

약간 감소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졌으므로 잠재집단의

수가3개인모형을최종모형으로선택하 다.

도출된 각 잠재집단의 변화형태는 <그림 2>와 같다. 3개

의잠재집단은각각반복측정기간동안초기에는내면화문

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지만 3차 년도부터 내면화 문제

행동이급격히증가한저·급증집단(집단1, 31.7%), 초기에

는내면화문제행동의수준이보통으로나타났지만 3차년도

를기점으로증가한중·증가집단(집단2, 50.2%), 4년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고·유지

집단(집단3, 18.1%)으로구분할수있다.

(2)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유형에대한예측

요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최종모형으로선택된3개의잠

재집단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각 변수의 잠재집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 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으로설정하여

나머지집단을비교하는방식으로개인요인중성별, 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가족요인중빈곤여부, 가족형

태, 부모갈등, 부모의학대,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및학

교요인중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 또래애착, 교사애착이잠

재집단의 예측요인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는<표8>, <표 9>, <표 10>과같다.

먼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저·급증집단

(집단 1)과중·증가집단(집단 2)을구분짓는유의미한요인

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교사애착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중·증가집단(집단 2)보다

저·급증집단(집단 1)에 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저·급증

집단(집단 1)에 비해 중·증가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것을의미한다.

둘째, 저·급증집단(집단 1)과고·유지집단(집단 3)을구

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

스, 부모갈등,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고·유지집단(집단 3)보

다저·급증집단(집단 1)에 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하

며, 스트레스가많을수록, 부모갈등이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저·급증집단(집단 1)보다 고·유지집단(집단3)에

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하는것이다.

셋째, 중·증가집단(집단 2)과고·유지집단(집단 3)을구

분짓는유의미한요인은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감독으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9

<그림 2>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형태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272 0.318 -0.855

개인요인
자아존중 -3.275 0.463 -7.076***
자기통제 -1.640 0.453 -3.622***
스트레스 4.237 0.529 8.016***

저·급증 중·증가
빈곤여부 1.034 0.837 1.235

집단 집단
가족형태 0.396 0.624 0.635

(집단 1) (집단 2) 가족요인
부모갈등 0.869 0.366 2.373*
부모학대 0.535 0.446 1.201
부모애착 0.466 0.330 1.412
부모감독 -0.335 0.247 -1.356

일탈친구 0.183 0.270 0.678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459 0.257 1.790

교사애착 -0.749 0.33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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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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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유지집단(집

단3)보다중·증가집단(집단2)에속할가능성이높고, 스트

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증가집

단(집단 2)보다고·유지집단(집단 3)에 속할가능성이높은

것을의미한다.

2)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과

예측요인

(1)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발달궤적의다양한유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

에있어서적절한잠재집단을결정하기위해AIC, BIC를산

출하 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잠재집단의수가 4개일

때까지는 AIC, BIC가 증가하여모형의적합도가높아잠재

집단수가 5개일때AIC, BIC가약간감소하여모형의적합

도가낮아졌으므로잠재집단의수가 4개인모형을최종모형

으로선택하 다.

도출된 각 잠재집단의 변화형태는 <그림 4>와 같다. 4개

의 잠재집단은 각각 반복측정기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가장낮은저·유지집단(집단1, 37.0%), 초기에는집

단 1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약간 높은 집단으로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지속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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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578 0.380 -1.519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6.581 0.610 -10.785***
자기통제력 -2.219 0.511 -4.343***
스트레스 7.541 0.654 11.536***

빈곤여부 1.016 0.972 1.046
저·급증 고·유지 가족형태 0.887 0.825 1.076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1.229 0.426 2.884**

(집단 1) (집단 3) 부모학대 0.728 0.491 1.482
부모애착 0.676 0.399 1.695
부모감독 0.228 0.315 0.722

일탈친구 0.471 0.303 1.557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827 0.325 2.540*

교사애착 -0.579 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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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305 0.242 -1.260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3.305 0.396 -8.342***
자기통제력 -0.579 0.346 -1.675
스트레스 3.304 0.349 9.471***

중·증가 고·유지 빈곤여부 -0.017 0.530 -0.033
가족형태 0.490 0.567 0.864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360 0.231 1.558
부모학대 0.192 0.221 0.870

(집단 2) (집단 3) 부모애착 0.210 0.249 0.842
부모감독 0.563 0.208 2.710**

일탈친구 0.288 0.152 1.895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367 0.220 1.672

교사애착 0.169 0.243 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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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3)

<그림 3>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계층 수(1∼5개)에 따른 AIC,
BIC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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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폭으로증가한저·급증집단(집단2, 10.0%,), 반복측정기

간중일관성있게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이보통을유지하

는중·유지집단(집단3, 44.9%), 반복측정기간동안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4차년도까지 초기수준으로 유지되는 고·유지집단

(집단4, 8.1%)으로구분할수있다.

(2)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유형에대한예측

요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

의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4개의 잠재집단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잠재집단의 예측요인으로 유의한지 검증하 다.

그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 <표 14>, <표 15>, <표

16>과같다.

먼저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저·유지집단(집단 1)

과저·급증집단(집단2)을구분짓는유의미한요인은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나타났다. 이는남아의경우, 자아존중감이높

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저·

급증집단(집단2)보다저·유지집단(집단1)에속할가능성이

높은것을의미한다. 또한스트레스가많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유지집단(집단 1)보다 저·

급증집단(집단2)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둘째, 저·유지집단(집단 1)과 중·유지집단(집단 3)을 구

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

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중·유지집단(집단3)보다저·유지집단(집단 1)에속할가능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

록, 부모갈등이높을수록, 부모애착이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친구의수가많을수록저·유지집단(집단1)보다중·유

지집단(집단3)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하는것이다.

셋째, 저·유지집단(집단 1)과고·유지집단(집단 4)을구

분짓는유의미한요인은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

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

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

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고·유지집단(집단 4)보다는

저·유지집단(집단 1)에 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또한남아의경우, 스트레스가많을수록, 부모갈등이높을수

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

을수록 저·유지집단(집단 1)보다 고·유지집단(집단 4)에

속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넷째, 저·급증집단(집단 2)과중·유지집단(집단 3)을구

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로나타났다. 이는남아의경우, 자기통제력이높을

수록 중·유지집단(집단 2)보다 중·유지집단(집단 3)에 속

할가능성이높으며, 일탈경험이있는친구의수가많을수록

중·유지집단(집단 3)보다 저·급증집단(집단 2)에 속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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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형태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961 0.349 -2.753**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1.263 0.410 -3.077**
자기통제력 -5.196 0.517 -10.055***
스트레스 2.408 0.411 5.864***

빈곤여부 -0.639 0.879 -0.727
저·유지 저·급증 가족형태 -1.272 0.806 -1.578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523 0.346 1.510

(집단 1) (집단 2) 부모학대 -0.368 0.380 -0.968
부모애착 0.406 0.362 1.122
부모감독 0.221 0.320 0.691

일탈친구 2.634 0.364 7.236***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808 0.271 -2.980**

교사애착 0.126 0.344 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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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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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다섯째, 저·급증집단(집단 2)과 고·유지집단(집단 4)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유지집단(집단

4)보다저·급증집단(집단 2)에속할가능성이높고,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저·급증집단(집단 2)보다 고·

유지집단(집단4)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유지집단(집단 3)과 고·유지집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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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662 0.187 3.544***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1.504 0.225 -6.686***
자기통제력 -1.909 0.290 -6.578***
스트레스 2.490 0.228 10.922***

빈곤여부 -0.117 0.429 -0.272
저·유지 중·유지 가족형태 -0.237 0.446 -0.532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508 0.210 2.420*

(집단 1) (집단 3) 부모학대 0.039 0.217 0.178
부모애착 0.461 0.206 2.243*
부모감독 -0.066 0.157 -0.420

일탈친구 1.685 0.302 5.580***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375 0.160 -2.346*

교사애착 -0.123 0.19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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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741 0.313 2.366*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2.489 0.363 -6.851***
자기통제력 -5.728 0.482 -11.878***
스트레스 4.044 0.348 11.635***

빈곤여부 0.050 0.665 0.075

저·유지 고·유지
가족형태 -1.128 0.657 -1.716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865 0.296 2.918**

(집단 1) (집단 4)
부모학대 0.071 0.289 0.244
부모애착 0.845 0.319 2.645**
부모감독 -0.162 0.240 -0.675

또래및학교요인 일탈친구 2.996 0.347 8.625***
또래애착 -1.125 0.272 -4.133***
교사애착 0.205 0.3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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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4)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1.623 0.343 4.738***

개인요인
자아존중 -0.241 0.398 -0.607
자기통제 3.287 0.485 6.772***
스트레스 0.082 0.390 0.209

빈곤여부 0.522 0.874 0.597
가족형태 1.034 0.878 1.178저·급증 중·유지

가족요인
부모갈등 -0.015 0.315 -0.048증가집단 집단
부모학대 0.406 0.363 1.118(집단 2) (집단 3)
부모애착 0.055 0.351 0.157
부모감독 -0.287 0.311 -0.924

일탈친구 -0.949 0.236 -4.015***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433 0.266 1.628

교사애착 -0.249 0.329 -0.758

***p < .001

<표 14>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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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롤 구분하는 통계적으로 유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나

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

착이 높을수록 고·유지집단(집단 4)보다 중·유지집단(집

단3)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또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중·유지집단

(집단3)보다고·유지집단(집단4)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

을의미하는것이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의목적은잠재성장모형분석을통해아동의내면

화및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을확인하고이러한발달

궤적의 변화와 수준에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를살펴보는것이다. 또한본연구는준모수적집단중심모형

분석을통해아동의내면화및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

이어떤방식으로유형화될수있는지와발달궤적유형의차

이에 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아아동의문제행동의장

기적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게할뿐만아니라아동의문제행동의초기상태와발

달과정에있어개인, 가족, 또래및학교요인의인과적 향

을이해하여아동의문제행동예방및개입프로그램을개발

하고실행하는데에도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

다. 본연구의결과에기초하여연구문제별로요약하고논의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과외현화문제행동이시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아동

들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발달궤적은아동들간에상당한개

인적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동과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대한 선행연구들(이주리, 2008;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1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1.701 0.362 4.705***

개인요인
자아존중 -1.226 0.412 -2.978**
자기통제 -0.532 0.428 -1.242
스트레스 1.636 0.373 4.391***

빈곤여부 0.688 0.845 0.815
저·급증 고·유지 가족형태 0.144 0.803 0.179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342 0.305 1.121

(집단 2) (집안 4) 부모학대 0.438 0.330 1.327
부모애착 0.439 0.352 1.247
부모감독 -0.383 0.296 -1.292

일탈친구 0.363 0.200 1.809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317 0.278 -1.143

교사애착 0.079 0.36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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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4)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성별 0.078 0.282 0.278

개인요인
자아존중 -0.985 0.315 -3.127**
자기통제 -3.818 0.427 -8.933***
스트레스 1.554 0.285 5.459***

빈곤여부 0.166 0.576 0.289
중·유지 고·유지 가족형태 -0.890 0.603 -1.476
집단 집단

가족요인
부모갈등 0.357 0.238 1.504
부모학대 0.032 0.228 0.140

(집단 3) (집안 4) 부모애착 0.384 0.274 1.398
부모감독 -0.096 0.202 -0.474

일탈친구 1.312 0.199 6.604***
또래및학교요인 또래애착 -0.751 0.245 -3.059**

교사애착 0.328 0.27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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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3 vs 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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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Garber, Keiley, &

Martin, 2002)과 마찬가지로시간의경과에따라아동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모든 아동들이 문제행동의 동일한 발

달궤적을따르는것은아니며각아동들이경험하는환경과

개인적인특성에따라문제행동의발달이달라질수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에있어서다양한발달궤적을가지는아동들의개인차에초

점을둔개별접근이필요하며, 시간의경과에따라증가하는

아동들의문제행동을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들의문제행동

에대한조기개입이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와변화율의상관은부적관계로나타나 1차년도의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

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일때문제

행동의수준이낮았던아동들의경우초기에문제행동에대

한개입을하지않으면문제행동이빠른속도로증가할수도

있음을밝혀낸것으로초기에문제행동을보이지않는아동

들의 경우에도 초기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에 향을미치

는 요인을 예측해 본 결과,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의 3가지 요인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보다 내면화 문제행

동을더많이보인다는Bolme-lake와Tawnyea(2007)과이

경민(2005)의 연구결과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

다는Self-Brown 등(2004)과송정아와이양희(2004)의연구

결과,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보인다는Kimberly(2008)의연구결과를지지하는것으

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 요인은 횡단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본연구에서도다른개인, 가족, 또래및학교요

인들보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도, 유발시킬

수도있는요인으로밝혀졌다. 따라서아동의내면화문제행

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발생되기 이전

발달 초기에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며, 아동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스

트레스에효과적인대처방안을갖도록하는등의개입이필

요하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 등의 부부관

계개선에초점을둔아동의부모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또한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변화율과관련이있는요

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으로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기통제력은 내면화 문

제행동의수준을낮춘다는Lengua(2003)의연구결과, 일탈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

하는것으로나타난Galambos 외(2003)의연구결과를지지

하는것으로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생이전의개입에

는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의요인들이중요한역할

을하지만내면화문제행동의발생이후의개입에있어서는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교제, 교사애착이중요

한요인이며, 성차에따라차별화된접근이필요함을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후 더 이상의 증

가를방지하고내면화문제행동의수준을낮추기위한방안

으로는아동들이자신의행동을주어진상황에맞게잘조절

할수있도록돕는자기통제력향상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

하고,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

속도를 빠르게 하므로 일탈친구와의 교제에 대한 부모와 교

사등의관심과감독·관리가절실히필요하다. 한편부모갈

등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 모두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갈등의 향이 더 중요함을 밝혀내었다. 따

라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예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발생 이후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

동의부모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특히부모갈등에노출된

아동들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생을감소시키기위한전략으

로부모갈등의 향력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제공하는등의개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셋째,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발달궤적에 향을미치는

요인을예측해본결과,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

착,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의 8가지 요인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보다 남아가 1차년도에 외현

화문제행동의수준이높았다. 이는문제행동에있어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고정자, 2003; 이경님,

2002;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Kerr & Stattin,

2000, Simons, Paternite, & Shore, 2001)을지지하는것으

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공격성, 일탈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더많이보일수있으므로아동의외현화문제행

동의접근에있어서성에따른차별적인접근이필요함을시

사해주고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스트레스가많은아동이그렇지않은아동보다외현화

14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5호, 2010



- 39 -

문제행동을더많이보인다는Self-Brown 외(2004)의연구

결과와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

을보고한Ha 외(2009)의연구결과를지지하는것으로스트

레스와부모갈등은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뿐만아니라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

이므로내면화문제행동에서의개입에서와마찬가지로아동

의외현화문제행동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스트

레스 요인과 부모갈등 요인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양상으

로나타나도록돕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일탈친구와의교

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일탈친구와 교제는 아

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높은 수준과 연관되는 위험요인

으로 드러난 Piko 외(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전에 일탈친구

와의교제에대한관심과지도·감독이절실히요구됨을시

사해주고있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

수록, 교사와의애착이높을수록1차년도에외현화문제행동

의 수준이 낮았다. 이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춘다는 Haine 외(2003)와

Donnellan 외(2005)의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이낮은아동일

수록외현화문제행동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

난Batum 외(2007)의연구결과, 교사와의안정된관계는아

동의외현화문제행동을감소시킨다는 Karatzias 외(2002)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교사애

착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향을 미치

지 못했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향을 미쳐

외현화문제행동을유발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이밝혀졌

다. 따라서아동의문제행동의개입에있어서내면화문제행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문제행동의유형에따른차별화된개입전략이필

요하다. 특히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발생이전에아동의

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는개입방안뿐만아니라아동의자

기통제력을향상시킬수있는개입방안과아동이교사와긍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동과 교사 모두에 대한 개

입이필요하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로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와는 달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모갈등과 교사애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과교사애착은외현화문제행동을발생시키는유발

요인이될수는있지만외현화문제행동의증가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부모갈등과 교사애착 요인에 대한 개입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해주고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

친구와의 교제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과 증

가모두에 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므로외현화문제행

동의발생과외현화문제행동이증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

해서는이들요인에대한적절한개입방안이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제기된 부모의 학대(이

재연, 한지숙, 2003; Ayoub, et al., 2006; Deckard, Ivy, &

Petrill, 2006; Medley & Sachs-Ericsson, 2009), 부모애착

(Crowell, 2006; Muris et al., 2001), 부모감독(Barnes,

Reifman, Farrell, & Dintcheff, 2000; Deveaux, Lunn,

Cottrell, & Harris, 2006), 또래애착(신유림, 2007; 최선희,

김희수, 2006; Buhs, 2001;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등은내면화문제행동과외현화문제행동의초

기수준과변화율에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

러한결과는아동의문제행동에 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

들을동시에예측요인으로설정했기때문에초등학교 4학년

부터중학교 1학년에이르는 4년동안의발달궤적에는다른

요인들이 이러한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

났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해줄이

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예측

하는요인에대한반복적인종단연구를통해이러한요인들

이문제행동의변화에 향을미치는지를다시한번확인해

볼필요가있다.

넷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이어떻게유형

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각의 집단은

측정기간동안초기에는내면화문제행동을거의보이지않

다가 6학년부터내면화문제행동이서서히나타나기시작하

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한

집단1(31.7%), 초기에는내면화문제행동의수준이보통으로

나타났지만 6학년을기점으로하여중학교 1학년동안내면

화문제행동이증가한집단 2(50.2%), 초등학교 4학년일때

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유지되는집단 3(18.1%)이다. 이러한결과를통해보면

초기에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4년 동안

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내면화문제행동을보이는반면, 그

렇지 않은 아동들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잠재되어 있다가 중학교 진학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우울등의내면화문제행동은13~15세사이청소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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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에 현저히 증가한다는 Hankin 외(1998)의 연구결과와

중학교 진학은 심리적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Schumacher(1998)와Chung 외(1998)의연구결과를지지하

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체적·정서적인 개인적 변화가 부

가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동들

은중학교입학후새로운교사와학생을만나고, 스스로결

정하고행동해야할일이많아질뿐아니라초등학교에서경

험하지 못한 많은 규칙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학교

는 과목마다 뚜렷이 분화되어 있고 학업성적을 우선시하며

규칙이엄격해지므로교사의기대와학생-교사의관계도달

라지게 된다(Chung, Elias, & Schneider, 1998). 그리고

이시기에일어나는신체적·정서적변화는감정의고조, 심

리적갈등과관련되기도한다(Berk, 1993). 이처럼초등학생

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에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동시적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내면화문제행동이잠재되어있다가중학교입학즈

음에서증가하는집단에속하는아동들(81.9%)이초등학교에

서중학교로의전환기에겪을수있는어려움을이해하고전

환기에있는아동들이중학교에잘적응하도록돕는효과적

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

교4학년때부터중학교 1학년까지4년동안높은수준의내

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18.1%)의 경우 내면화 문제

행동에대한개입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이러

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져 정신병

리학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Hofstra et al., 2000;

Koot et al., 1997) 이들을위한다양한예방및개입전략이

강구되어야만할것이다.

다섯째, 아동의내면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유형의차이

에 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본결과, 낮거나보통수준의

내면화문제행동을보이다가중학교진학후내면화문제행

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평균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 1과 집

단2보다초등학교4학년때부터중학교1학년에이르는4년

동안내면화문제행동이가장높은수준으로유지되는위험

집단인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감독,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우울한

발달궤적을보이는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을구분짓는예

측요인으로나타난Costello 외(2008)의연구결과, 높은자기

통제력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Lengua(2003)의종단연구결과, 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경

험한아동들은우울, 불안등의내면화문제행동을증가시킨

다는 횡단연구(김유진, 2009; 신은 , 김경연, 1996; Self-

Brown et al., 2004)의결과, 부모갈등이아동의내면화문제

행동의 증가에 향을 미친다는 횡단연구(김 희, 이정미,

2002; 이상정, 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경과에따라내면화문제행동이높은수준으로지속

되는 위험집단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기까지 이어져 정신병리학적 증세로 나타나기(Hofstra et

al., 2000; Koot et al., 1997) 이전에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감독, 또래애착의요인에대한

개입이필요함을시사해주는것이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위험

집단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사회적지지자원체계를구축시킬수있는방법, 스트레스

를긍정적으로인식하는방법, 아동들이자신에게맞는스트

레스 해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등의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부모에게도 관심을 가져 부모들이

부부갈등을잘해결할수있도록돕는개입방안을마련하여

부모들이원만하고행복한부부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도

와야할것이다.

한편부모감독의수준이높을수록보통수준의내면화문

제행동을보이다가중학교진학후내면화문제행동의수준

이증가하는평균발달궤적을보이는집단2보다초등학교4

학년때부터중학교1학년에이르는4년동안내면화문제행

동이가장높은수준으로유지되는위험집단인집단 3에속

할가능성이높게나타난것은부모가아동들에게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을 할 경우에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한선행연구들(김선숙, 2007; Patrick et al., 2005)의결

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을

측정하는문항들이자녀의활동에대한부모의지식을묻는

문항들로구성되었기때문에이를아동들은자신에대한이

해와 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

시하기위한목적을가진통제의수단으로서감독하거나점

검을 지속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모감독(Margaret &

Hakan, 2000)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인식이 부모-자녀간

갈등을초래하여이른시기부터높은수준의내면화문제행

동을보인것(Hayes et al., 2004)으로사료된다. 따라서아

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부모감독은

아동들을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아

동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으로서 부모가

자신에게애정을많이갖고있음을인식할수있는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평

균발달궤적인집단 1보다위험집단인집단3에속할가능성

16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5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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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또래의 지지 등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횡단

연구(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의결과와는차이가있는것이다. 또

래관계에 대한 질적연구(서미선,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경우또래집단내에서도노력하는정도에따라편이

갈라지기도하며, 친구관계의긴 한정도도달라지는등또

래관계 내에서 친 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갈등, 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이시기의아동들은아직대인관계가미숙하고

사회성이충분히발달되지못했기때문에또래집단내자신

들의 규칙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한 것들로 인해 자

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한국교육개

발원보고서, 1998). 따라서이러한특성을가진또래집단의

애착은오히려아동을더불안하거나우울하게하는등의지

속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게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위험집단 아동들은 이미 발생된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또래애착이 내면화

문제행동을증가시키는데기여하는것은아니지만또래애착

이낮은아동들은중학교입학과더불어내면화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또래애착은 내면화 문제행

동을증가시키는요인이라고해석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

결과를입증해줄만한이론적근거가부족하므로또래애착과

문제행동에 대한 질적연구나 다른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대한추후논의가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발달궤적이어떻게유

형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의발달궤적은4개의집단으로유형화되었다. 각각의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중학교 1학년때까지 4년동안외현

화문제행동이거의나타나지않는집단 1(37.0%),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초등

학교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동안지속적이면서급격하

게외현화문제행동이증가한집단 2(10.0%), 초등학교 4학

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보통 수준의 외

현화문제행동을지속적으로보인집단 3(44.9%), 초등학교

4학년일때부터중학교 1학년때까지높은수준의외현화문

제행동을유지한집단4(8.1%)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외국의 선행연구들(Najin &

Tremblay, 1999; Tremblay, et al., 2004)과는달리우리나

라아동들의경우초기에는외현화문제행동을거의보이지

않다가시간의경과에따라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이지속

적으로급격하게증가하면서중학교 1학년때는지속적으로

높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을보이는집단의아동들과거

의같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을보이는집단에속하는아

동들이 10% 정도 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런

집단에속하는아동들에대한외현화문제행동의증가를예

방하기위한개입전략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을시사

해주고있다. 또한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4학년때부터중

학교 1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집단 4에 속하는 아동들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이르는동안범죄나심각한장애로발전될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Hofstra et al., 2000; Tomblin et al.,

2000) 이러한위험집단에속한아동들의외현화문제행동이

견고해지고 습관화되기 이전에 초기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

해주고있다.

일곱째,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발달궤적유형의차이에

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본결과, 초등학교4학년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집단과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지속적으로외현화문제행동이급증한집단을구분짓

는요인은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

구와의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자

아존중감이낮은아동들이외현화문제행동을더많이보인

다는Donnellan 외(2005)의연구결과, 높은자기통제력은외

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Lengua(2003)의 횡단연구결과, 스트레스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예측하는요인으로나타난Rafnsson 외(2006),

김유진(2009)의 횡단연구결과,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많은

아동들이높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집단에속할가능성

이높다는Dishion(2000)의연구결과, 또래와의애착수준이

높은아동들은외현화문제행동의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

난 횡단연구(김세원, 2003;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Criss et al., 2002)결과를지지하는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던 아동들도

시간의경과에따라외현화문제행동이급격히증가할수있

음을보여주는것으로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이시간의경

과에따라증가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는자아존중감, 자

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 요인이

긍정적이고바람직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도록하는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

을 나타내기 이전의 아동들에게도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

기통제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며또래와의안정된애착관계

를형성할수있는프로그램등의개입전략을마련하는것이

외현화문제행동의증가를막을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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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

적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

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에개입에있어서는다른요

인들보다 일탈친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관리·감

독, 일탈친구를포함한집단상담, 일탈친구의 향력을거부

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등아동들이일탈친구의 향에서벗어날수있는방안을강

구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 남아인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타난 외현화

문제행동수준을중학교 1학년에이르는4년동안그대로유

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아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가 여학생인 경우

가1999년7%에서2008년에는31.8%로무려4배이상증가

하고, 청소년범죄중여자소년범이해마다급속히증가하는

등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충남일보, 2009)와 맞물리는 결과로 최근에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심심찮게 여자

청소년의폭력이나비행등이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는상

황이다. 따라서남아인경우외현화문제행동이발생하기이

전에외현화문제행동에대한개입이필요하며, 여아인경우

시간의경과에따른외현화문제행동의증가를막기위한다

양한개입방안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다. 특히내면화문

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에서는 이처럼 성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시에는 성

차에입각하여차별화된개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중학교 1학년에이르는 4년

동안외현화문제행동을거의보이지않은집단과초등학교

4학년때부터중학교 1학년에이르는4년동안가장높은수

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위험집단을 구분

짓는요인은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

갈등, 부모애착,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으로 나타났

다. 이는자아존중감과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은외현화문제행동을거의보이지않았던아

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

만아니라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을지속적으로높은수준

에 머물게 하는 요인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

요인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개입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

의개입에있어서도빠져서는안되는중요한요인이므로이

들요인이긍정적이고적응적인양상으로나타날수있도록

하는개입방안이필요하다.

또한부모갈등이높을수록초등학교4학년때부터중학교

1학년에이르는4년동안외현화문제행동을거의보이지않

은집단보다는초등학교 4학년때부터중학교 1학년에이르

는 4년동안가장높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을지속적으

로 보인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향을미친다는김 희와이정미(2002)의연구결과를지지하

는것으로부모갈등은낮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집단보

다는높은수준의외현화문제행동집단에속할가능성을높

이는 위험요인임을 발달궤적의 유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갈등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집단에속할가능성에는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증가에는 직접적인 향력

이없는것으로보이므로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개입에

있어서 부부관계향상에 대한 개입시점이 달라져야 함을 시

사해주고있다. 즉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의개입에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개입보다는외현화문제행동이발생하기이전의

개입이효과적일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아동의문제행동의발

달궤적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

달궤적이나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어 횡단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것으로보고된개인내적요인과가족요인과또래및

학교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하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문제행동의종단적변화와관련해서본연구에서다

루지못한요인들이있는지를검토하여진행할필요가있다.

둘째, 본연구는패널조사에서사용한질문지를토대로분석

을실시하 다. 그러나패널조사의특성상다양한요인을측

정해야하므로하나의요인을측정하는문항수가적다는한

계점이있어그요인이충분히설명되지않았을수있다. 따

라서 하나의 요인을 단일 역으로 간주하여 다 역적 개념

을이해해야하는요인임에도불구하고깊이있게측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요인의 특성만을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비교할필요가있다. 셋째, 본연구는4개년의자료를사용하

여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예측한 것이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정하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아동의문제행동의발달궤

적을보다더정교하게추정하기위해추가적인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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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

적은 네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집단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검

증해볼필요가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종단자료를이용하

여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

적과 발달궤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다. 잠재성

장모형은시간에따라변화하는변수를처리하는방식이직

접적으로각시점의종속변수반복측정치와시간에따라변

화하는변수사이의인과관계를설정한다. 그러나이러한구

조는변수가지니고있는정보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므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

뿐만아니라독립변수자체의변화도모형화할수다변량잠

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적용

하여 발달궤적에서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던 종단적 연구가

설을실제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

이시간의경과에따라변화하는특성을가짐에도불구하고

그동안대표성있는종단자료의부재로인해문제행동의변

화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거의전무한상황에서전국적인

대표성을갖는청소년패널자료를사용하여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집단중심모형의방법으로아동의문제행동의발달

궤적을체계적으로검토함으로써우리나라아동들의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아 아동의 문제

행동발달궤적에대한이해의기초를제공하 다는데에의

의가있다. 더불어아동의문제행동발달궤적이개인에따라

다양한편차가존재함을밝히고이러한차이를질적으로상

이한 발달궤적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이러한 개인차에 향

을 미치는 개인·가족·또래 및 학교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요인의변화를표적으로하는예방및개입프로그램을

마련하기위한기초를제공하 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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