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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participants 

are 148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warmth), teacher support, and internal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2) mothers's parenting behavior(warmth) and teachers' support explained children's overt problem behaviors; 

and (3) mothers' parenting behaviors(supervision) and friends' support explained children's internal problem behaviors. In con-

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subscale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influencing overt problem 

behaviors and internal 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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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차 늘어나면서,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Han & Kim, 

2011). 특히 아동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방하기 해서는 아동

기에 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Kim & Kwon, 2010).

* 주 자․교신 자 : 김지 (E-mail : jihyunkim@hycu.ac.kr)

문제행동에는 아동이 일정기간동안 지능, 감각 는 건강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학습문제, 래나 교사와의 원만

하지 못한 인 계, 정상  조건 하에서 보이는 부 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하거나 불행한 기분에 젖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  혹은 학교 련 문제로 인한 신체  증상, 통

증  두려움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Bower, 1969). Achen-

bach(1991)은 이러한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들을 크게 내면

화 문제와 외 화 문제로 분류하 다. 내면화 문제는 소극

이고 사회 으로 내재화되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의미

하며, 우울, 불안, 축을 비롯한 신체  증상  주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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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외 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한 억제가 결여되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비행

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분류에 

기 하여 국내에서도 문제행동을 불안 행동, 수 음, 사회  

축이나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 화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Kim & Kim,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분류에 기 하여 

문제행동을 외 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환경 요인

의 하나는 부모 련 변인이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직

으로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향을 미친

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 

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 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을 종

합하여 보면, 부모의 거부, 처벌, 강압  명령, 무 심, 통제와 

같은 부정 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 화  내면화 문제행

동에 강력한 련이 있다는 것이다(Chung & Chun, 2005; 

Chung & Kim, 2004; Doh et al., 2005; Kim, Kwon, & 

Jean, 2006; Yi, Lee, & Min,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지 하고 있는 연구결과

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  태도(Park, 1996)와 부모의 

낮은 애정과 과잉간섭(Moon & Oh, 2002)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 계가 있었다. 반면에 부모의 심리  통제와 신체  

체벌(Kim & Doh, 2001), 아버지의 낮은 애정과 성취지향  

태도(Kim & Yoo, 2002), 강압  양육행동(Park, 2002), 거부

, 통제  태도(Park, 1996)는 자녀의 외 화 문제와 계가 

있었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처럼 부정 인 양육행

동이 외 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련성

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와 더불어 정 인 양육행동과 문제

행동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Aunola & Nurmi, 

2005; Pettit, Bates, & Dodge, 1997). Pettit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학령 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된 7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 인 양육행동이 학령 기는 물론 이

후에도 지속 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

라 학업수행에 향을 주고 래 계에서도 친사회  행동

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하 으며, Aunola 

and Nurmi(2005)는 어머니가 애정 이면서 행동의 통제를 

많이 할 때 외 화 문제가 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고 정 인 사회정서발달이 이루어

지도록 돕기 해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  정 인 양육행

동에 을 두고 문제행동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 으로 정 인 양육행동 하  요인  어떤 측면이 문제

행동을 이는지에 해 살펴보는 것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도와  수 있는 재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인 양육행동의 

하  요인으로 표 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온정과 함께 자

녀의 행동을 일 성 있게 리감독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

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데 도움을 

 수 있는  다른 변인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원이다. 

사회  지원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지

만, 체로 타인과의 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 등의 정 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

man, 1983). 아동에게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

인에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있다(DeRosier & Kupers-

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요한 타인으

로부터의 사회  지원은 스트 스의 발생을 방하고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  응에 도움을 주는 반면, 힘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지원이 부족하면 심리  부

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ohen & Wills, 1983; Mit-

chell, 1983). 아동은 부모와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와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 계를 통해 사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

구와 교사의 향력이 증가하므로,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친

구로부터 얻는 사회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ho, Lee, & Han, 2005). 

유아기 동안에는 가정이 주된 환경이었지만, 아동기에 

어들면서 학교입학과 더불어 교사와 친구 등이 아동의 생활

에서 요한 타인으로 두됨에 따라 아동의 사회  계망

은 차 확 된다고 하 다(Feiring & Lewis, 1989; Piant 

et al., 2002).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요한 사회  환경이 되며, 특히 교사는 아동의 지  성숙은 

물론 정서 , 사회  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다른 요한 사회  지원은 친구이다. 유

아기에 비교  약하고 일시 이었던 래 계는 아동기에 

어들어 상호작용이 증하고 긴 해지면서 친구 계로 발

해간다(Lee & Lee, 2007). 그리고 아동은 친구 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  기술, 응능력 등을 배우

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  지원과 문제행동과의 계에 한 연구들 

 교사지원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교사의 지원

을 많이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사교성, 유능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Chung, 2005), Murray, Kelly and Gre-

gory(2007)는 교사의 지원  학생과의 계가 아동과 청소

년의 응에 향을 다고 하 다. Kang and Lee(1992)는 

스트 스 사건으로 인한 가정 응과 학업  응상의 문제가 

교사지원 수 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 고, Han and Yoo

(1996)도 아동의 공격행동과 불안 행동에 한 스트 스의 

향력이 교사지원에 의해 완화된다고 하 는데 이를 통해 

스트 스의 부정  향력이 교사지원에 의해 조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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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한 친구지원과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

구들은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지원이 아동의 응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Turner(1981)는 

친구 지원이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Kim(1994)은 아동들이 가

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주  사람들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

고 인식할수록, 정서 , 정보 , 자존감 지원행동을 주  사

람들이 아동에게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Chung(1998)은 가족지

원보다는 친구와 교사지원이 아동의 응에 더 많은 향을 

끼쳤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아동의 사회  계망이 확 됨에 

따라 가족의 향력보다는 친구  교사의 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보

면, 사회  지원과 문제행동과의 계를 살펴보았을 뿐, 사회

 지원을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외 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살펴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교사지원과 친구지원

으로 구성된 사회  지원이 외 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

행동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한편 아동의 문제 행동과 련된 개인내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살펴본 변인으로 아동의 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아

동의 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에 해서 연구결과가 일

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 으로 남아는 과잉행동, 

공격행동, 반사회  행동과 같은 외 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퇴행, 강박행동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Doh, 2001).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Park, 1996), 그리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Chung & Kim, 

2004; Kwon & Lee, 1999) 있어 성에 따라 문제행동,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는 동성의 자녀보다 이성의 자

녀를 더 하게 다룬다고 보고하고 있다(Baumrind, 1971). 

자녀의 입장에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정 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rmentrout 

& Burger, 1972; Chung & Kim, 2004). 사회  지원의 경우 

성에 따라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일반 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

회  지원망이 더 넓고 교사지원  친구지원에 한 지각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Dubow & Ulman, 1989; Piant et 

al.,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과 련이 있으며 선행연구

들은 문제행동과 각각 변인들의 계를 다루고 있다. 문제행

동과 양육행동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

분이다.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돕

기 해서는 구체 으로 문제행동을 일 수 있는 정 인 

양육행동에 한 교육  지도가 필요한데 이를 해서는 온

정, 리감독과 같은 정 인 양육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외 화 문제행동과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행

동과 사회  지원의 경우 문제행동을 외 화  내면화 문제

행동을 구분하여 교사지원  친구지원이 각각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사회  지원을 교

사지원과 친구지원으로 구분하여 내면화 문제행동  외

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아동의 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특히 내면화 문제

행동에서 일 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 화 문제행동의 차이가 어

떠한지 살펴보고, 온정, 리감독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

지원  친구지원으로 구성된 사회  지원의 각 변인이 외 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

힐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련된 변인에 

한 체계 이고 포 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  부모교

육이나 재 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을 갖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

회  지원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에 치한 1개 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등학교 5학년 5개 학  총 148명(남아 66명과 여아 82명)

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 상으로 선

정한 이유는 학령기 후기 아동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 하

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령기 후기의 아동이 청소년기의 아동보다 어머니 양육행동

의 향을 더 많이 받으며, 이들의 사회  계가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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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로 확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Feiring & Lewis, 

1989; Moon, 2001).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  지원 그리고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은 아동들이 평정하 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교사가 평정

하 다.

1)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Han(2008)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척도로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온정 9문항과 

리․감독 6문항의 2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

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과 심을 보이기, 아동에 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한 격려 등과 같이 

애정 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리․감독은 부모가 

일 성 있게 아동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정해주고 아동이 

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온

정의 경우 ‘엄마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

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리․감독의 경우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두고서 지키게 하신

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다. 아동은 각 문항에 하

여 ‘  그 지 않다(1 )’에서 ‘거의 그 다(4 )’까지의 4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수의 범 는 온정이 9~36

이며, 리․감독이 6~24 이며,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리․감독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아동이 지

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  차원의 내  합치도 Cron-

bach α는 온정이 .84, 리․감독이 .75이었다.

2) 사회  지원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원을 측정하기 하여 Harter

(198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부모지원(8문

항)’, ‘교사지원(8문항)’, ‘친구지원(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에 한 16문항만을 사

용하 다. 교사지원 문항의 를 살펴보면, ‘선생님은 나에

게 개인 으로 심을 가져 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

되며, 친구지원의 경우 ‘나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가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은 각 문항에 

해 ‘  아니다(1 )에서 ’정말 그 다(4 )까지의 4  척도

로 평정하 다. 각 하  차원의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교사지원이 .85, 친구지원이 .84이었다.

3)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해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 Hightower, et al., 1986)을 Chung(2002)이 

한국의 등학생을 상으로 번안한 ‘한국  교사용-아동평

정척도’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하  역의 문항을 사용하

다. 문제행동의 하  역에는 ‘외 화 문제(5문항)’, ‘수

음․불안(6문항)’, 그리고 ‘학습문제(7문항)’가 포함되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 화 문제와 수 음․불안에 한 11

문항만을 사용하 다. ‘외 화 문제’는 공격 이거나 산만한 

행동에 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수 음․불안’은 비사회

이거나 우울, 정서  문제에 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정하는 상을 교사로 

선정하 는데, 아동의 학교 응에 있어 교사는 요한 성인

이기 때문이다(Sim, 2003). 교사는 각 아동에 해 문항별로 

1 인 ‘거의 그 지 않다’에서 4 인 ‘매우 그 다’까지의 4  

척도로 평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많

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하  역별 

Cronbach α는 외 화 문제가 .81, 수 음․불안이 .78이었다.

2. 조사 차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에 치한 1개 등학교 5학년 5개 학 의 

아동과 교사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

자가 각 학 을 방문하여 실시하 고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30분 이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

지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에게 달하 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

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등학교를 방문

하여 수거하 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 으나 회수된 

것은 183부 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

고 최종 으로 148부의 질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도우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주요변인들의 기술 인 경향

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고 각 변인들의 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계를 분

석하고자 성을 통제하고 부분상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  지원을 포함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해석

1. 측정변인의 일반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  경향은 <Table 1>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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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n=66)

Girls

(n=82) 

Total

(N=148) t

M(SD) M(SD) M(S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armth 23.3(6.7) 26.5(6.2) 25.1(6.6) -3.00**

Supervision 13.8(4.1) 14.7(3.9) 14.3(4.0) -1.26

Social Support
Teachers Support 20.7(4.9) 22.4(4.9) 21.6(5.0) -2.05*

Friends support 26.8(3.9) 27.2(4.9) 27.0(4.6) -.48

Problem Behaviors
Overt Problem Behaviors 10.2(2.6)  8.7(2.4)  9.4(2.6) 3.58***

Internal Problem Behaviors 12.5(2.5) 11.8(2.6) 12.1(2.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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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values of Variables by Children's Gender N = 148

1 2 3 4 5 6

1 1.00

2 .47*** 1.00

3 .27** .13 1.00

4 .27** .17* .33*** 1.00

5 -.28** -.15 -.35*** -.09 1.00

6 -.25** -.27** -19* -.29***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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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armth, 2. Supervision, 3. Teacher Support, 4. Friends support, 5. Overt Problem Behaviors, 6. Internal Problem Behaviors 

Table 2. Corelation amo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Social Supports, and Problem Behaviors N = 148

동의 평균 수를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온정이 25.1 , 

리․감독이 14.3 으로 나타났다. 이 수를 문항평균 수

로 나타내면 온정이 2.8 , 리․감독이 2.4 으로 이는 ‘  

그 지 않다(1 )’에서 ‘거의 그 다(4 )’의 4  척도  2

인 ‘때때로 그 다’와 3 인 ‘자주 그 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간 수 의 리․감독과 간보다 높은 수 의 

온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지원의 하  역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교사지

원이 21.6 , 친구지원이 27.0 으로 나타났다. 이 수를 문

항 평균으로 나타내면 교사지원이 2.7 , 친구지원이 3.4 으

로 이는 4  척도  3  ‘그 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은 

교사와 친구로부터 간보다 높은 수 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평균 수를 하  역별로 살펴보면 

외 화 문제는 9.4 , 수 음․불안의 내면화문제는 12.1

으로 나타났다. 이 수를 문항 평균 수로 나타내면 외 화 

문제는 1.9 ,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는 2.0 으로 4  

척도  1  ‘거의 그 지 않다’와 2  ‘그 지 않다’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는 상 아동이 낮은 수 의 외 화 문제와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사회  지원 

그리고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 검증을 실

시하 다(<Table 1> 참조). 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

행동을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  요인  온정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t = -3.00, p < .01). 즉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리․감독 양육행

동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지원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교사지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t = -2.05, p < .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의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지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지 않았다.

문제행동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

과 외 화 문제행동(t = 4.21, p < .001)에서 성차가 나타났지

만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 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변인들의 계를 살펴보기 해 성을 통제하고 부분

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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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vert Problem Behaviors

β

Warmth -.19*

Supervision -.03

Teacher Supports -.31***

Friends Supports .07

R
2

.23

F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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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Overt Problem Behaviors

N = 148

Variables
Internal Problem Behaviors

β

Warmth -.09

Supervision -.19*

Teacher Supports -.07

Friends Supports -.21*

R
2

.16

F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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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Internal Problem Beha-

viors N = 148

앞선 분석에서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이후 분석에서는 모두 성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문제행동 하  역별 상 계를 살펴보면 외 화 문제

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과 부 상 을(r = -.28, p 

< .01), 교사지원과는 부 상 을(r = -.35, p < .001) 보 다. 

그러나 친구지원과는 상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외 화 문제를 게 

보이며, 교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외 화 문제

를 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해동의 경우 온정과 부 상

을(r = -.25, p < .01), 리․감독과 부 상 을 (r = -.27, 

p < .01), 교사지원과 부 상 을(r = -.19, p < .05), 친구지

원과 부 상 을(r = -.29, p < .001) 보 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리감독을 잘 하면 수 음과 

불안 행동을 게 보이고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을 많이 받는

다고 지각할수록 수 음과 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은 교사지원(r = .27, p < .01)과 

친구지원(r = .27, p < .01)과 정  상 을 보 고, 어머니 양

육행동  리․감독은 친구지원(r = .17, p < .05)과 정  

상 을 보 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을 의미하고 어머니가 리 감독을 잘 하는 경우 친구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문제행동에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

회  지원의 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이 아

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문제행동

의 하  역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에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의 향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한  단계로 독립 변인간 

다 공선성을 검하기 해 독립변인의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하 는

데 산출된 공차와 상승변량이 1에 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귀 가

정의 반 여부를 악하기 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

출한 결과, 문제행동의 하  역들이 모두 2에 근 하고 있

어서 회귀 모형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외 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 화 문제행동을 종속 변인

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외

화 문제행동 변량의 23%를 설명하 으며, 투입된변인  

온정  양육행동(β = -.19)과 교사지원(β = -.31)이 유의한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교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교사는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을 게 보인다고 보고하 음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한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사회  지원의 향

아동의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

인을 추출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한  단계

로 독립 변인간 다 공선성을 검하기 해 독립변인의 공

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을 산출하 는데 산출된 공차와 상승변량이 1에 근하는 것

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가정의 반 여부를 악하기 해 Durbin-Watson 계

수를 산출한 결과, 문제행동의 하  역들이 모두 2에 근

하고 있어서 회귀 모형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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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

출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

시하 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 음․불안

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

행동 변량의 16%를 설명하 으며, 투입된 변인  리․감

독  양육행동(β = -.19)과 친구지원(β = -.21)이 유의한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리․감독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교사는 아동

의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게 보인다고 보고

하 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어머니 양육행

동, 사회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  요인  온정에서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

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rmentrout & Burger, 1972; Chung & Kim, 2004; Moon 

and Oh, 2002).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과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성에 따라 여아에게는 친 하고 

애정 이고 동 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기 하고, 남아에게는 지배 이고 자기 주장 이며, 독립

이고 경쟁 이 되기를 기 함으로써(Chung & Kim, 2004), 

어머니가 딸을 더 온정, 수용 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남아가 여아보다 비행과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로부터 어머니가 남아에게 덜 온정, 수

용 일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  지원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구지원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지원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

이 성차를 보고하 는데(Cho et al., 2005; de Anda et al., 

2000; Dubow & Ulman, 1989; Han & Kim, 2011), 본 연구

는 선행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하 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  지원망이 더 넓고 

교사지원  친구지원의 사회  지원에 한 지각이 더 높다

는 것이다(Dubow & Ulman, 1989; Piant et al., 2002). 문

제행동의 경우 외 화 문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수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외 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hung & Kim 2004; 

Han & Yoo, 1996; Hightower et al., 198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 한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내면화 문제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 선행연구들(Chung & 

Kim, 2004; Hightower et al., 1986; Kim & Kwon, 2010)과

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Han & Yoo, 199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외 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이유에 해

서 남녀의 생물학  요인의 차이와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생물학 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외향 이고 

성취지향 이기 때문에 공격 이고 비행과 같은 외 화 문

제를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Tannen, 1990).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남아에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을 격려

하며 훈육시에도 남아에게 신체 인 체벌 혹은 소리치면서 

훈육을 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언어 이고 설득 인 훈육을 

함에 따라 남아의 외 화 문제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내면화 문제의 차이는 일 되지 않은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Han & Yoo, 1996; Kim & Doh, 2001; 

Lahey et al., 2000; Park, 1996), 그리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

음을 보고한 연구(Chung & Kim, 2004; Kwon & Lee, 

1999)들이 있다. 이러한 일 되지 않은 결과를 Chung and 

Kim(2004)은 문제행동에 한 자료원의 차이와 사회  바람

직성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Achenbach, McConoughly,  

and Howell(1987)은 내면화 문제의 경우 아동 자신이 더 정

확하게 평정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내면화 문제가 있는 아

동의 경우 자신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 으

로 바람직하게 본인의 행동에 해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dds, Perrin, & Yule, 199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동에

게 의미 있는 타인인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정한 본 

연구에서는 수 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서 성에 따

른 차이가 없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원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  연령과 같은 변인도 함께 고려하여 내면

화 문제행동에 한 보다 심층 이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

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해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사회  지원을 포함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외 화 문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  양육행동

과 교사지원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었고, 내면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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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리감독  양육행동과 친구지원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지원을 많이 받는

다고 지각할수록 외 화 문제행동을 게 보이며, 어머니가 

리감독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지

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수 음․불안과 같은 내면

화 문제행동을 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 에

서는 문제행동을 외 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의 하  역이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

떻게 다른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 다(Aun-

ola & Nurmi, 2005; Eisengerg, et al., 2005; Lee & Chung, 

2006). Lee and Chung(2006)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행동

은 내면화 문제와 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수용 , 정  

양육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  외 화 문제행동과 련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isenberg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9세 아동을 상으로 수행한 종단연구에서 어머니가 

애정 이고 정 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외 화 문제가 

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 다. 한 Aunola and Nurmi

(200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면화  외 화 문

제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기 해 3년간 종단연구를 수

행하 는데, 어머니가 애정 이면서 행동의 통제를 많이 할 

때 외 화 문제가 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계는 주로 어

머니의 양육행동을 정  양육행동 혹은 부정  양육행동

으로 나 어 살펴본 경우가 많아 본 연구와 직 으로 비교

하기는 어려운 이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정 인 측면에서 온정  양육행동과 리 감독  양육행

동으로 구분하여 문제행동과의 계를 살펴보았는데 온정  

양육행동은 외 화 문제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리감

독  양육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리감독  양육행동은 부모가 일 성 있

게 아동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데 어머니가 

아동에게 불분명한 사회  상황에 해 처할 수 있는 리 

감독  행동을 하는 것이 아동의 수 음, 불안과 같은 내면

화 문제행동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  정 인 차원을 보다 세분화해서 아동의 문제행동

을 일 수 있는 구체 인 행동과 연  지어 살펴보는 연구

가 필요하다. 

문제행동과 사회  지원의 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는 교사지원이 외 화 문제행동에 향을 주고 친구지원은 

수 음․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지원에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지원이 주로 아동의 축,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u-

bois, et al., 1992; Lee & Lee, 2007; Yang & Lim, 1998). 

친구  교사에게서 받는 사회  지원이 아동의 우울을 감소

시키고 교사로부터 높은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

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지원과 

교사지원이 외 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친구지원과 내면화 문제행

동과 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Koh, Kim, & Noh, 

2000), 교사지원과 외 화 문제행동이 련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Han & Kim, 2011).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지

만 외 화 문제행동  표 인 행동으로 비행행동을, 내면

화 문제행동  표 인 행동으로 우울을 선택하여 이러한 

행동들과 교사지원  친구지원의 계를 살펴본 Yang and 

Lim(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내면화 문제행동은 교사지원  

친구지원과 부  상 이 있었고, 외 화 문제행동은 교사지

원과 부 상 이 있었으나 친구지원과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다. Yang and Lim(1998)은 친구지원이 외 화 문제행

동을 감소시키지 못한 이유에 해서 친구지원이 높게 나타

난 집단의 경우 친구 에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 추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비행친구의 사회  지원이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지원이 외 화 문

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친구 지원이 외 화 문제행동을 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의 경우 연구 상이 등학생이기 때문

에 Yang and Lim(1998)의 연구 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

기는 어렵지만 친구지원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후속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 화 문제행동을 이

는데 교사지원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

동  청소년의 외 화 문제행동을 이는데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일선 교사들의 학생에 한 심 

증가와 함께 교사와 학생간의 정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극 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 수 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친

구지원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래 계가 요시 되는 아동기에 정 인 친구

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한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류층이 

거주하는 1개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실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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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연구 상의 연령과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  지

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  지원의 경우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어(Min, Yi, & Lee, 2005; Jung & Han, 

2007), 본 연구에서 밝 진 결과가 다른 계층( , 소득층)

에도 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수 음․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는 아동 

스스로 평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보고가 있어(Achen-

bach, et al., 1987), 후속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해 교사의 평정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보고  찰을 통

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자

료 수집을 통해 내면화문제에서 성차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

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 를 들

어 아동의 정서조 , 자기통제력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여 그 

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  지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정  양육행동의 하  요인을 

온정  양육행동과 리감독  양육행동으로 나 고, 사회

 지원을 친구지원과 교사지원으로 나 어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외  문제행동을 이는데 어머니의 온

정  양육행동과 교사지원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이는데 

어머니의 리감독  양육행동과 친구지원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 수 있

는 구체 인 방안을 밝 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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