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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련하여 유아의 문제행동변화를 종단  탐색연구를 통해 그 시사 을 

모색하고자 연구하 는데 결과를 보면 1970~1990년도 체 41개 요인에서 1990~2000년  62개요인 2000~2010년에 93개 
요인으로 나타내 기 연구에 비해 련 향요인이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내 그만큼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련요인의 비 에 있어서도 부모의 도덕  사고 이 가장 높고 그리고 유아에 한 부정  사고나 정서가 더 높아 유아 

자신의 기질이나 태도보다 부모의 유아에 한 양육 태도에 따른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향요인과 원인 규명에 있어 기연구들은 유아 개인에 정신 건강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 들어 유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계, 가정환경, 어린이집 이용환경이 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환경과 래, 교사 계 등의 비 이 높아져 이에 따른 체 자원 한 시  환경에 따라 달리 용되어

야 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for implications through longitudinal exploratory research on the change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or thei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rose to 62 factors between 1990 and 2000, and 93 factors 
between 2000 and 2010 from total 41 factors between 1970 and 1990, which they were more than doubled after the
2000s compared with the earlier studies, subdivid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propor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howed that parents' moral thinking had the
highest, and their negative thinking or emotion for children were higher than their moral thinking, which their problem
behaviors were more greatly affected by parenting attitudes toward them than their own temperament or attitudes. 
The earlier studies were more likely to find the cause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or looking into the factors
and causes influenc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in terms of children's personal mental health, but there was more
proportion of social environment,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 while soaring family, relationship, home environment
and child care center environment factors as well as children's personal factors after the 2000s. Consequently, the 
alternative resources or the environments of the times should be applied in other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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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기는 타인에 한 지각을 발달시키며, 사회  기

술을 습득하는 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유아에 
한 사회  기술을 발달시키고, 정서 으로 안정되는 것

은 물론 이후 성장, 발달 과정의 기 가 된다. 많은 유아
들  이 시기에 가족 구조와 부모의 양육 태도, 물리  

환경 등의 향으로 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다[1,163].
유아의 문제행동은 인지, 정서, 신체, 사회성, 도덕성 

등 유아의 인  발달이 부 하거나 역기능 일 경우 

나타난다[2]. Ross[3]는 유아의 행동이 사회규범으로부
터 이탈하여 유아 주변의 성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 

빈도나 정도가 무 높거나 무 낮게 단될 때 이를 

문제행동으로 보았다. 정태희와 박경자[4]도 유아의 문
제행동을 사회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면화된 

는 외면화된 역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문제
행동은 흔히 나타나며 이 문제들은 그 종류나 정도에 있

어 매우 다양함을 주장한다. 이와 련하여 Achenbach
와 Edelbrock[5]은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내면화문제와 
외 화 문제로 구분하고, 내면화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히 표 하지 못하는 정

서 인 문제행동으로 외로움, 우울, 두려움, 축, 불안 
등 자기지향  행동을 래한다고 하 다. 즉 유아기에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슬픔에 잠기거나, 우
울하거나, 축되거나 수 음이 심하고 공포감이나 환상

에 빠지는 행동을 보이기 쉽다.
반면, 외 화 문제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히 통

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유아로서 공

격성, 과잉해동, 충동성, 비행 등 외부로 명확하게 나타
나는 행동을 말한다. 외 화 문제행동을 겪는 유아는 다

른 유아를 공격하거나 괴롭  그들의 행동이 다른 유아

들에게 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6]. 그리고 유
아기의 많은 문제행동은 외 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갖

는다[2]. 
이같이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유아의 사회  부 응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

우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져 성인기까지 지속

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7].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
을 사 에 방하고 정 인 행동 발달을 유도하기 

해 문제행동 련 변인들의 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매

우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의 문제행동에 바람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과거에는 가정에서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훈육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차 그 기능이 약해지면

서 최근에는 유아교육기 에 의존하는 비 이 높아지고, 
유아교육기 에서의 교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유아의 인 인 발달과 바람직한 행동형성에 매우 큰 

향을 끼침과 동시 유아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는 것 

한 교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기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

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1970~2015년까지 연 별 부

모 계와 개인 련 척도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문제행동

향요인과 발생원인  하 요인들의 향력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

에서의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유아상담  부모 교육 로그램 개
발에 도움을 주는데 본 연구의 목 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2.1 유아의 문제행동의 개념적 정의

문제행동이란 응 이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는 데 

여기서 어떤 행동이 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문화상

인 에서 규정된다. 
즉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의 양상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문제행동을 일컫는 말도 부 응행동

(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등 다양하게 표 되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의 차이와 학문분야의 특성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구체  정의에 해 완

히 일치된 견해들을 갖기 어렵다[8].
유아기는 사회  행동을 배워가는 시기이므로 항상 

잠재 인 문제 상황에 놓여있다. 유아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유아의 학습, 발달, 놀이에서의 성공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을 포함한다[9]. 그러나 유아의 문제행동이 무엇
인가에 해서는 합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것은 
유아의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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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유아들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행

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 “문제”라고 이름 붙여진 행
동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문제행동의 구체 인 정의에 

해 완 히 일치된 견해들을 갖고 있지 않다. 를 들

면, 한 연령 집단에서는 문제행동으로 단될 수 있는 행
동이 연령이 다른 집단에서는 정상 인 행동으로 단될 

수 있다. 이 듯 발달이라는 상자체가 변화를 포함하

는 것인데 일부 교사들은 유아의 속한 변화를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는 반 로 유아의 부정 인 행

동을 발달과정에서 생기는 일시 인 상이며 성장하면

서 로 사라지는 것으로 믿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므
로 같은 행동이라도 주변의 성인이 어떤 기 를 갖느냐

에 따라 유아의 행동이 정상 는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10].
이와 같이 문제행동에 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나 유아를 상으로 하
는 경우 문제행동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보이

는 인지 , 정서 , 심리 운동 기능  발달 측면의 행동

이 정상 인 유아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

달 , 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된 부 응 상태의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의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본다

[11].
첫째, 그 연령수 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행동

을  하지 못하거나 잘하지 못할 경우 둘째, 그 연령
수 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경우. 셋째, 어느 연
령층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경우. 넷째, 바람
직한 행동이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다섯째, 바람직한 행
동이지만 상황에 하게 맞추어 하지 못할 경우로 한

정한다. 

2.2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문제행동

문제행동에 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

보다 정서, 문제행동을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일반 으

로 여아가 신경증 인 정서·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
면 남아는 반사회  행동 문제를 특히 많이 보인다[12].
이 같은 유아의 문제행동은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행

동 특징에 따라 기 은 학자마다 다르다. 첫째로, 기의 
연구를 보면 Kick[13]는 문제행동을 퇴행  행동, 공격
 행동, 특별한 신체  징후 등의 3가지로 분류하 는

데, 퇴행  행동은 지나치게 수 어하고 항상 우울하고 

불행하게 보이며, 잘 울거나 사소한 일에 지나친 공포심
을 나타내며 공격성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치게 자기 심

인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공격  행

동으로는 자주 화를 내며, 싸움이 작고, 공격 이며, 타
인에게 난폭한 짓이나 거짓말을 잘하며 괴 인 행동을 

사로 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별한 신체  징후

로는 두통이나 복통을 자주 호소하며, 손톱을 잘 깨물거
나 말을 더듬고, 발을 잘 흔들어 는 행동특성을 나타낸

다고 하 다. 즉, 공격  행동, 퇴행  행동, 신체  행

동, 고립된 행동, 두려움의 표시 등 5가지의 문제행동 유
형을 제시하 다.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사회나 타인에 을 맞

춘 입장으로 Ebel[14]은 문제행동을 다수에 의해 기
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의 이탈로써 특히 개인이

나 집단에 실질  는 잠정 으로 신체 , 정신 , 사회
인 상해를 주는 행동의 특징을 나타냈다.
Ouay와 Werry[15]도 교사와 부모에 의한 행동 평정, 

유아의 특성, 질문지에 한 유아의 반응을 근거로 하여 
행동장애, 성격장애, 미성숙, 비행으로 분류하여 각기 행
동 특성을 분류하 다. 
서용운[16]은 문제행동을 학습상의 문제행동, 행동상

의 문제행동, 정서  부 응 행동의 3가지로 제시하 는

데, 특히 정서  부 응 행동은 열등감, 공포, 불안, 질
투, 백일몽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원만한 사회
계를 방해하는 행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 다. 

Achenbach와 Edelbrock[5]은 문제행동을 외 화 문

제와 내면화 문제로 구분하고 외 화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억합된 

감정의 행동화, 비행, 공격행동 등과 같이 외부로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면화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히 표 하지 못하는 정서 인 문

제행동을 의미하며, 외로움, 우울, 두려움, 축, 불안, 강
박 념 등 자기 지향  행동을 말한다. 
홍경자[17]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가정, 학교,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한 반

응으로 나타내는 정서 , 행동  부 응이나 장애 모두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정문자[18]는 유아의 연령
에 기 한 규범  행동으로 보기에 부 한 행동이나 

정상 인 응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서 보이는 행동으

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 인 지도범 를 벗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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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야기 시키는 행동이라 하 다. 
Achenbach와 Edelbrock[19]는 외  문제행동과 내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고 외  문제행동은 감정

이나 행동의 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

으로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내  문

제행동은 소극 이고 사회 으로 내제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불안, 우울, 사회  축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20]. 
둘째, 1990년 이후 연구에서는 Kauffman[21]은 문제

행동을 학문 , 사회 , 직업 , 개인  기술 등을 포함

하는 교육  상황에서 유아의 나이, 유아에게 한 문

화, 인종  규 에 부 합한 행동 , 정서  반응을 수반

한 장애로 보았다.
성 혜[22]는 문제행동이 유아와 가정, 학교, 이웃 등

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

어 발생되는 것으로, 심리  사회  원인으로 형성된 복

합 인 문제라고 하 다.
한미 과 유안진[23]은 Achenbach[24]의 유아행동평

가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우리나라 유아가 주로 보

이는 문제행동으로 축, 우울/불안, 과잉행동, 미성숙행
동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김유미[25]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성격, 습 , 신체  

조건, 언어, 유치원 행동 문제, 학습, 정서, 성, 인 계, 
생활태도와  등의 11가지로 범주화 하 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송의열과 이미자

[26]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인지 , 정서 , 심리 운동  기능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 인 개인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  

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을 의미

하며 이는 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
황혜정[27]은 교사  부모용 유아문제행동 진단 검

사를 개발하기 해 기존의 국내·외 검사지의 틀을 기
로 문제행동을 크게 외 화  문제행동, 내 화  문제

행동, 그리고 혼합형 문제행동의 3개 역으로 구분하
다.
김연[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축문제, 

우울/불안문제, 주의집 문제, 비행문제, 공격성문제로 
분류하 다. 축문제는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도망하는 

행 로서 어떤 상이나 외부 실로부터 물러나거나 떠

나는 것이며, 우울/불안문제는 슬  감정의 정도가 심하

고 오래된 상태로 자주 긴장하고 겁을 내는 것이다. 주의
집 문제는 부주의하며 과잉행동과 충동 인 행동을 나

타내는 것이며, 비행문제는 거짓말, 욕, 남의 물건 괴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 이고, 공격성문제는 의
도 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 , 심리  손상을 주고자 

해를 가하는 것이다.
권기정[28]은 과잉행동, 공격행동, 불안, 축, 미성숙 

등으로 나 었다. 과잉행동은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이탈
하고 뛰어다니고 신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움직임은 가정, 학교 등 모
든 장소에 나타나며 학습과 놀이와 같은 사회  활동뿐

만 아니라 비사회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체 으로 유아 문제행동유형을 3~5가지 하 범주

로 나 어짐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으로는 공격성·반사회
 행동, 방해하는 행동, 괴  행동, 감정 ·의존  행

동, 사회  행동의 기피행동으로 나 어진다.
특히 유아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치 못하고 자기 멋 로 행동하는 경우를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유아의 동일행동이라도 어떠한 사회  

상황에서 발생하 는지, 가 그 행동의 성에 해 

평가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유아의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치 못하

고 자기 멋 로 행동하는 경우로 유아의 동일한 행동이

라도 그 행동이 어떤 사회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는 
가 그 행동의 성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문제행동이 

정상 인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상 인 행동이 문

제행동으로 평가되는 특징을 갖는다. 

2.3 유아 문제행동 영향요인 및 관련 변인

유아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아의 

개인 내  요인과 외  상호작용 요인으로 나  수 있다.
개인 내  요인으로는 유아 기질, 성, 정서 지능, 사회
 유능감, 도덕성이나 인지 능력 등을 들 수 있는데 많
은 연구에서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으로 입증되고 있다[29-31].
Thomas와 Chess는 자신들의 종단  연구에서 까다

로운 유아로 분류된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32]. 특히 까다로운 
유아나 화를 잘 내고 충동 인 유아들은 주의력결핍과잉

행동(ADHD)이나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 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30]. Nelson[3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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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차원 에서 부정  정서는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외 인 문제행동을 가장 잘 측해  수 있는 변수임

을 보고하여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주요변인

임을 알 수 있다.
한 문제행동에 한 연구에서 남녀의 성도 주요 변

수임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일반 으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들[34-35]이 있고 공
격행동은 남아가 불안은 여아가 높음을 보여주는 연구

[36]도 있다. 여기서 여아는 두려움과 걱정, 남아는 과잉
행동을 많이 보이고[37], 박종효[38]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 이며 부주의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반면 여

아는 남아보다 자기조  수 이 더 높은 반면, 활동수
이 높은 유아는 쉽게 분노하고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겪

는다고 밝혔다. 한 공격 인 유아는 래에게 잘 수용

되지 않으며 행동통제도 부족하고 학습능력에도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남녀의 성 요인 한 주요 변수다. 
한 사회  유능감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

치는데 Raver와 Zigler[39]는 사회  유능감을 유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

에 해 학습하고, 래와 정 인 계의 네트워크 내

에서 잘 응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따라서 감성지능, 도
덕성, 사회성 한 기질과 함께 유아의 응과 문제행동
을 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시사해주었다[40]. 
개인 외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 스트 스, 부부 계  부부갈등, 가정의 
경제  소득 수 , 부모 정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육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후천 인 특성과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유아의 문제행동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40].
Aunola와 Nurmi[41]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내재화  외 화 문제행동 간의 련성을 규명하려고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 이

면서도 심리  통제를 많이 할 때 내재화·외 화 문제행

동을 빈번히 일으킨다고 하 다. Cumming와 Davies[42]는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신경증  성향은 자녀에게 철회, 
불안, 수동성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  공격성, 과잉
행동과 같은 외 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데 지 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부모의 애정 이지 않고 거부 이며 통제 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한다고 하 다[43]. 

김선희, 김경연[4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애정 인 양

육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어머니가 자녀와 계에서 경험
하는 심리  좌 감과 자녀를 키우기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 스가 유아의 내재화 뿐 아니라 

외 화 문제행동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45]. 
한 부부간 양육 불일치와 외 으로 표 되는 부부

갈등은 유아의 부 응에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54]. 이는 유아의 주요한 환경 변인으로
서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김지윤·도 심·김민정[98]의 연구에 의하
면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직

이라기보다는 유아의 정서조 능력을 통해 간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낮은 사회경제  지 는 이고 부 응  

반응을 양산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양산하게 되고[46], 
품행문제를 비롯한 외 화 문제행동과 정서  문제에도 

향을 미치는 요 험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47-48]. 
장 실[49]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가정 유아는 일반가
정 유아들보다 더 문제행동을 보여 유아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다른 유아들이 작업하거나 노는 것을 자주 방해

하며 싸우는 일이 많고 고의 으로 장난감이나 시설을 

망가뜨리는 등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했다.
안명희[50]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  정

서는 자녀의 외 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고 

자녀에 한 심리  통제를 가 시킴으로써 내면화 문제

행동에도 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 김우경[51], 
유 숙[5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의 외
화 행도문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변수를 종합해볼 때 개인 내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성·사회  유능감과 외 요인으로 부모의 양

육태도와 행동 등이 한 련 요인으로 요약된다. 그
리고 이들 요인  특히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 가장 높은 상 성을 갖고 이들 유아의 기질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 한 다

양한 유형으로 생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아가 환경과의 상

호작용과 교육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후천 인 특성들의 

요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로 인해 유아의 문제행동 

향요인의 확장과 동시 더 세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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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성지능, 도덕성, 사회성 한 기질과 함께 유아의 
응과 문제행동을 측할 수 있는 주요 향요인임을 

뒷받침한다[53]. 그리고 성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 이며 부주의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반면 여아는 

남아보다 자기조  수 이 더 높고, 활동수 이 높은 유

아는 쉽게 분노하고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공격 인 유아는 래에게 잘 수용되지 않

으며 행동통제도 부족하고 학습능력에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부부간 양육 불일치와 외 으로 표

되는 부부갈등에 의해 유아의 부 응에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54]. 이는 유아의 주요한 
환경 변인으로서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향력은 직 이라기보다는 유아의 정서

조 능력을 통해 간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유아의 기질과 행동연구내용분석

3.1 분석 대상 및 내용

3.1.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련 
국내 논문들을 상으로 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와 학술지에 논문의 일부 는 요약본이 게재되지 않은 

학 논문으로서 총 79편을 상으로 하 다. 

3.1.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유아 유아교육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고찰한 선행논문들(ex. Kim et al, 2009)을 참고하여 우
선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분석 기 으로 연구방

법, 연구내용과 연구결과의 세 측면을 선정하 다.

3.1.2.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연구 상,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측정

도구, 그리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나 어 고찰하 다.

3.1.2.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부모 계  개인 련 연구, 연구동향 평

가, 척도개발 연구, 이론연구 등의 4가지 연구주제로 분
류하여 유형별로 분석하 다.

3.1.2.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유형분류, 향요인, 발생원인, 구성요소 
 하 요소들의 향력, 그리고 효과성 검증에 한 결
과를 분석하 다.

3.1.3 자료분석

이상의 세 측면에서의 분석과정에서, 분석기 별 방

법에 따라 해당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논문의 내용
이 분석의 하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으로 포함시켰다. 

3.2 내용 분석 결과

3.2.1 연도별 연구 수

다음은 연도별 연구 수에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먼  70-90년도의 경우 19편(24.1%), 90-00년
도의 경우 30편(38.0%), 00-10년도의 경우 20편(25.3%), 
10-15년도의 경우 10(12.6%)으로 나타나 체로 90-00
년도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Year Frequency Percentage
70’-90’ 19 24.1
90’-00’ 30 38.0
00’-10’ 20 25.3
10’-15’ 10 12.6
Total 79 100.0

Table 1. Number of Chronological Researches

3.2.2 연도별 영향요인

다음 Table 2는 연도별 향요인에 해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  연령의 

경우 70-90년도 2편, 00-10년도 1편, 10-15년도 1편으로 
나타났고, 신체의 경우 90-00년도 2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서의 경우 00-10년도 1편, 언어의 경우 00-10년
도 2편, 인지의 경우 00-10년도 1편, 래집단 성향, 친
구 련 특성 90-00년도 1편,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8편, 10-15년도 2편, 가정변
인의 경우 00-10년도 1편, 가족특성의 경우 90-00년도 4
편, 학교 련 특성의 경우 90-00년도 2편, 성격의 경우 
90-00년도 2편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기질의 경우 

70-90년도 5편, 90-00년도의 경우 8편, 00-10년도의 경
우 1편으로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 70-90년도 1편, 
00-10년도 1편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지능의 경우 00-10
년도 1편, 부모의 양육 스트 스의 경우 90-00년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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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년도의 경우 11편, 10-15년도의 경우 1편, 부부
계  부부갈등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10편, 
10-15년도 1편, 가정의 경제  소득수 의 경우 70-90
년도 2편, 90-00년도 2편, 00-10년도 4편, 10-15년도 2
편, 어머니의 심리상태의 경우 90-00년도 1편, 10-15년
도 1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스트 스의 경우 00-10년
도 4편으로 나타났고, 유아교육기 에서의 교사 역할의 

경우 70-90년도 1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태도의 경우 90-00년도 1편, 00-10년도의 경우 7
편, 10-15년도의 경우 1편, 부모 정서의 경우 00-10년도 
1편, 부모의 높은 기 의 경우 70-90년도 1편, 00-10년
도 1편, 어머니의 유아기 경험에 한 개념의 경우 

70-90년도 2편, 부모의 애착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1편, 10-15년도 1편, 부모의 애착의 경우 
90-00년도 2편, 10-11년도 1편, 10-15년도 1편, 생물학
 요인의 경우 90-00년도 1편, 부모의 연령, 성격, 출생
순 의 경우 70-90년도 1편, 아버지의 역할의 경우 
70-90년도 4편, 90-00년도 2편, 어머니의 교육수 의 경

우 00-10년도 1편, 성취압력의 경우 70-90년도 2편, 
90-00년도 8편, 00-10년도 6편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의 경우 70-90년도 1편, 90-00년도 6편, 00-10년도 5편
으로 나타났고, 도덕성의 경우 70-90년도 15편, 00-10년
도 4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유능감의 경우 70-90년
도 1편, 90-00년도 6편, 00-10년도 5편, 지역사회의 경우 
70-90년도 1편, 90-00년도 5편, 00-10년도 5편, 부모의 
부정  정서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12편, 
10-15년도 3편, 양육 효능감의 경우 90-00년도 3편, 
00-10년도 3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반 으로 도덕성(9.1%)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부모의 부정  정서(8.2%), 성취압력(7.7%), 유아
기질(6.7%), 부모의 양육 스트 스(6.3%), 부부 계  

부부갈등(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1970~1990년도 체 41개 요인에서 1990~2000년
 62개요인 2000~2010년에 93개 요인으로 나타내 
기 연구에 비해 련 향 요인이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내 그 만큼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련요인의 비 에 있어서도 부모의 도덕  사

고 이 가장 높은 그리고 유아에 한 부정  사고나 정

서가 더 높아 유아 자신의 기질이나 태도보다 부모의 유

아에 한 양육태도에 따른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넷째, 2000년  이후 특징 으로 보다 많이 등장하는 

향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 계  부부갈등,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  정서 성취 

압력 등 부모와 련된 부정  양육 과 욕구가 많이 사

용되는 경향을 보 다. 

3.2.3 연도별 원인

다음 Table 3은 연도별 원인에 해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  성격, 개인  특성, 가족특
성, 학업성 , 학교특성, 친구집단, 사회  환경의 경우 

90-00년도 6편, 00-10년도 2편, 10-15년도 2편으로 나타
났고, 부모와의 계의 경우 00-10년도 1편으로 나타났
으며, 신경·생물학 의 경우 90-00년도 1편, 00-10년도 1
편, 행동주의 , 정신 역동 , 사회 학습 이론 , 생태학
 의 경우 90-00년도 1편, 정서 ·사회  미성숙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1편, 지 특성의 경우 

90-00년도 1편, 인간 계의 경우 90-00년도 2편, 가정환
경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2편, 사회 환경의 
경우 90-00년도 2편, 00-10년도 1편, 부모의 격리의 경
우 90-00년도 1편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 교육 시설, 
결손 가정, 부모-유아의 애착, 애정 결핍, 발달에 따른 갈
등 상황, 이혼, 형제간의 경쟁의 경우 90-00년도 1편, 부
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90-00년도 2편, 완벽주의 부모, 
텔 비 , 수 음, 학 , 알콜 독자 마약, 양공 , 알
르기와 민감성의 경우 90-00년도 1편, 환경  원인의 

경우 00-10년도 2편, 인지  원인의 경우 00-10년도 1
편, 유아들 간의 갈등 상황의 경우 00-10년도 2편, 지
특성의 경우 90-00년도 1편, 유아의 갈등이나 욕구 불만
의 경우 00-10년도 1편, 뇌 손상, 양실조, 출생의 경우 
70-90년도 1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원인별 경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반 으로 성격, 개인  특성, 가
족특성, 학업성 , 학교특성, 친구집단, 사회  환경

(8.6%)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총 4단계 문제행동 원인
을 보면 1970년~1990년 는 유아 뇌나 양, 출생 당시 
건강에 한 기 인 유아개인에 치 돼있다. 1990년
 이후 2000년  들어 성격, 개인  특성, 가족 특성, 
래 계, 가정환경, 사회  환경으로 다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 관련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연구 추이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탐색 연구 -1970∼2015년까지의 연대별 문제행동 범주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6729

이 같은 원인을 보면 기연구들은 유아 개인에 정신 

건강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높

았으나 2000년  이후 유아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계·
가정환경·어린이집 이용환경이 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환경과 래, 교사 계 등의 비 이 높아졌음을 특징

으로 나타났다. 

            Year

Influence Factors

70’-
90’

90’-
00’

00’-
10’

10’-
15’ Total

Perce
nt

(%)
Age 2 1 1 4 1.9 
Body 2 2 1.0 
Society·Emotion 1 1 0.5 
Language 2 2 1.0 
Cognition 1 1 0.5 
Peer Group Disposition 1 1 0.5 
Friend Characteristics 1 1 0.5 
Parenting Attitude 2 8 2 12 5.8 
Home Variables 1 1 0.5 
Family Characteristics 4 4 1.9 
School Characteristics 2 2 1.0 
Personality 2 2 1.0 
Child Temperament 5 8 1 14 6.7 
Gender 1 1 2 1.0 
Emotional Intelligence 1 1 0.5 
Parenting Stress 1 11 1 13 6.3 
Mari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2 10 1 13 6.3 
Home Economy and Income Level 2 2 4 2 10 4.8 
Maternal Psychological State 1 1 2 1.0 
Parental Stress 4 4 1.9 
Teachers' Role in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1 1 0.5 

Maternal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 7 1 9 4.3 
Parental Emotion 1 1 0.5 
Parental High 
Expectation 1 1 2 1.0 

Maternal Conception of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2 2 1.0 

Parental Attachment 2 1 1 4 1.9 
Biological Factors 1 1 0.5 
Parental Age 1 1 0.5 
Parental Personality 1 1 0.5 
Birth Order 1 1 0.5 
Paternal Role 4 2 6 2.9 
Maternal Educational 
Standard 1 1 0.5 

Achievement Pressure 2 8 6 16 7.7 
Emotional Intelligence 1 6 5 12 5.8 
Morality 15 4 19 9.1 
Social Competence 1 4 1 6 2.9 
Local Community 1 5 5 11 5.3 
Parental Negative 
Emotion 2 12 3 17 8.2 

Parenting Efficacy 3 3 6 2.9 
Total 41 62 93 13 209 100.0 

Table 2. Chronological Influence Factors

4.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 연구 변화 

분석

4.1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변화 동향분석

4.1.1 문제행동 개념 연구

문제행동 개념연구와 련하여 1950년  까지는 

일반 으로 사회  부 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  이후 로이드 등의 향을 받아 정서장애로, 
1960년  후기에는 문제행동, 문제행동, 이상행동, 부
응행동, 행동장애 등으로 변화되어왔다[55]. 

1970년  이르러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강조된 이
후 80-90년 는 ‘문제행동(behavioral problem)', '비정상

 행동(abnormal behavior)', '행동장애(behavioral disturbances 
는 conductidisorder)', '역기능  행동(behavioral dysfuction)', 
부 응행동(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등의 용어
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 후 2000년  이후 더욱 확장되어 문제행동과 유사

한 의미로 부 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비정상  

행동(abnormal behavior), 정신 장애(mental behavior), 
품행 장애(conduct behavior), 정서  장애(mental behavior)등
으로 표 되는데 이것은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의 다

양함에서 비롯되었다[41]. 
한편 2010년 이후에는 문제행동을 외 화 문제행동

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나 기도 한다. 외 화 문제행

동은 통제되지 않는 행동과 사회화되지 않는 다른 행동

이 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 으로는 부정  정서

를 직 으로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동, 분노나 공격성, 
그리고 좌 이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내재화 문제행동은 축과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억압을 
포함하는데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들은 지나치게 

자기통제를 많이 하고 부정 인 정서를 타인에게 보다 

자기 자신에게 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56,162]. 
이 듯 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개념 연구는 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그 개념도 단히 범 하여 

일시 이고 경미한 증상의 문제행동부터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증상의 행동까지 포함될 수 있어 구체

으로 문제행동이 무엇인가에 한 합의된 정의 없이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게 문제행동에 해 하나의 일치된 정의를 내리

지 못하고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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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Influence 
Factors

70’-90’ 90’-00’ 00’-10’ 10’-15’ Total Percent
(%)

Personality 6 2 2 10 8.6 
Personal Characteristics 6 2 2 10 8.6 
Family Characteristics 6 2 2 10 8.6 
Academic Record 6 2 2 10 8.6 
School Characteristics 6 2 2 10 8.6 
Friend Group 6 2 2 10 8.6 
Social Environment 6 2 2 10 8.6 
Relationship with Parent 1 1 0.9 
Neurological·Biological 1 1 2 1.7 
Behavioristic 1 1 0.9 
Psychodynamic 1 1 0.9 
Social Learning Theoretical 1 1 0.9 
Ecological Perspective 1 1 0.9 
Emotional·Social Immature 2 1 3 2.6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1 1 0.9 
Human Relationship 2 2 1.7 
Home Environment 2 2 4 3.4 
Social Environment 2 1 3 2.6 
Parental Separation 1 1 0.9 
Preschool Education Facilities 1 1 0.9 
Broken Family 1 1 0.9 
Parent-Child Attachment 1 1 0.9 
 Lack of Affection, Conflict Situation by Development 1 1 0.9 
Divorce 1 1 0.9 
Fraternal Rivalry 1 1 0.9 
Parenting Attitude 2 2 1.7 
Perfectionistic Parents 1 1 0.9 
Television 1 1 0.9 
Shyness 1 1 0.9 
Abuse 1 1 0.9 
Alcoholic Drug 1 1 0.9 
Nutrition Supply 1 1 0.9 
Allergy and Sensibility 1 1 0.9 
Environmental Cause 2 2 1.7 
Cognitive Cause 1 1 0.9 
Conflict Situation among Children 2 2 1.7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1 1 0.9 
Children's Conflict or Frustration 1 1 0.9 
Brain Damage 1 1 0.9 
Malnutrition 1 1 0.9 
Birth 1 1 0.9 
Total 3 73 26 14 116 100.0 

Table 3. Chronological Causes

문제행동에 한 개념이 갈수록 매우 범 하고, 각 학
문분야의 특성이 반 되어 유아를 바라보는 의 차이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10,26,56-58]. 

4.1.2 문제행동 유형 분류 연구

문제행동에 한 유형분류연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만 일반 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은 크게 Achenbach와 
Edelbrock[5]이 분류한 외 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

행동의 2가지 유형으로 축약될 수 있다. 외 화 문제행

동은 감정이나 행동의 한 억제가 결여되어 다소 통

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격성, 과다행동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반면에 내재화 문제행동은 소극 이고 

사회 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불안, 우울, 사회  축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Achenbach와 Edelbrock[19]은 1983년에 부모용 유아 
행동평가 척도에서 분류하 던 유아의 문제행동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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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나 어 분류하

다[59]. 유아의 문제행동에 해 살펴본 조희숙과 서
수인[60], 황혜신과 황혜정[61]의 연구 역시 우리나라 유
아의 문제행동을 외 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

로 구분하 다. 여기서의 외 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

제행동으로 구분하 다. 여기서도 외 화 문제행동은 공

격  행동과 과다행동을 포함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 행동, 사회  축 행동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제행동의 유형을 분류한 련 연구를 볼 때 기

연구부터 지속 으로 심의 상이 되어 온 문제행동의 

하  요소는 공격  행동이나 사회  비행과 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고[62], 유아도 성
인처럼 사회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

람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부정 인 향을 주는 모든 

행동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연구가 차 발 하면서 산만한 행동이나 학습문제 

등이 생활습  련 문제행동에 포함되면서[63-65]. 생
활습  문제는 주로 어른에 한 반응, 섭식, , 규칙, 
질서 등 공동체내에서 하게 기능하기 해 기본 으

로 가져야 할 생활습 에 배되는 행동으로 유아의 문

제행동 한 도덕  에서 많이 다루어졌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같이 유아의 문제행동은 기연구에서는 주로 발달

병리나 임상 역에서 많이 다루어져왔으나 그러나 최근

에는 일반유아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특히 외국의 연구에서는 정상유아의 

6~20%가 정서  부 응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

으며[66-67], 국내에서도 일반유아의 약 10% 정도가 정
서  부 응이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68]. 이는 더 이상 문제행동이 특수한 정신  이상

이나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는 유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정상유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69]. 
이같은 연구는 문제행동의 유형 분류가 공통 으로 

공격성, 불안, 과잉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외의 문제
행동에는 미성숙, 반사회  행동, 감정 ·의존  행동, 
방해하는 행동, 사회  활동의 기피, 비행, 성문제, 성격 
장애, 약한 체력, 응력 부족, 심한 피해의식 등으로 분
류함으로써 차 시  변화와 함께 분류되는 범 가 임

상  역보다 일반생활 에서의 문제행동에 한 요

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알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1.3 유아문제행동 측정 연구 

유아의 문제행동의 측정을 한 척도연구는 일반 으

로 임상 문가들이나 정신 의학  역의 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측정척도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변수를 사용한 척도로 크게 양분된다. 
Behar과 Stringfiled[62]는 만 3~6세 유아를 한 

PBQ(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에서 유아
의 문제행동을 -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3
가지 척도로 측정하 다[70].

Burks[71]도 만3세에서 6세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
과 문제의 양상을 구별하기 해 유아용 문제행동 척도

인 BBRS(Burks' Behavior Rating Scale: Preschool and 
Kindergaten Edition)를 개발하여 문제행동을 18개로 분
류하 다. 즉 Burks[71]은 18개 문제유형(심한 자책, 심
한 불안, 심한 축, 심한 의존, 약한 자아력, 약한 체력, 
응력 부족, 지 능력 부족, 주의력 부족, 자제력 부족, 
실감 부족, 정체성 부족, 심한 자학, 울화 억제력 부족, 
심한 피해의식, 심한 공격성, 심한 자학, 울화 억제력 부
족, 심한 피해의식, 심한 공격성, 심한 항, 사회 응력 
부족)으로 구분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문제행동이 무엇이
고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를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McGuire와 Richman[72]이 개발한 유아행동목록척도

(Preschool Behavior Checklist: PBCL)는 품행문제, 정
서  문제, 사회  계의 문제, 집 하여 건설 으로 놀

이하는 능력, 발버둥 치며 떼쓰기, 언어, 습 , 소변 문
제 등의 역에서 나타나는 행동변수를 사용하는 척도로 

개발하여 다 역의 척도를 특징 으로 보여주었다. 
Kauffmann[73]은 정신의학  척도(psychological classification)

와 행동 역  척도(behavioral dimension classification)로 분류
하고 정신의학  척도로 가장 리 알려진 DSM(Diagnostic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를 사용하
다. DSM은 DSM-Ⅰ(1952)이 미국정신의학회를 통해 발
간된 이래 개정되어 재 DSM-Ⅳ(1994)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 인 DSM-
Ⅳ(1994)에서는 유아기의 문제행동 측정척도를 정신지
체,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범 성 발

달장애, 주의력 결핍  괴  행동장애, 식  섭식 

장애, 틱 장애, 그리고 배설장애와 분리불안장애나 선택
 함구증과 같은 기타 장애에 사용하 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이미자[74]는 Burks[71]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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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유아용 행동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교사용 유아 문
제 행동 유형 평정 척도를 사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각 
문제 행동의 유형에서는 ‘심한자책’, ‘약한 체력’, ‘ 응
력 부족’, ‘지 능력 부족’ 등의 문제 행동 유형에서 남
아보다 여아들의 문제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

다. 한 연령에 따른 각 문제행동 유형에서는 ‘ 응력 
부족’, ‘정체감 부족’, ‘울화억제력 부족’, ‘심한 피해의
식’, ‘심한 공격성’, ‘심한 항’, ‘사회 응력 부족’ 등의 
유형에서 4세 유아보다 5세 유아들에게서 더 많은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한 강혜정[75]은 만3～6세 유아의 행동  부 응 

행동을 측정하기 해서 Behar과 Stringfield[62]가 제작
한 유아 행동에 한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한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문제
행동은 여아보다 남아가 공격행동  산만행동, 체행

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은 공격행동 
 불안 행동, 산만행동, 체행동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한국 유아 문제행동
의 특성을 연구한 이경숙, 신의진, 연진, 박진아[76]는 
만2세 6개월에서 5세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기 한 
행동평가 척도인 Kamphaus와 Reynolds[77]가 개발한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사
용하여 연구 한 결과, 성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결과 
‘공격성’, ‘과잉행동’, ‘외 화 문제행동’, ‘주의집 문제’
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인 반면 ‘우울’, ‘ 축’
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한 유아 문제행동의 연령차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

라 ‘공격성’, ‘외 화 문제행동’, ‘우울’, ‘비 형 행동’, 
‘불안’의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연
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공격성’, ‘외 화 문제행동’, 
‘우울’, ‘비 형 행동’, ‘과잉행동’, ‘ 축’ 문제행동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유아의 정서 조 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해 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어린 연령의 유
아는 정서 조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욕구를 언어 으

로 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 화  내면화 문제행동

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서조 과 욕구지연만족이 가능해지고, 한 언어능력

이 발달함에 따라 성인과 타 이 가능하며 자신의 욕구

를 언어 으로 표 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서 행동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볼때 많은 연구에서 유아 문제행동을 

성별, 연령별로 나 어 측정척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문
화의 차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며 문제행

동 유형이 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하 요소를 모두 포

함하면서도 간단한 문제행동의 개념체계나 일반 유아를 

상으로 연구하기에 한 문항 심으로 ‘ 래 련 

문제행동’, ‘발달 련 문제행동’, ‘기본 생활습 련 문

제행동’, ‘도덕성 련 문제행동’, ‘정서 련 문제행동’, 
‘성 련 문제행동’을 반 한 유아 문제행동에 한 성별, 
연령별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응용되고 있음을 특징 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인 상황에서의 경험 으로 평가하기에 

합한 척도로 오경자 등[78], 이효신[79-80] 등이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표 화한 K-CBCL(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을 주요 사용되는데 여기서 K-CBCL은 
Achenbach[24]의 12가지 척도에 6-11세에만 용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emotional liability)을 포함
한 총 13가지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행동 측정척도의 용은 K-CBCL의 측

정척도인 정서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축, 수
면문제, 주의집 문제, 공격행동, 기타문제를 사용한 척
도와 공격 행동, 정서 불안정 행동, 자해 행동, 반사회  

행동, 상동 행동, 성  이상행동, 기물 손 행동, 신체증
상 등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척도 의 하나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

화 문제행동이다[24,60-61,81].
이러한 문제행동의 측정척도는 임상 의학  역의 

척도보다 일상생활 속 척도가 많이 쓰이고 특히 어린이

집 유아 교사가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행동 유형을 별하고 각 문제행동 유형별

로 분류하고 처방안을 제공해 주기 해 문제행동 측

정척도는 행동의 재 방안 수립에 극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재 로그램 계획 시 반 되게 된다는 에서 척

도개발과 사용의 요성을 갖는다. 

4.1.4 유아 문제 행동 영향 요인 연구

재 수행되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 까지 이루어진 유아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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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련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다수의 연구가 유

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변인을 규명하

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문제행동의 성격 상 
문제행동의 발생을 이고 방· 리하는데 연구의 그 
근본 목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을 토 로 살펴보면, 유아의 
성격이나 신체특성과 같은 개인특성[82,83], 부모를 포
함하여 가족의 물리 , 심리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특

성[84-87], 어린이집  응 등을 포함하는 학교 련 
특성[88], 친구 집단 성향과 친구 련 특성[84,87]등을 
문제행동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에서도 많은 연구
자들은 문제행동의 향요인을 부모와의 계를 포함한 

가정환경  개인의 인지 , 심리  특성에 찾고자 하

다[89].
특히 Ontario Child Health Study의 종단  연구[90]

는 유아의 발달사, 가족  요인, 인구학  요인  특히 

가족  요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91] 유아를 둘러싼 환경  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래집단, 가족변인에 련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그 에서 특히 가족 련으로 부모변인을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제시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즉 유아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

령을 기 으로 신체[82], 사회·정서[92], 언어[93-94], 인
지[95] 등의 개인  발달특성을 연구했다. 환경  요인

으로 가족의 물리 ·심리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특성

[85], 기 의 응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집 련 특성[88, 
96], 래집단 성향과 친구 련 특성[87]등이 발표되고
있다. 이  다수의 연구자들이 개인의 특성과 부모의 양

육태도[97]  가정변인[89]을 유아문제행동의 주된 요
인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집약해보면, 우선 개인  요인으로 유아 기질

[98], 성별  연령[99], 정서 지능[8], 사회  유능감

[53], 도덕성이나 인지 능력[100] 등이 주요 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아의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101], 양육 스트 스[102], 부부 계  부

부갈등[103], 가정의 경제  소득 수 [104], 어머니 애
착유형[50]으로 축약된다. 

4.2 주요 문제행동 요인의 상호작용과 관계

4.2.1 가족환경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문제행동과 가족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한 

계를 살펴보면 가족의 사회학  특성과 련해서 볼 때,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  지 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

생과 상호 계에서 연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105]. 
즉 경제  빈곤은 사회 으로 어려운 성공지향 사회에서 

필요한 지 경험과 사회  계경험에 여러 가지로 불리

하며 이는 발달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이 된다. 사회계층, 빈곤, 실업,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감은 유아학 와 련된 주요 사회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낮은 경제  요인이 더 큰 스트 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 스 좌 이 학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으

며 사회 경제  스트 스는 부모로 하여  유아의 요구

에 심을 덜 가지게 하고, 덜 온정 이게 하며, 유아와
의 계에 강압 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106-108]. 
그러나 사회학  배경이 어떻게 가족 간의 상호 패턴과 

상호작용하여 특정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해  

수 있는 실제 메카니즘에 해서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부부불화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많은 가족체계이론가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가족갈등의 확 된 증후로 보고 반복되는 부부불화가 유

아의 문제행동에 향을  수 있으며, 부부불화가 유아
에게 스트 스를 다는 것이 지속 으로 밝 지고 있

다. 한 부부사이의 분노의 표출은 유아에게 감정 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그들을 부모의 문제에 말려들게 
할 수도 있으며, 분노 는 공격 인 행동을 이끌어 내거

나 유아의 역기능 인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다[42,109]. 한 부부간의 불화는 부모의 지각과 유아

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스타일에도 향을 다. 즉 부부
불화는 유아의 감정  필요와 신호에 한 부모의 반응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감정  

계나 의 질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유아의 문제행
동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수 선행연구에서 부부불화가 유아의 주의력결핍

의 심각성과 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의 불
화는 부모-자녀 계를 질 으로 변화시키는 메카니즘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110-111]. 더 나아가 부부
불화는 어머니의 우울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부모의 인지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12]. 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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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불화나 어머니의 우울이 겹치게 되면, 별개로 있을 
때보다 유아의 공격성, 부모자녀간의 갈등, 유아의 이탈
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간의 불화가 높은 상 계임을 보여 다. 

Sampson과 Laub[113]는 소득층 가정의 부모가 고
소득층 가정의 부모보다 자녀에게 감을 더 많이 표

출하는 것을 발견하 다. 부모의 감은 주로 부모의 

우울, 결혼생활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화, 돈 문제에 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
가 우울하고 결혼생활의 불화가 높으면 자녀에게 신체  

체벌이나 정신 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빈곤이 유아의 

사회 정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가 시킨다. 따
라서 부모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학 하면서 스트 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높기 때

문에 가족 환경  특징은 유아의 다양한 내 , 외  문제

행동 요인으로 나타나는 주요 요인으로서 상호 상 성을 

갖는다[108].

4.2.2 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심리  건강과 상 계

가 있다, 그 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면  문

제 행동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  건강, 어머니의 부정  자아  

등이 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다. Downey 
& Coyne[114]는 어머니의 우울은 내면 으로 잠재되어

있는 응상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유아기 우울, 분노와 
같은 내면  문제행동과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

은 외  문제행동을 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
지 [1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이 소득층 가
정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체 문제행동에 가장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어머니는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유아를 하는 데 있어 

민감성이 떨어지고 일 이지 못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와 유아의 계에서 부정, 비난, 갈등은 유
아의 낮은 자기 가치감, 낮은 자기존 감과 계가 있다. 
즉 어머니 자신에 한 부정 인 은 유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응에 큰 험요소로서 작용한다[115].
곽소 [116]은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추

하는 연구를 통해 문제군 유아의 어머니들은 일반군 유

아의 어머니들보다 하게 아버지 애착, 어머니의 애
착이 불안정 이며, 자아존 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이 
높으며, 과보호의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면서 유아의 
내재화, 외 화 문제에 향을 다고 하 다. 송 정

[117] 한 유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애정  양육을 받지 

못하고 과잉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 스 처하는 능

력이 부족하고 의존 인데 이러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자녀와의 계에서 과보호 인 양육행동이 많고, 유아기 
때 과도한 간섭이나 학 받은 경험의 어머니는 과잉간섭

과 통제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유아의 응행동에 부정

 결과를 래한다고 하 다. 반면 유아기때 어머니로
부터 애정  양육을 받을수록 정  정서를 경험하여 

자녀와의 계에서 애정  양육행동이나 극 으로 참

여하는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강압 인 태도는 감소시

켜 유아가 어머니와의 계를 친 하며 처벌 이거나 

립 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데 기여한다.
Barber[11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  건강이 

폭력유아의 문제행동과 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한 공격 이고 통제되지 못한 유아의 행동습

은 아버지가 심리 인 부 응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난

폭한 정서(공격성)에 빠져 있는 경우와 상 성이 높고, 
유아에 한 고려 없이 행동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많은 상 이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아버지의 심리 인 

특성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심리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

는가는 어머니의 심리 인 환경 뿐 아니라 가정의 정서

 분 기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충동 이거나 공격 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들은 

덜 지지 인 계를 유지하여 어머니의 생활만족이나 양

육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아버지의 심리  특성과 결혼생활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충동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 성에 

부  상 계가 있고[119], 인 계기술이나 친 성 

같은 사회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정 인 상

이 있다[120].
아버지가 보이는 유아에 한 공격성은 유아의 내면

 공격성과 깊은 련이 있다[112,121]. 그리고 배우자
에 한 부모의 공격 인 행동을 목격한 유아들 역시 

응행동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의 유아는 부
모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되거나 폭력에 한 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결과 으로, 아버지의 심리  건강

은 유아의 외  문제 행동과 상 이 높다. 공격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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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못한 행동습 을 가진 유아는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공격  이며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

지 않고 마음 내키는 로 혹은 충동 으로 행동하는 경

향이 매우 높다. 그리고 부정 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심을 덜 보이며, 덜 반응 이며, 강
압 이고 일 이지 않은 훈육을 한다는 에서 특징을 

갖는다[122].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부모 심리 건강과 유아의 내면  문제 행동과 외  문

제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생활

의 질을 통하여 간 으로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4.2.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한 한 선행연구[40,57,123-133]
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크게 정 인 태도와 부정

인 태도로 나 어 구분하고 있다. 어머니의 정 인 양

육태도로는 애정 이고 수용 이며 자녀의 반응에 민감

한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유아 한 
정 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켜 자신의 감정을 

히 조 하여 래 계가 원만하고, 올바른 사회성을 
형성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고 연
구들[57,123-125,128-129,131-132]은 지 하고 있다. 반
면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태도에는 거부 ,강압 ,통제

,공격 ,권 인 태도와 방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어
머니의 태도는 유아를 공격 , 반항 , 거부 으로 만들

고,정서 으로불안정, 조,산만,우울한 경향이 있으며, 
성격을 손상시켜 사회성이 낮고, 문제행동을 야기 시킨
다고 연구들[40,124,126-127,130,133]은 지 하고 있다. 

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스트 스와의 련성

에 있어 어머니의 애착유형  안정애착은 개인이 스트

스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불안정애착은 개인이 
스트 스에 보잘 것 없는 처를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안정애착은 개인의 처 기술을 증가시키지만, 불안
정애착은 개인이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 가는데 불충분하

게 비하도록 함으로써 스트 스에 부 응 으로 반응

하게 하는 험요인이라는 것이다[134].
특히 안정  성인애착의 어머니는 낮은 양육스트 스

를 경험하며, 자녀를 승인해주고 격려해주며 애정을 표
시하는 애정  행동을 수행하지만, 불안정 애착 어머니
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 스를 호소하며, 자녀와의 계
에 보다 부정 으로 반응한다[135].

한편 어머니 양육스트 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련

성에서도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
의 자녀 양육에 한 부담감과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

할에 한 요구수 이 높아져 자녀양육에서 스트 스가 

증가하고 있다[136].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장발
달을 해서는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요하다는 

신념으로 인해 아버지보다 양육 스트 스를 더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137].
부모가 자신의 양육자와 부정 이고 불안한 유아기 

경험을 가진 경우 자신의 억압 이고 해결되지 않은 갈

등의 향으로 자신의 자녀와의 계에서도 반복 으로 

유사한 갈등을 재 경험하게 됨으로써 양육스트 스에 

향을  수 있다[138]. 한 정  유아기 애착 경험을 

갖지 못한 부모들은 양육스트 스를 지각하는데 향을 

끼치게 된다[139].
이와 같이 어머니의 내  작동모델이 자녀의 문제행

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성인애착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련
성을 볼 때, 생후 기의 어머니와 자녀 계는 이후 일생

동안 인간을 포함한 주변의 상들과 계 맺는 방식에 

지속 인 향을 주게 되고 이는 애착 형성이 일생동안

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측하게 한다.

4.2.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부모의 기 감에 한 문제

행동과의 계를 보면[2,10,56-58,140] 부모의 기 가 

하면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141-144] 유아의 행동, 학업성취[145], 자기개념[146] 
형성 등에 정 인 역할을 한다[147].하지만 부모의 기
가 모두 한 것은 아니며, 부모의 잘못된 기 는 자

녀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도 보고되

고 있다[148-151].
이 같은 부모의 높은 기 감은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여러 자녀에게 분산되었던 기 감이 한 자녀에게 집 되

면서 자녀가 감당해야 할 부모의 기 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체로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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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실 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 높은 기

를 갖고, 그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 사이에 불일치한 

기 가 생김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 스가 형

성되고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데 직간 으

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반면 부모의 낮은 
기 도 자녀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데, Maccoby[144]
에 따르면 부모들의 요구수 이 합할 때에 자녀들은 

이타 으로 발달하여 그들의 능력과 수행이 수  이상

이 되는 반면에, 부모들의 요구 수 이 낮은 경우 자녀들

은 높은 공격성을 갖게 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

다는 것이다[152]. 
체 인 연구동향을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 요인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장 큰 핵심요인은 부모

의 양육태도이다[153-15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 인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계에도 많은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변함없이 가장 큰 선행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격히 부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 향요인과 원
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연구들은 유아 개인에 정신 건

강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높았

으나 2000년  이후 유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계, 
가정환경, 어린이집 이용환경이 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환경과 래, 교사 계 등의 비 이 높아졌음을 특징

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

어서 어머니의 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155]. 이와 련하여 Baldwin[156]은 “유능한 유아는 
부모가애정 이고 정서 인 반응을 보이는 가정에서 자

란 유아임을 지칭하고 이러한 부모는 유아가 반응 으로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반면 

유능하지 못한 유아들은 부모가 오랫동안 정신 인 장애

가 있는데서 성장한 유아들인 경우가 많음을 지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유아가 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124]. 이와 같은 Baldwin[156]
의 지 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성문제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유아의 잠재력
과 인  성장을 구축하는 토탈 환경 구성에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필수  요소임을 재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1970~1990년도 유아의 문제행동 요인이 체 

41개 요인에서 1990~2000년  62개요인 2000~2010년
에 93개 요인으로 나타내 기 연구에 비해 련 향요
인이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련요인의 비 에 있어서도 기의 연구가 유

아 개인에 한 부정  사고나 정서에 더 높은 비 을 

두었으나 유아 자신의 기질이나 태도보다 부모의 유아에 

한 양육 태도에 따른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총 4단계의 문제행동에 있어도 1970~1990년

는 유아의 뇌나 양 출생당시 건강에 한 기 인 유

아 개인에 치 돼있는 반면 1990년  이후 2000년  들

어서는 성격, 개인  특성, 가족 특성, 래 계, 가정환
경 사회  환경으로 다원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2000년  이후 특징 으로 보다 많은 

변수가 유아의 문제행동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그 변수 

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 계  부부갈등, 어머니의 
부정 인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  정서, 성취압력 등 부
모와 련된 양육 과 욕구와 련돼있음을 나타내주었

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양육 태도와 상호 계에 따라 유

아의 문제행동과 연 성을 갖고 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기 가 심리  환경에 모아지고 있으며 유아의 문제행동

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한 유아의 행동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치

는 속성으로 이 의 연구보다 더 크게 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향을 미
친다는 련 연구들을 볼 때 기 Freud의 심리  발달

이론이나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서부터 최근

에 이르기까지 꾸 히 이론  기 로 활용돼오고 있음을

[157] 특징 으로 보여 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
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는 에

서 볼 때 부모와 같이 생활하더라도 한 사랑이나 보

살핌을 받지 못할 때 부 응의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특

징을 보이고 유아에게 무 심, 심한 벌을  경우, 유아
의 긴장고조, 반항행동을 유발하며, 지 , 신체 ,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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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해하는 문제 행동으로 이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과보
호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의 우울, 불안, 건강 염려 등 내
재화 문제에 직 인 향을 다는 에서 련 요인

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158-159]. 특히 
기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모의 권 주의  통제는 유

아의 비행  공격성 등의 외 화 문제에 직 인 향

을 미치고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

나는 비난, 공격  언어, 무 심 등의 부정  메시지는 

유아에게 좌 감, 낮은 자존감, 개심 등을 유도하여 유
아의 문제 행동을 진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60]. 이러한 결과는 결국 부모
의 양육태도와 환경의 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부

모의 양육태도가 수용 인 경우 자녀에게 신체 , 언어
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 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따른 

칭찬과 지지, 승인의 행동을 보내고, 자녀는 수용 인 부

모에게서 온정과 돌 , 편안함, 심, 지지, 사랑을 나타
낸다. 반면 거부 인 양육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냉담하고 이며 무 심하고 거부 인 경향을 갖는 

에서 비된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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