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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vocabulary ability and physical aggression

in young children.

Methods: Two waves of panel data(2013/2015)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in this study by using an adapted vers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 total of 306 five-year-old and seven-

year-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for multiple groups was conducted by using AMOS 24.0.

Results: First, vocabulary ability and physical aggression showed stability over

time. Second, young children’s vocabulary ability(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hysical aggression(t+1).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inter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ability and physical aggression by examining longitudinal

data using the longitudinal analysis metho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terventions to support language development with aggressive

childre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as a source in developing

policies for aggressive children and their parents.

❙key words young children’s vocabulary ability, physical aggression, recept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

Ⅰ. 서 론

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등 발달의 모든 영역은 서로의 발달영역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Bates & Snyder, 1987). 특히, 언어발달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써, 이

두 발달영역 간의 관련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회성 발달 영역 중

공격성과 언어발달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홍혜정, 2017; Posner & Rothba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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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아기는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 또는 최적기로 간주될 정도로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면서 공격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언

어발달과 공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Di Giunta et al., 2010; Johnson et al., 1999)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안정성과 상호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발달에 있어 만 5세와 7세 두 시점

에 걸친 안정성을 살펴보고,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각 변인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선행연구들은 두 변수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 접

근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언어발달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언

어는 사회적 표현의 주요한 도구이며, 유아가 또래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

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

하고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

어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Qi와 Kaiser(2004)는 언어적 기술이

부족하면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고, McConnell과 Odom(1999) 또한 언어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무엇

보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또래 상호작용에 더 많이 노출되는 4-5

세를 전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irard et al., 2014). 5세 유아기의 언어능력이 7세 외현화 문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정진나, 2019)에서는 유아기 언어 발달 수준이 낮을

경우 아동기에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관계를 공격성의 유형별로 탐색한 선행연구(홍혜정, 2017)에서는 언어발달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대인공격성과 물체나 물건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신체적 공격성 유형

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언어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아의 언

어적 결함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Fujiki, Brinton, Morgan, & Hart, 1999)에

서는 언어적 결함이 있는 유아의 경우 일반 유아보다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았으며, 발달 연

령과 비교하여 언어발달이 지연된 유아의 경우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위축

되는 태도를 보였다(Guralnick, Connor, Hammond, Gottman, & Kinnish, 1996). 언어발달이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연구들에서도(Brownlie et al., 2004; Park et al., 2005), 5세에 언어적 결함/

지연을 보였던 유아의 경우 청소년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언어발달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분하여 신체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수용언어/표현언어 모두 신체적 공격성과 부적 관계를 가져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이 느

릴수록 신체적 공격성이 두드러졌다(신유림, 2008). 따라서 앞의 선행연구들의 보고를 통해, 언

어발달은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번째 접근에서는 공격성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 공격성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연구한 Dionne, Tremblay, Boivin, Laplante 그리고 Perusse(2003)는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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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높은 유아의 경우 환경에서 언어적 자극에 주의 집중을 못함으로써, 그들의 언어 능력과

획득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풍부한 언어적 모델을 제공해주기보다는 신체적 공격성을 통제 또는 억제하는 방법에 더 집중

하는 경향성을 보여(Dionne et al., 2003), 유아의 언어발달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

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영희, 김신곤, 2017)는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언어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쳐,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표현

어휘력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공격성과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김둘아, 2008)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 또는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표현이 자연스

럽지 못할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공격적이고 사회적 상호작

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제한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과 같은 문

제행동이 이후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종단연구들을 살펴보면, Girard 등

(2014)은 캐나다의 종단자료(Quebec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QLSCD)를 사용하

여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 능력과의 종단적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만

1세 때의 언어 능력은 만 2세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만 2세 유아의 공격성은

만 2세, 4세 유아의 언어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Ribeiro 등(2011)의 연구에서도 이전 시점의

문제행동이 이후의 언어 발달 향상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대

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Bornstein, Hahn 그리고 Suwalsky(2013)도 문제행동과

언어유창성의 종단적 관계에서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기 언어유창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Bornstein 등(2013)은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들은

활동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언어로 표현하기 앞서 행동으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

는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언어 발달을 스스로 저

지하게 된다(Lochman, Lampron, & Rabiner, 1989). 유사한 맥락으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유아의 경우 아동기에 어휘능력과 문장이해력 능력을 포함한 학업성취 능력이 낮았다(Campbell,

Spieker, Burchinal, & Poe, 2006). 이러한 접근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유아기 언어발달 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언어

발달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언어 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검증해 온 경향이 있다(박이심, 2003; 안순조, 2002; Achenbach & Edelbrock, 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상호 영향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기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서 언어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에게 있어 언어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고 통제하는 정서적 도구

이며(Piaget, 1954),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주영희, 198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 중 어휘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력은 언어의 뿌리로서 언어발달의 지표가 되고(Nelson, O’Neil, &

Asher, 2008), 언어 영역의 다양한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carborough, 1998). 어휘력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등 모든 언어능력의 기본이며, 유아기에 풍부한 어휘력을 습득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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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은 유창한 언어능력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이기숙, 김순환, 김민정, 2011).

언어발달과정은 초기에 구어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문어가 발달하는데, 구어가 발달

하기 위해서는 어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박낭자, 조인숙, 2001). 어휘력이 발달할

경우 언어 읽기, 쓰기,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김애화, 유현실, 황민아, 김의정, 고성룡,

2010), 학업성취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Kinderman, Read, Mocrieff, & Bentall, 2013). 무엇보다

유아기 어휘력 발달은 그 이후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유아기 어휘발달이 지연될 경우 아동

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언어사용 능력에 결함을 보이게 된다(Cooney & Hay, 2005). 또

한 유아기에 발생하는 어휘력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Hart &

Risley, 1992), 어린 연령부터 어휘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발달 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어휘력은 크게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 구분된다(Jeanne, 2010). 수용어휘는 타인이 말하는 단

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표현어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어나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erker & Tees, 2005). 수용어휘는 타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쓰인 어휘나

구문을 상황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으로 생애초기부터 발달하는 반면, 표현어휘는 어휘가 급속도

로 발달하는 2세경부터 빠르게 발달한다(Hoff, 2006). 이는 수용어휘의 경우 소리를 듣고 이해하

여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지각할 수 있지만, 표현어휘는 주어진 어휘와 관련된 음운들의 형태와

의미를 목소리로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경우 표현어휘 발달이 더딘 경향이 있다(고

인숙, 2013; Owens, 2005). 특히, 언어 능력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5세 유아의 경우, 수용 언어영

역이 발달하게 되면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대화가 가능해진다(김영태, 2006). 표현 언어영역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면 구와 절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Hoff-Ginsberg, 1998), 인과적 연결어미를 통한 다양

한 문장이 나타난다(서희선, 이승환, 1999).

이러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의 발달적 의미로 인해 각각 공격성과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수용어휘가 미성숙한 유아의 경우 사회적 관계나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언어적 단서

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Dodge, Pettit, McClosky, & Brown, 1986),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해도가 낮아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실패하

거나 공격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어휘가 미성숙한 유아의 경우 또래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의 어려움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

성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상태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신유림(2008)은 어휘발달과 공격성과

의 관계에서 표현 어휘능력이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으며,

Estrem(2005) 연구에서도 신체적 공격성은 수용어휘보다 표현어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어휘영역과 공격성과의 관계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발달을 수용어휘/표현어휘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또한 공격성은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철회를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공격성은 행

위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목표에 따라 적의적 공격성과 수단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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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Feshbach, 1970), 공격표현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직접

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그러나 공격

성은 행위자의 연령과도 관련되어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공격성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 밀기, 때리기와 같은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하는 신체적 공격성

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Tremblay et al., 2004). 더욱이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의 신체에 해

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로써,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 직접적인 위험요소이다(Tremblay et al.,

2004).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유아기에 나타난 신체

적 공격성은 아동기,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인기 반사회적 행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i

Giuta et al., 2010). 최근 임상분야에서는 이러한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언어적으로 결함을 보인 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언어적으로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좌절을 신체적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Brownlie et al., 2004)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공격성의 증가 및 감소와 관련하여

어휘력이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상호작용론적 입장에서 상호적 인과관계

(reciprocal causation)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를 포함한 인지능력이 개인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 행동에 의해 언어/인지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Lochman et al., 1989).

비록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이 언어와 공격성 간에 상호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영희,

김신곤, 2017; Bornstein et al., 2013; Girard et al., 2014).

또한,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다. 어휘력의 경우 유아기(만 7세)때 어휘발달이 지연될 경우, 청소년,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언어 능력에 결함을 보이고, 수용/표현어휘력 뿐만 아니라 듣기, 문법 등 대부분의 언어 능력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Johnson et al., 1999). 유사한 맥락으로 Bornstein 등(2013)은 6개월 영아기부

터 15세 청소년기까지의 언어발달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영아기 어휘력이 좋을수록 15세 청소

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언어능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체적 공격성 또한 많은 선행연구

들을 통해 안정적이라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Serketich & Dumas, 1996; Kupersmidt &

Patterson, 1991). 또한 Huesmann과 Eron(198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

과 만 30세 성인이 되었을 때 측정한 공격적 성향, 범죄행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유아

기 신체적 공격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신체적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동하, 2016)에서도 신체적 공

격성은 부모의 우울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크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적 특성

과 앞서 살펴본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호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어휘

력과 신체적 공격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과 상호교류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한 개인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속한 생태학적 체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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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중요하다(Bronfenbrenner, 1986). 특

히, 어휘력과 공격성은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과 가

정환경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어휘력과 공격성에 있어서 유아의

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어휘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능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세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윤혜련, 김영태, 2004; Baron-Cohen, 2008), 공격성 수준

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김지

현, 박경자, 2009; 신유림, 2008; Pesonen et al., 2009).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언어능력, 공격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Barnett, Gustafsson, Deng, Mills-Koonce & Cox, 2012; Pungello, Iruka, Dotterer, Mills-Koonce, &

Reznick, 2009), 부모의 거친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 증가(McKee et al., 2007)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긍정적 접촉 추구를 높여 자

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송영화, 2011),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김연수, 곽금

주, 2010)과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수향, 김수진, 홍경훈, 2018)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유아의 내적요인인 성과 가정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육수준을 연구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유아의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육

수준을 통제한 후,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여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양

상과 두 변인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의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과 신체적 공격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

정적인가?

연구문제 2. 유아기의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유아기의 신체적 공격성이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자료를 사용하였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부터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을 추적 조사하는 종

단 패널 연구이다. 해당 자료를 구성하는 전체 아동 중 본 연구는 현재 6차년도(2013년)와 8차년

도(2015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하나인 어휘검사도구 수용, 표현어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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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4차년도(만 3세)와 6차년도

(만 5세), 7차년도(만 6세), 8차년도(만 7세) 각각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수용어휘의 경우

4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모두 일반조사로 이루어진 반면, 표현어휘는 6차년도에 심층조사 형

태로 실시되어 표현어휘 측정에 응답한 사례수가 36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대상은 수

용어휘와 표현어휘검사에 모두 참여한 6차년도 365명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6,8차년도 3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아의 성은 남아 174명(56.9%), 여아

132명(43.1%)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37.24세(SD = 3.93)이며,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37.6%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27.5%, 전문대 졸업 26.3%로 뒤를 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휘력

한국아동패널의 언어발달 측정도구 중 하나로 Dunn과 Dunn(1997)이 개발한 수용,표현어휘검

사를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2009)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용/표현

어휘검사는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 검사가 구성되어 있다. 수용어휘검사는 185 문항으로, 명사

98개와 동사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를 측정한다. 표현어휘 검사의 문항 수는 185개로 문항은

명사 106개, 동사 58개, 그리고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어휘검사는 어휘마다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자가 특정 어휘를 말하면 유아가 4개의 그림 중 그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리킨다. 이후 검사자는 유아가 말한 그림의 번호를 검사지에 기록하고, 유아

가 맞힌 정답의 개수가 곧 수용어휘력 점수가 된다. 표현어휘검사는 그림을 보고 해당 어휘를

말하는 것으로 목표어휘와 그 목표어휘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다. 검사자는 유아에게 그

림을 보여주고 유아가 목표 어휘를 맞힐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1차부터 3차까지 유아의

반응을 관찰한다. 이후 유아가 3차까지 언급한 응답을 검사지에 기록하고, 추후 검사지에 기록

된 유아의 응답을 점검하여 목표 어휘와 일치하는지 판단하여 점수로 산출한다. 각 문항별로 유

아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어휘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별로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 점수를 산출한 백분위 점수를 사용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용/표현어휘력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2)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은 CBCL 1.5-5(유아행동평가척도)와 CBCL 6-18(아동행동평가척도)에서 신체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선택해 수집되었다. CBCL 1.5-5는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

발한 CBCL 1.5-5를 국내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한국판 CBCL1.5-5을 사용하였으며,

CBCL 6-18는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CBCL 6-18를 국내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표준화한 한국판 CBCL 6–18를 사용하였으며, 행동평가척도는 내재화문제 척도와 외현화 문제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공격행동은 외현화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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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 행동과 기물 파괴 등의 행동적인 측면과 자신의 요구를 이기적으

로 주장하거나, 좌절하고 분노 행동을 하는 등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로분석 과정에서의 분석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CBCL 1.5-5와 CBCL 6-18의 신체

적 공격성 중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싸움을 많이 한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2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혹은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범위로 평정되며, CBCL 1.5-5

의 신체적 공격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71 이며, CBCL 6-18의 신체적 공격성 Cronbach’s α 

계수는 .83 이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아의 언어능력과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온 유아의

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육수준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0, 여아 1로

구분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

육행동’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온정과 통제라는 두 차원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 어머니가 응답한 양육행동으

로 총 12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행동 의 Cronbach’s α 계수는 .80 이

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무학~고등학교 졸업을 0점, 전문대 재학 및 졸업을 1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을 2점, 대학원 이상을 3점으로 부여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만 5세와 만 7세 사이의 2년 간격에서 측정된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값과 절대적합지수인 RMSEA와 증분적합지수

인 NFI, TLI, CFI를 확인하였다. NFI, TLI, CFI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며,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는 표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점이 다른 주요 변인들의

자기 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다음으로 만 5세 신체

적 공격성과 만 7세 수용어휘와 만 7세 신체적 공격성과 표현어휘와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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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상관은 p < .05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만 5세 유아의 수용어휘 발달 수준은 만

5세, 7세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더불어 만 5세 신체적 공격성은 만 5세,

7세의 표현어휘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표현언어 발달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2 3 4 5 6

1. 수용어휘 (5세) 1

2. 수용어휘 (7세) .42** 1

3. 표현어휘 (5세) .42** .52** 1

4. 표현어휘 (7세) .45** .54** .52** 1

5. 신체적 공격성 (5세) -.09* -.04 -.13** -.06* 1

6. 신체적 공격성 (7세) -.07* -.06* -.02 -.04 .26** 1

평균 60.57 64.52 66.48 69.41 .12 .13

표준편차 8.34 4.89 11.22 7.38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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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306)

2. 측정동일성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종단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측정 시점에 따른 잠재변

인과 측정변인의 관계가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게 측정되고 있다면 구조모형 내 잠재변인의 영향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Geiser & Lockhart,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유아기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시점별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계수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동일하게 추정되도록 고정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검증된다(이은주,

정익중, 2012). 측정동일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각 시점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가는 경

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모형의 χ²값의 증가가 기저모형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김은주, 홍세희, 김주환, 2006). 또한 χ²값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따라 결

과의 유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인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정모형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고 측정동일성 모형은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변인인 공격성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유아의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 기

저모형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력 기저모형과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의 비교를 X²

차이 검증을 통해 실시한 결과, 수용어휘에 관한 기저모형과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의 자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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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NFI TLI CFI RMSEA

비제약모형 .969 .915 .976 .039

모형 1: 측정동일성 모형 .969 .931 .977 .035

모형 2: 오차공분산 동일화

(수용언어 <-> 신체적 공격성)
.971 .921 .977 .037

표 3. 수용어휘-신체적 공격성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1 증가하였고 χ²증가량은 .00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적합도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NFI, TLI, CFI와 RMSEA 값도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은 표현어휘에 관한 기저모형과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는 1 증가하였고,

X²증가량은 1.485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절대적합지수인

RMSEA 값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에

관한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측정동일성을 충족하였다.

측정변인 모형 ∆χ² ∆df NFI TLI GFI RMSEA

수용어휘 기저모형 - - .969 .915 .976 .039

측정동일성모형 0.003 1 .974 .931 .977 .035

표현어휘 기저모형 - .993 .987 .995 .032

측정동일성모형 1.485 1 .992 .989 .995 .030

표 2.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과 신체적공격성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도 비교

3. 유아의 수용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간 구조모형검증

본 연구는 측정모형에서 확보된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반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자기회귀

계수 및 교차지연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고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의 상호인과관계

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수용어휘 발달과 신체적 공격성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데

이터에 적용시킨 결과 양호한 수준의 적합성을 나타냈다(NFI = .969, TLI = .915 CFI = .976,

RMSEA = .039). 다음은 최적의 경험적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모형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동일

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기저모형)과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적합도 비교를 실시하

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1은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

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 2는 수용어휘와 신체적 공격성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3개의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

형 적합도가 가장 높았던 모형 1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수용어휘와 신

체적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수용어휘와 신체적 공격성의 자기회귀계수는 β = .42(수용어휘), β = .24(신

체적 공격성)로 모두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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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자기회귀계수
수용어휘 7세 ← 수용어휘 5세 .55(.03)*** .42

신체적공격성 7세 ← 신체적공격성 5세 .21(.02)*** .24

교차지연계수
신체적 공격성 7세 ← 수용어휘 5세 -.01(.00)* -.06

수용어휘 7세 ← 신체적 공격성 5세 -.16(.23) -.02

통제변인효과 수용어휘 5세 ← 유아의 성

신체적 공격성 5세 ← 유아의 성

.75(.29)***

-.02(.35)

.13

-.03

수용어휘 5세 ← 어머니의 양육행동

신체적 공격성 5세 ← 어머니의 양육행동

.64(.27)***

-.10(.39)***

.12

-.13

수용어휘 5세 ← 어머니의 교육수준

신체적 공격성 5세 ← 어머니의 교육수준

.32(.22)***

-.00(.33)

.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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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수용어휘-신체적 공격성 간 최종모형 8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과함에 따라 수용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교

차지연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만 5세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 수용어휘는 이후의 신체적 공격

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 = -.06, p < .05), 신체적 공격성은 이후의 수용

어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만 5세 수용어휘는 이후 시점인 7세 신

체적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어휘력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유아의 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구성

되었고 변인들은 모두 6차년도(만 5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인인 유아의 성, 어

머니의 양육행동, 교육수준 모두 유아의 수용어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여아가 수용어휘 수

준이 더 높으며(β = .13,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β = .12, p < .001), 어머

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β = .13, p < .001) 유아의 수용어휘 수준이 높았다. 반면, 유아의 신체

적 공격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이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 수준이 낮았다(β = -.1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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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용어휘-신체적 공격성 주요경로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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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아의 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간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에서 확보된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반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자기회귀계수 및 교

차지연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고 유아의 표현어휘 발달과 신체적 공격성의 상호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표현어휘 발달과 신체적 공격성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데이

터에 적용시킨 결과 양호한 수준의 적합성을 나타냈다(NFI = .993, TLI = .987 CFI = .995,

RMSEA = .032). 다음은 최적의 경험적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모형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동일

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기저모형)과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적합도 비교를 실시하

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1은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

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 2는 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3개의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

형 1의 모형 적합도가 가장 양하기 때문에 모형 1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아

의 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면 표 6과 같다.

모형 NFI TLI CFI RMSEA

비제약모형 .993 .987 .995 .032

모형 1: 측정동일성 모형 .992 .989 .995 .030

모형 2: 오차공분산 동일화

(표현어휘 <-> 신체적 공격성)
.992 .987 .995 .033

표 5. 표현어휘-신체적 공격성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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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p < .001.

그림 2. 표현어휘-신체적 공격성 주요경로 표준화 계수

계수 경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자기회귀계수 표현어휘 7세 ← 표현어휘 5세 1.19(.02)*** .77

신체적공격성 7세 ← 신체적공격성 5세 .26(.03)*** .29

교차지연계수 신체적 공격성 7세 ← 표현어휘 5세 -.01(.00)* -.05

표현언어 7세 ← 신체적 공격성 5세 -.05(.12) -.01

통제변인효과 표현어휘 5세 ← 유아의 성

신체적 공격성 5세 ← 유아의 성

.24(.18)**

-.02(.34)

.06

-.03

표현어휘 5세 ← 어머니의 양육행동

신체적 공격성 5세 ← 어머니의 양육행동

.28(.22)**

-.10(.39)***

.07

-.13

표현어휘 5세 ← 어머니의 학력수준

신체적 공격성 5세 ← 어머니의 학력수준

.28(.20)***

-.00(.33)

.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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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표현어휘-신체적 공격성 간 최종모형 8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표 6에서와 같이 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의 자기회귀계수는 β = .77(표현어휘), β = .29(신

체적 공격성), p < .001)으로 모두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교차지연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만 5세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 유아기 표현어휘는

이후 신체적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β = -.05, p < .05), 만 5세의 신체적

공격성이 7세의 표현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표현어휘는

이후 시점 신체적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유아의 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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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 모두 유아의 표현어휘에 영향을 미쳐, 여아의 표현어휘 수준이 더 높으며(β = .06, p <

.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β = .07, p < .0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β =

.16, p < .001) 유아의 표현어휘 수준이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해 만 5세와 만 7세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유아기 어휘력(수용어휘/표현어휘)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종단적 변화 추이와 상호 인과관

계를 파악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어휘영역과 표현어휘 영역 모두에서 어휘력의 자기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남으로써 만 5세 어휘력이 이후 시점인 7세 어휘력을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아기 때 언어 능력에 결함을 보일 경우, 이후 아동기 수용언

어와 표현언어 뿐만 아니라 듣기, 문법과 같은 대부분의 언어 능력에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선

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Hall & Tomblin, 1978; Johnson et al., 1999). 이처럼 유아기 어휘발달

이 시간의 흐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성을 통해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언어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

(Penfield & Roberts, 1959), 그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는 완전

한 언어 습득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에 적절한 언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언어

발달을 위한 적절한 언어 자극과 환경을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기 신체적 공격성의 자기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신체

적 공격성이 안정적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 신체적 공격성이 이후

만 7세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적 공격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

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공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Bub, McCartney, & Willett, 2007)와 일치한다. 즉, 초기에 공격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성장하면서도 계속 공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유아기 신

체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은 유아의 공격행동을 완화시키기 위

한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초

기에 나타난 공격적 특성이 장기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i Giuta et al.,

2010), 신체적 공격행동을 보이는 고위험군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

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발달단계별 과업과 공격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 7세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언어발달 향상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

한 사회적 기술 습득에 대한 조기개입은 이후 학교적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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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전 시점의 어휘력은 수용어휘영역과 표현어휘영역 모두 이후 시점의 신체적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년도의 유아기 어휘력 중 수용어휘와 표현

어휘가 모두 이후 시점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

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공격적 행동

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어휘발달과 신체적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언어

적 기술이 다른 유아보다 늦을 경우 자신이 느끼는 갈등과 좌절, 분노를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Dionne et al., 2003; Huaqing-Qi & Kaiser, 2004; Ribeiro et al.,

2011)와도 일맥상통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뇌의 성숙이 일어나면서 언어/인지적 능력이 발달

되고 이러한 언어/인지적 발달은 부정적 행동이나 감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신경학점 관

점(Breedlove & Watson, 2013)을 지지한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공격성이 언어발달을

저해하기 보다는 언어발달이 신체적 공격성의 증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 또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휘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초

기에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각각이 이후 시점의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

기는 수용어휘가 표현어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어휘가 발달하지 못

한 유아의 경우 타인이 표현하는 언어적 단서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 행동으

로 사회적 반응을 한다는 Dodge 등(198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Estrem(2005)과 신유림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어휘보다 표현어휘가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있어 이후의 연구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수용

어휘와 표현어휘의 영향력의 크기가 다소간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신체적 공격성을 보

이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다양한 요소별로 심도 깊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넷째, 이전 시점의 신체적 공격성은 이후 시점의 어휘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전 시점의 어휘력이 이후 시점의 신체적 공격성을 예측하지만, 신

체적 공격성은 이후 시점의 어휘력을 예측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적 공격성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박영희, 김신곤, 2017; Campbell et al., 2006; Dionne et al., 2003; Girard

et al., 2014)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의 유형과 관련지어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협박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의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

을 준다는 신유림(2008)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공격성의 다양한 유형은 언어발달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격성을 언어적 공격성, 정서적 공격성 등 다양한 유형으

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성의 한 유형인 신체적 공격성이 어휘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에 대한 생득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각

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아동은 똑같은 언어 규칙이 내재화되

어 있다고 강조한다(Chomsky, 1980). 생득주의 관점에 반하여 최근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 언어발달에 있어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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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Cole, Dale, & Mills, 1992;

Kovas et al., 2005). 즉, 신체적 공격성이 이후 시점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언어는

유전적 성격이 강한 요인으로써 공격행동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공격성이라는 행동적 요소가 어휘력에 직접적 영향

을 주기보다, 다른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하였지만, Girard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신체적

공격성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자녀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능력의 관계에서 중

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언어능력을 포함

한 인지 기능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Leung, Lo, & Leung, 2012), 문제행동 때문

에 인지/언어 능력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지성애, 김성현, 2014; 황혜신, 황혜정, 2001; Schoemaker,

Mulder, Dekovic, & Matthys, 2013). 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언어발달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방향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지만,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언어/인지능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언어능력과 공격성은 서로 교호적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단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언어발달과 문제행동 간

의 방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 대한 통제변인들의 영향을 정리하면, 여아가 수용/표현어휘 수준이 더 높으

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표현어휘력 수준이

높았다.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이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

정적일수록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통제변인 효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수용/표현어휘와 신체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난 점으로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사회에 대한 실

제적 지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대응을 모델링한다는 사회적 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을 향상시켜 어

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적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수용하고 습득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준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신체적 공격

성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강조한 Girard

등(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력과 관한 내용을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통해 검사자가 평정하도

록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주양육자 또는 교사의 언어능력 평정을 통해 양육자 또는 교

사가 함께 보고를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CBCL1.5-5, 6-18 한국판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는

다른 집단인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또래 간 공격성에 대해 평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교사 평정을 통하여, 각각 다른 환경에서의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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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하고자, 유아의 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교육수준만을 통제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언어발달과 긍정적 관련을 갖고 있는 유아의 인지능력, 기질과 어머니

의 언어능력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이들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는 유아의 언어발달 영역을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수

용, 표현어휘 이 외 읽기, 쓰기, 구문이해 등 다른 언어 능력 영역으로 확장하여 언어발달과 관련

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의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종단연구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행동과 관련된 부모교육 및 상담 또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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