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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영유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창    용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연구의 오랜 목표이다. 그 중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이자,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과정을 살피고, 개입 전략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복지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영유아기 

양육환경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수용되는 이론적 가정이지만,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재하였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외현적 유형인 공격성과 내재적 유형인 사회적 위축 간에는 상반된 

특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와 공통된 예측요인이 보고되지만, 분절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둘의 발달과정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으며, 환경적 영향이 

아동의 어떠한 내적 자원을 통해 행동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넷째, 아동의 부정적 발달 결과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어온 

가족과정모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과 그를 매개하는 양육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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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외한 중요한 

양육환경 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다섯째, 가족과정모형 연구는 

양육환경의 영향이 아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여 왔으며, 

양육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 발달 결과가 후속되는 양육환경과 아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연속적인 가족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 

연구 및 실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족과정모형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의 실증적 검증,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관련 요인의 통합적 분석,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자기조절 능력을 고려,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가족과정의 핵심 영향요인인 영아기 양육행동을 포괄,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포함하는 가족과정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아기 

양육환경(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에서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만 4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유아기 가족과정(온정적 양육태도, 부부갈등), 

초등학교 전환기 자기조절(만 7세 행동적 집행기능), 사회적 문제행동 (만 7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가족과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부정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은 통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만7세)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 수준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 가족과정 요인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의 양육환경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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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분석 및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아동의 만 0세 시기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까지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8차년도 

(2015년)까지의 8개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 어머니 조사에 참여한 

후 8차년도까지 패널이 유지된 전체 가구 중 사별, 이혼, 별거를 통해 가족 해체가 

일어난 34가구의 자료를 제외한 1,360가구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일변량 분산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효과분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유의도는 팬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연구문제별로 관련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만 4세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네 

지표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별 평균치 및 사후검정을 통해 

영아기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이 점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두 시기의 

공격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두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직접 

효과 또는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은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전체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간접효과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양육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종단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가족과정은 아래의 연구문제들에서 다루었다. 

둘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저해하고 부부갈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만 4세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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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은 유아기 가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영아기의 두 변인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의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아기 양육행동과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 

어머니 학력과 부부갈등 간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영아기의 긍정적인 양육환경이 직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유아기의 긍정적인 

가족과정으로 이어지며, 아동의 선행 공격성 수준이 그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의 가족과정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유아기 

가족과정 요인은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기 부부갈등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념적으로 보다 유사한 가족과정 요인과 사회적 문제행동 유형 간에 

보다 강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양육환경은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나,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과 유아기 가족과정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만 4세 공격성과 유아기 

부부갈등을 순차적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쳤으며, 만 4세 공격성과 온정적 양육태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만 4세 공격성을 매개하지 

않는 가족과정들도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은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은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각각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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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수준에 대해 직접효과를 보이며, 영아기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과 만 4세 

공격성/사회적 위축,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사회적 위축의 유아기 가족과정을 

매개하지 않은 경로들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영유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유아기 

부부갈등이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온정적 

양육태도는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수준 p<.10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행동적 집행기능은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전체 가족과정 속에서도 유의한 한 경로로 확인되었다. 앞서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개별 가족과정 경로들은 

행동적 집행기능을 추가로 포함하였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행동적 집행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족과정이 

확인되었다. 앞서 온정적 양육태도만이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경로로 

확인되었으나, 행동적 집행기능을 고려한 결과 부부갈등과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가족과정 

경로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가정으로만 남아있던 영아기 양육환경이 한국의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연구되어 온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단일한 연구모형을 통해 관련 설명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널리 사용되어 

온 가족과정모형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영아기 양육환경까지 

포함하는 전체 생애과정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해 양육행동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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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부모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과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 아동기 개입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제언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감소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다. 셋째, 영아를 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가 경험하는 영유아 아동 

양육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아동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양육환경이 아님에도 아동의 자기조절, 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부갈등의 중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높은 초기 공격성 등 다루기 힘든 특성을 보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가족과정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과정을 

가족 체계 내에서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활용가능한 자료상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유아기에 걸쳐 살펴보는 초기 연구로서 전체 집단의 평균적 

발달 과정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며,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고, 가정 외 환경 체계의 영향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공격성, 사회적 위축, 가족과정모형, 영유아기 양육환경, 자기조절,  

             조기 아동기 개입 

학번: 2014-3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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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정의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동기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사회적 

유능성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Darling-Churchill & Lippman, 2016; 최성열, 2016), 아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정서적 역량과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Collins, 2011; Parlakian, 2003).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는 이후의 다양한 

발달 결과 및 삶의 경험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과 사회적 관계의 질은 청소년 및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의 

질(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Ladd, 2005)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Umberson, Crosnoe, & Reczek, 2010), 불안, 분노,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Dodge 외, 2006; Rubin & Asendorpf, 2014)와 학업 성취 및 

학교 적응(Epstein, 2009; Zins, 2004)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의 아동들이 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초등학교 

전환기, 즉 한국의 경우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은 초등학교 초기 

적응과 관련된 예측 요인이며(Denham, 2006; Denham et al., 2012; Ursache 

et al., 2012), 초등학교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경우 그 긍정적인 효과는 

초등학교 전체 기간은 물론 청소년기까지 유의하게 이어진다(Ladd, 2003; 

Pianta et al., 2007). 초등학교 전환기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행동적 유능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전의 보육 환경보다 구조화된 학습 및 상호작용의 환경인 

초등학교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Denham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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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ta et al., 2007). 반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자기통제 능력을 

갖추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은 좋은 친구 또는 학생으로 간주되며 또래 및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Liew, 2012;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또한 사회적 문제행동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유능성은 학교 

적응 및 학교 내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학업 유능성과도 횡단적,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iew & McTigue, 2010).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행동을 드러내는데, 

사회적 문제행동이 일찍 드러날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진학 초기부터 사회적 문제행동을 드러내는 아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제와 학업적 어려움이라는 이중 실패를 통해 더욱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노출되며, 이중 실패는 문제를 고착시킨다(Patterson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즉, 초등학교 전환기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학업적 어려움 등의 학교적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적응의 실패는 아동 개인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더 

오래 드러내게 할 것이다.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발달 수준은 이미 그 이전 시기의 

부모의 양육 태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양육 환경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다(Black et al., 2017; C. A. Nelson, 2000; Shonkoff, Richter, 

van der Gaag, & Bhutta, 2012; Walker, Wachs, et al., 2011). 따라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그 이전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 아동기 발달 격차(Early Childhood Disparities)를 살펴본 연구들은 

영유아기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핵심적인 

시기임을 확인해 왔다(C. A. Nelson, 2000; Shonkoff et al., 2012). 영유아기의 

빈곤 경험, 부모의 제한된 양육 역량, 열악한 지역사회 등 환경적 요인들은 아동을 

발달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Black et al., 2017; Phillips & Shon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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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Walker, Wachs, et al., 2011). 위와 같은 요인들은 영유아기 이후의 

시기에도 사회적 유능성 및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영유아기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이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상 핵심적 

요인들인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원의 수준에 있어 가구 소득, 어머니의 학력 등의 

가정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아동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보았을 때, 

0세~3세 구간에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Moon,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실현함에 있어서 영유아기의 경험 

및 환경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영유아 대상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Wodon, 2016). 

영유아 대상 조기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다수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입증되었다. 영유아기에 개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들에 따르면 영유아기 개입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신체적 건강(Campbell 

et al., 2014), 우울 및 사회적 배제(Walker, Chang, et al., 2011), 인지 능력 및 

학력(Maluccio et al., 2009; Walker, Chang, et al., 2011), 소득(Gertler et al., 

2014; Hoddinott, Maluccio, Behrman, Flores, & Martorell, 2008) 등의 다양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유아 대상 조기 개입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에 개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전략임이 확인되고 있다(Heckman & Masterov, 2007). 이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UN SDG; 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실현의 한 가지 수단으로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만 5세, 특히 만 3세 이전의 영유아기 개입을 강조하고 적용해가고 

있다(Barros & Ewerling, 2016; Black et al., 2017; Grantham-McGregor et 

al., 2007; Walker, Wachs, et al., 2011).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개입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아동의 영유아기를 포함하는 사회적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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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환경의 종단적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연구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간 발달 및 삶의 궤적 이해에 대한 

대표적 이론적 틀인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은 인간의 삶은 

연속적인 발달 단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발달은 영아기 또는 

태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한다(Elder, Johnson, & 

Crosnoe, 2003; Elder & Shanahan, 2006). 그럼에도 실제 연구는 다양한 현실적 

한계와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종단적 이해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사회복지학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김광혁, 

2014). 또한 사회복지학과 발달심리학, 보육학 등 인접 영역에서 영아기 및 

유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연구해왔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횡단적으로 

수행되었거나(이희연 & 장경은, 2015; 장영은, 2015; 정지나 & 김경회, 2015), 

유아기 내에서 1~3년 정도의 단기종단연구로 수행되어 왔다(유란희 & 김선희, 

2017; 정진나, 2017). 즉, 이론적으로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 영아기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만,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종단적인 사회적 발달 

과정을 분석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을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쳐 확인하고자 한다.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표출된 행동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Raver & Zigler, 1997; D. Shaffer, 2009; 문성원, 2003),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찰 평가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이다(강현경, 2009).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아동의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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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이다(오경자 & 김영아, 2011).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는 상호 관련이 있어 발달적 예측요인들이 두 유형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Eisenberg & Spinrad, 2004), 그동안 아동 

대상 연구들은 보다 두드러진 방식으로 드러나는 유형인 공격성 및 외현화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박혜향 & 김은경, 2017; 이원령 & 

이은정, 2014; 최윤희, 2005).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를 함께 다루더라도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다(김귀연 & 김경연, 2005; 김성아, 

2017; 박지숙, 임승현, & 박성연, 2009).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영아기 및 유아기 요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한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유아기 설명 요인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Kostelnik et al., 2017; D. Shaffer, 2009). 

가족과정모형(Conger & Donnellan, 2007; Hackman 외, 2015)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대표되는 양육환경이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갈등을 통해 전달됨을 설명해 왔으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도 적절한 이론적 틀이 된다. 

가족과정모형에 따르면,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과 같은 양육 환경상 

어려움은 이후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수준을 낮추거나,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한다(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외, 1994). 본 연구는 가족과정모형에 따라 영아기의 양육 환경이 

유아기의 양육태도 및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채택하며, 각 생애과정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양육환경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양육의 질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아기의 

핵심 양육환경 요인이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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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Smith & Hart, 2011;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다양한 아동의 발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가구 소득,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Dodge, Pettit, & Bates, 1994; McLeod & Shanahan, 1993; C. J. Patterson, 

Kupersmidt, & Vaden, 1990). 특히 영유아기를 지나 초기 아동기에 이르면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다(Bradley & Corwyn, 2002).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과정모형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해 본 연구는 양육행동을 영아기 양육환경 요인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 및 아동의 욕구에 따라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과 주양육자 

간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안정적인 초기 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필수 

조건이다(Goldberg, 2014; Isabella, 1993). 영아기에 주양육자로부터 양질의 

양육행동을 제공받는 것은 안정적인 초기 애착과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형성을 통해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Bowlby, 1988; Kobak & Madsen, 2008; Sroufe, 2005).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는 영아기의 양육 환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등학교 전환기까지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영아기 환경의 

종단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그 영향의 발달적 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로 이어진다.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 형성을 위해서는 영아기 양육환경의 영향이 어떤 유아기의 

가족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진학 이후의 사회적 발달 결과로 이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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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달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은 가족과정모형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과정 요인이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선행 양육 특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Goldberg et al., 2013; Sroufe, 2005),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으로 알려져 있다(Franck & Buehler, 

2007; Linver et al., 2002; Mistry et al., 2002; 김지현 & 정지나, 2011; 박서영, 

2007). 선행연구들의 보고는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영아기 

양육환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가족과정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온정적 양육태도 또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 선행 양육환경과 온정적 양육태도 또는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살피는 등 분절된 연구를 수행하며 단일 연구 내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영아기와 유아기 양육환경 간의 

종단적 매개를 통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은 아직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영유아기의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발달 수준에 이르는 가족과정이 

실증적으로 검토된다면,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환경 체계의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양육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고려할 것이다. 가족과정모형을 포함하여, 양육환경과 

아동의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부모 또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구성원 간 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것이다(D. R. Shaffer et al., 2014; A. Slater & Bremner, 

2014; 김광혁, 2014; 김광혁 등, 2013; 장영은, 2015).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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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저해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D. R. Shaffer et al., 2014; A. Slater & Bremner, 2014; 신명희, 2017; 

이은주, 2011). 만 7세 이전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인되고 있어(Barbot, Crossman, 

Hunter, Grigorenko, & Luthar, 2014), 이들을 가족과정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 양육환경,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족과정모형은 기존의 가족과정모형이 

가구특성과 아동 발달 결과 간의 일차적 관계만을 살피던 것에서 벗어나, 아동 

발달 결과와 가구특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나가는 가족의 삶의 실제와 더욱 

부합하는 연구모형일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적 과정은 가족환경 체계의 영향과 함께 

아동 개인의 내적 자원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전략 및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Dodge, Coie, & Lynam, 2006; Strack & Deutsch, 

2004; Vogel & Wanke, 2016), 선행연구들은 아동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역량과 

행동적 통제 능력이 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오지 못하였다. 한국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또래나 

부모 등 사회적 관계의 외부적 대상의 특성 및 그들과의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한 개인 내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서미정, 2011; 이순자 & 유수옥, 

2012).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개인 내적 자원을 무시해온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제한된 개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에는 성별과 기질을 중심으로(김미정, 2017; 이순자 & 유수옥, 2012), 

아동기 이후로는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또는 위험요인으로서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살펴온 경향이 있다(김예리 등, 2016; 최지영 & 배라영, 2014). 

사회복지 개입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줄이고, 자원과 역량을 개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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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늘리는 증대하는 것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관련된 개인 내적 역량 증진 또한 목표로 

해야 하며, 사회복지 연구는 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특정 사회적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어떤 개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을 계획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개인 내적 

자원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정서, 사고를 모니터링하여 사회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맞춰가는 상위 

인지능력이다(Diaz, Neal, & Amaya-Williams, 1990; Kopp, 1982).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자기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과잉 통제로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와 과소 통제로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를 적게 보이며(Eisenberg et al., 2001; 

장혜인 & 박형인, 2015), 각각의 하위 유형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문제가 적게 

나타난다(Calkins & Fox, 2002;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2; 

박지숙 등, 2009; 최인숙, 2014; 최정윤 & 김혜순, 2015).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의 양육의 질,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기의 양육 

환경은 아동의 자기조절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Goldberg, 

Kerr, & Muir, 2013; Hackman, Gallop, Evans, & Farah, 2015; Speltz, 

DeKlyen, & Greenberg, 1999; 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2008; 

양옥승, 김정림, & 양유진, 2017).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내적 자원이자, 사회적 문제행동과 

영유아기의 예측요인을 공유하는 자기조절 능력은 영유아기 양육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일 것으로 가정된다. 국내의 

연구들은 양육 환경 및 양육 태도의 결과로서 자기조절을 확인하거나(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 김권일, 2008; 김현주, 2009; 박은혜, 2018; 유종남 & 오인수, 

2015; 장영숙, 2009), 사회적 발달의 예측요인으로서 자기조절을 확인하였다 

(김은희, 김연화, & 한세영, 2009; 박지현 & 송하나, 2011; 정지나 &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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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윤실 & 박응임, 2015; 한수정, 2013). 그러나 소수의 횡단연구만이 양육 

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으로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단일 연구 내에서 확인하고 있다(연제은 & 이혜란, 2017; 유란희 & 

김선희, 2017; 이희연 & 장경은, 2015).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하고, 영유아기 양육환경과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실천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준비의 핵심 과제인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정모형에 따라서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아기와 유아기의 양육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는 

가운데, 아동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를 함께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던 몇몇 주요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요인을 

만 0세에서 만 7세에 이르는 전체 생애과정에 걸쳐 확인하는 첫 번째 국내 

연구이다. 그동안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생애과정적 이해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관련된 발달 경로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관점과 이론의 

차원에서 가정으로만 남아있던 아동의 생애과정에 걸친 사회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상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단일 모형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실패해왔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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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적 발달 요인들의 영향을 하나의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내재적 측면과 외현적 측면의 공통적 또는 차별적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영유아기 양육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아기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과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 부부갈등의 

발달적 매개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그동안 영아기 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함께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더욱이 그들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영아기 

양육환경의 영향이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을 매개하는 가족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지 검증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내적 기제로서 자기조절 능력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수정은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한 

행동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는 가족 등의 환경 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 체계의 영향은 내면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 문제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 개입은 개인의 내적 자원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능력을 행동적 집행기능을 측정하여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영유아기 가족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과정모형에 기반을 두고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아기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으로서 온정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 그리고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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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및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자기조절 능력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전국 대표성을 갖추고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 지원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제언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만 7세)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 수준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 가족과정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 가족과정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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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1. 사회적 발달 산물로서 사회적 행동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발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발달 결과를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및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우정(friendship) 

또는 인기(popularity), 또래수용(peer acceptance)과 또래소외(peer alienation),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과 놀이방해(play disruption)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조작화 해왔다(Collins, 2011; 강현경, 2009).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아동 본인 또는 부모나 교사를 통한 직접적인 행동 관찰, 자기보고, 면담 

및 투사적 표현기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Merrell & Gimpel, 2014).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질문과 연구방법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개별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전반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해 연구목적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다(Collins, 2011). 

복잡다단한 사회적 발달을 개념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하나의 적합한 지표이다(강현경, 2009). 사회적 능력과 기술은 부모, 또래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능력과 기술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사회적 행동이 드러난다(Raver & 

Zigler, 1997). 높은 수준의 사회 인지 또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구체적 사회적 상황에서 해당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문성원, 2003),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서, 사회적 목적,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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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서 사회적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아동기까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관, 사회적 기술, 유능감 등 

인지적 측면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및 초기 

아동기에는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사회적 

행동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D. Shaffer, 2009). 다양한 심리검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아동들의 경우,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부모나 교사의 

보고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는 문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강현경, 

2009). 최근에는 뇌인지과학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에서의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등의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Mar, 2011; Van 

Overwalle,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관찰 

가능한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통적이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측정방법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행동을 보호자 또는 교사, 연구자 등을 통해 

관찰하고 평정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사회적 행동 

관찰 방법을 적용한 실제 연구들은 유의미한 연구성과들을 남겨왔다(김미정, 

2017; 이원령 & 이은정, 2014; 최윤희, 2005).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아동문제행동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는 크게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되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과 규칙 위반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화 문제는 불안/우울, 사회적 위축(또는 위축/우울), 

신체증상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오경자 & 김영아, 2011). 그 중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 중 공격성과 내재화 문제 중 

사회적 위축으로 대표된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 관련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들은 다양하게 제시하면서도, 조작화 및 측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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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반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강현경, 2009). CBCL로 측정되는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관찰된 사회적 행동이자, 그 행동의 

부적절성이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BCL로 측정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는 상반된 성격의 문제이지만, 둘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과 높은 수준의 공존 비율이 보고된다(Gilliom & Shaw, 2004; 

Lilienfelf, 2003). 따라서 두 사회적 문제행동의 공변량을 고려하면서 둘 간의 

공통되거나 차이를 보이는 발달 경로와 예측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isenberg & Spinrad, 2004).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각각의 하위 유형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예측 요인을 단일한 모형에서 

검증하기 보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별개의 연구모형들을 분석해왔다(김귀연 

& 김경연, 2005; 김성아, 2017; 박지숙 et al., 2009; 박혜향 & 김은경, 2017; 

이원령 & 이은정, 2014; 최윤희, 2005).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또는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에 대한 가족 

환경 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김성아, 2017; 

공영숙 & 임지영, 2013; 박지숙, 임승현, & 박성연, 2009).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한국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공통적인 발달적 예측요인으로 제안되어 왔지만(김지현 & 정지나, 2011; 

박미진 & 강지현, 2012; 박서영, 2007; 임미지 & 문혁준, 2014; 조혜진 & 

이기숙, 2004),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발달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발달적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단일한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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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공격성 

공격성은 타인이나 동물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Dodge et al., 2006),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때리기, 창피주기, 험담하기, 욕하기, 파괴하기 등으로 드러난다(Kostelnik et al., 

2017). 공격성은 그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전략으로의 

수단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과 타인에 대한 위해가 목적이 되는 

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으로 구분되며, 수단에 따라서 신체적 상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공개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소문이나 거짓말 등 사회적 조작으로 타인의 지위에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Kostelnik et al., 2017).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CBCL 공격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국내 연구들은 

CBCL의 공격성 척도가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성과 비파괴적이면서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공격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민애 & 

하은혜, 2015; 오경자 & 배도희, 2010). 

아동의 공격성은 초기 아동기부터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 아동기 이전에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 

집단의 공격성의 평균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Tremblay, Hartup, & Archer, 2005; Zeanah, 2010), 아동의 공격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며 추적한 연구들은 아동 공격성의 집단 내 상대적 지위는 

종단적으로 유지됨을 보고하고 있다(Dumas, Neese, Prinz, & Blechman, 1996; 

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Warman & Cohen, 2000). 

국내의 아동 공격성 종단 연구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소수 있다. 이은주(2003)의 연구는 단기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공격성이 1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확인하였다. 

김세원과 김예성(2009)의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공격성을 성장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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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상당 수준 증가(전체 대상 중 1.3%)한 집단이나, 높은 공격성이 상당 

수준 감소(전체 대상 중 4.6%)한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초기치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초기 아동기 이후에도 공격성 관련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성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서미정, 2014; 

유수정 & 김희정, 2011), 공격성의 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 아동기의 

공격성 발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격성은 이른 시기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은 만 2세 경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해당 시기의 공격성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공격성의 종단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다(Zeanah, 2010). 

또한 만 3세 전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공격성 평가의 핵심적 요인인 의도성을 

추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만 3세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다(Zeanah, 2010). 이를 고려하더라도 만 3세 경에는 아동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적절한 시기이며, 그 이전 시기의 환경적 영향이 아동의 초기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그러나 

초기 아동기 공격성 관련 요인을 영유아기부터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시기의 공격성의 관련 요인을 

탐색하면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격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의되는 초기 시점의 공격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후의 

공격성 발달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며,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만 4세와 만 7세 

시기의 공격성 각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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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사회적 위축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행동을 철회하거나 

스스로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시키거나 적절히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되며(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5; Rubin, Coplan, & Bowker, 

2009),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발현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인해 

드러나는 행동들을 포괄한다(Rubin & Asendorpf, 2014).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 사회적 위축은 타인이 주도하여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된 상태와는 구분된다.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아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Rubin et al., 2009). 

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어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으며 구경만 

하거나 목적없이 방황하는 과묵 행동(reticent behavior), 또래와 떨어져서 

있거나 또는 또래집단 안에서도 혼자서 놀이를 하는 단독 능동적 행동(solitary-

active behavior), 혼자 생각에 잠겨 있거나 사물을 관찰하는 등의 단독 수동적 

행동(solitary-passive behavior)으로 드러난다(C. H. Hart et al., 2000).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와 달리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Mills & Rubin, 1990),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 행동은 다른 또래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며(Lemerise, 1997; Stormshak, Bierman, Bruschi, Dodge, & Coie, 

1999),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사회적 위축은 아동의 동 시점 또는 미래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사회적 위축 자체를 독립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DSM-

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CD-

10(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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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체계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자폐증, 불안 및 공포증, 주요 우울 

장애, 조현증, 인격 장애 등과 같은 임상적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높은 증상으로 

보고하고 있다(Rubin et al., 2009). 특히 사회적 위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표적 정신건강문제인 불안과 우울증상과 관련성이 크다(Hymel, Bowker, & 

Woody, 1993). 일례로 Rapee, Kennedy, Ingram, Edwards, and Sweeney 

(2005)의 연구는 극도로 수줍을 보이는 학령전기 아동들 중 90%가 불안장애의 

기준선에 해당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사회적 위축은 향후 우울증 발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  

국내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해 왔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보다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김지현 & 정지나, 2011), 초기 아동기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도 소수 존재한다. 국내의 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동의 집행기능과 정서지능 등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 발달 결과 및 기질(박지숙 등, 2009)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김지현 & 정지나, 2011; 박지숙 등, 2009) 등을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그동안 부족하였던 한국 아동의 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모두 

횡단 연구로 수행되어 한국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발달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요인을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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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관한 가족 과정 

1. 가족과정모형 

1) 가족과정모형의 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가족과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가족과정모형은 경제적 박탈 

등의 가족 환경상 불리함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단순히 결과의 

차이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의 통하는 

경로를 파악하여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개입 전략 형성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이다(Conger & Donnellan, 2007; 김광혁, 김진아, & 강수진, 2013).  

가족과정모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설명한 가족스트레스모형(Family Stress Model)을 확장하여 가족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설명해 왔다(Conger & Donnellan, 2007; 

Hackman et al., 2015). 가족스트레스모형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부정적 가족 과정을 야기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설명한다. 부정적 가족 과정으로는 부부 간 또는 

부모-자녀 간에 갈등의 발생과 자녀에 대한 지지 및 온정성의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et al., 1994). 초기 

가족스트레스모형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들을 통해 

형성되며 소수의 개념만을 다뤘지만(Conger 외, 1992, 1993), 이후 다양한 아동 

발달결과와 가족 기능들을 포함한 가족과정을 설명하는 실증 연구들에 

적용되면서 이론의 명칭도 가족과정모형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Conger & 

Donnellan, 2007; Linver et al., 2002; 김광혁 외, 2013; 김효진, 2008). 

가족과정모형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구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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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과정모형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 

자본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등을 통해서도 설명되어 왔는데(Coleman, 2000; 

Eamon, 2001; Haveman & Wolfe, 1994), 가족과정모형은 이들 이론과 달리 

자본의 관점을 택하기 보다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과 가족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Conger & Donnellan, 2007). 

사회적 자본이론은 자본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부모의 인적 자원이 아동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강조하지만, 가족과정모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 

자체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광혁, 2008). 각각의 이론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증 

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과 함의가 확인되어 왔기에 특정 이론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선행하는 영유아기는 가족 

관계 및 양육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족과정모형은 해당 시기의 발달과정을 살피기에 보다 적합한 틀로 평가된다 

(김광혁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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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확장된 가족과정모형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매개하여 아동의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과정모형을 

채택하여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가정 내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으로 평가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과정모형의 대표적 매개요인인 아동에 대한 온정적 태도와 부부 간의 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단, 가족과정모형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정의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몇 가지 이론적 모형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을 영아기부터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영유아기부터 개인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Rubin 외, 

2009; Warman & Cohen, 2000; Zeanah, 2010)과 영유아기는 아동의 

환경체계가 가정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양육환경의 영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과정모형은 초기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후 외국 

선행연구들은 만 1-5세 대상의 연구(Linver et al., 2002; Yeung et al., 2002)에 

적용하여 가족과정모형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는 가족과정모형의 초기 연구부터 

주목하여 온 아동 발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Conger et al., 1994; Conger & 

Donnellan, 2007),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의 발달적 과정을 영유아기에 걸친 

가족과정모형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광혁 외(2013)의 연구 

1편이 가족과정모형에 기반하여 빈곤이 유아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였다. 그외의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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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도 만 3-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행동 또는 친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가족 요인을 탐색하고 있으나(김선희, 2014; 임미지 & 문혁준, 

2014; 조혜진 & 이기숙, 2004; 한명숙 & 서선숙, 2013), 영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인 영향과 그 영향력이 전달되는 이후 생애과정의 가족과정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의 제한된 가족과정 탐색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유아기의 가족과정 변인을 

거쳐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과정모형을 국내 아동의 영유아기 전체 생애과정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연구로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아기 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매개 변인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가족과정모형은 아동의 발달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만 초점을 맞추며, 아동의 발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양육환경의 영향을 탐색하는데 소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가족과정모형은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태도나 

가족 간 갈등을 매개하여 아동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Conger & Donnellan, 2007; 김광혁, 김진아, & 강수진, 2013). 

영유아기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와 가족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Blau, 1999; 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Hackman et al., 2015),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 결과 또는 이후시기의 양육환경을 설명하는 유일한 양육환경 변인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영아기의 양육의 질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다루는 

초기 이론들에서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도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요인이다(Benasich & Brooks‐Gunn, 

1996; Goldberg, 2014; Isabella, 1993). 영아기 양육의 질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양육환경과 내적 작동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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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아동의 사회인지 및 자기조절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개인 내적 기제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이기도 하다(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Sroufe, 

2005).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를 영아기부터 탐색하는 

가족과정모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영아기 양육의 질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계는 기존 가족과정모형은 가정환경 또는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가족과정은 아동과 

부모의 상호적인 영향 속에서 일어난다(이은주, 2011). 그러나 기존 

가족과정모형은 부모 역할의 일방향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봐 왔으며(김광혁, 

2014; 김광혁 등, 2013; 장영은, 2015), 아동의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주로 성별 

통제에 그쳐왔다. 부모의 양육 역할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아동의 특성과 

상호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D. R. Shaffer et al., 2014; A. Slater 

& Bremner, 2014; 신명희, 2017; 이은주, 2011), 아동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부모의 역할 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만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 역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특성도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등의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 어렵게 하거나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의 수준을 높인다(Belsky, Rha, & Park, 2000; Burke, 

Pardini, & Loeber, 2008; Hein et al., 2018; 이은주, 2011). 또한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5; Dumas, Neese, Prinz, & Blechman, 1996; Warman 

& Cohen, 2000), 양육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과정에 내포된 아동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양육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환기에 해당하는 만 7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가족 과정을 살펴보면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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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만 4세는 본 연구자료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측정된 최초의 시기로 접근가능한 최선의 초기치이다. 이를 통해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유아기 양육환경으로 이어지는 가족 과정을 사회적 문제행동의 

초기 수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 선행 발달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 과정에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거쳐 구상된 행동적 대안이 실제로 수행됨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Dodge et al., 2006; Strack & Deutsch, 2004; Vogel & 

Wanke, 2016).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부모의 영향이 중요함을 설명한 

애착이론, 사회적 학습이론 등의 주요 이론들도 부모-자녀의 관계적 특성이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기제로 내적 작동 모델,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의 내면화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Bandura, 2002, 2004; Kobak & Madsen, 

2008; Sroufe, 2005).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행동적 

반응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르도록 하는 개인 내적 자원이다(Calkins & Fox, 

2002; Eisenberg et al., 2002).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과잉통제가 일어날 때 나타나며, 외현화 문제는 과소통제가 일어날 때 

나타난다(Huey Jr & Weisz, 1997;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따라서 아동이 적절한 자기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한 유형인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이 적게 보일 

것으로 가정되며, 실증 연구들의 결과가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Eisenberg et al., 

2001; Hughes & Ensor, 2008; 장혜인 & 박형인, 2015).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문제행동과 가정 내 설명요인들을 

공유한다. 영유아기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radshaw, 2011; Evans & Schamberg, 2009; Hackman 

et al., 2015; 양옥승 등, 2017),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도 자기조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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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Goldberg et al., 2013; Speltz et al., 

1999). 따라서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이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개인 

내적 자원이자, 동일한 가족 내 설명요인을 공유하는 요인으로서 가족과정모형 

안에서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 

 

 

2. 영아기 양육환경 요인 

1) 양육행동 

영아기에 제공된 양육의 질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결과에 대한 핵심적인 

예측요인이다(D. Shaffer, 2009; Sroufe et al., 2005). 영아기 양육의 질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주양육자와 아동 간의 애착은 영아기에 형성되지만,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생애 초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도식(scheme)인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재현(representation)된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내적 작동 모델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후의 주양육자와의 관계는 물론 또래 등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Kobak & Madsen, 2008; Sroufe, 2005).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경우,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적절한 기대와 동기를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초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불안, 공포, 분노, 불신 등을 중심으로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될 경우,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DeKlyen & Greenberg, 2008).  

영아기에 제공된 양육행동은 양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양육제공자가 아동의 욕구나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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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Goldberg, 2014; Isabella, 1993). 

최근 20년 간의 영유아 애착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장 일관성 있게 확인된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관련 

양육자 변인이였다(남수경 & 김장회, 2015).  

그러나 그동안 국내 연구들은 영아기 양육행동 또는 양육의 질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실패해 왔다. 

초기 애착이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착 

이론의 핵심 가정이며, 이러한 지속성을 전제로 1990년대 이후 애착 관련 연구는 

기존의 영유아 대상 실험연구에서 아동기 또는 그 이후의 부모-자녀 관계의 

관찰을 통해 애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신혜원, 

2004). 국내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부재함에 따라서, 지속성의 전제는 가정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몇몇 

연구들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이 근육운동,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아동 발달 결과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김기철, 2016; 민현숙 & 문영경, 2013; 윤연희 & 심숙영, 2017; 이경하 

& 서소정, 2009; 정미라, 강수경, & 김민정, 2015), 이들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행되었고 만 1세 이전의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국내의 종단 연구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만 0-3세 시기에 

보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만 6세 시기의 사회적 기술을 

예측한다는 송소아와 남기원(2017)의 연구 1편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연구는 둘 간의 단순한 관계를 살피며 발달적 과정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의 질적 수준이 아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와 발달적 과정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기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그 영향의 경로를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Bowlby(1988)는 발달 경로(developmental pathways)의 개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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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전 생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최적의 발달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발달 경로의 분화에는 초기 애착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 

양육환경, 이후 시기의 제3자와의 관계 등 많은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 

한다(Kobak & Madsen, 2008; Sroufe, 2005). 영아기 애착과 아동기 사회적 

발달 결과 간의 관계는 그 사이에 경험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매개된다. 사회적 

발달에 있어 영아기의 양육의 질이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이후 발달단계의 

경험도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roufe, 2005). 사회적 관계 및 

자기자신에 대한 내적작동 모델은 초기 애착에서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삼지만,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고 수정된다 

(Bretherton & Munholland, 2008). 따라서 내적작동 모델의 개념은 영아기에 

형성된 초기 애착이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완전히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유아기 및 그 이후 시기의 긍정적인 양육 경험 및 관련된 개인 내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양육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양육행동을 채택하여 영아기 양육의 질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이르는 영향의 가족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육의 질과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 영아기 양육환경 요인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동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lau, 1999; 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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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Bradley & Corwyn, 2002; Corcoran, 2000;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McLoyd, 1998),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영아기부터 탐색해갈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당히 누적됨에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빈곤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발달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과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사회적 개입 및 예방적 전략을 형성하는 것이 제안된다(Conger & 

Donnellan, 2007; McLoyd, 1998; Mistry, Vandewater, Huston, & McLoyd, 

2002).  

국내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 김광혁, 2009). 그러나 관련 연구는 

발달단계에 있어서는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발달결과에 있어서는 학업성취 등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김광혁, 2014; 김광혁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대한 영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Dodge et al., 1994; 

McLeod & Shanahan, 1993; C. J. Patterson et al., 1990).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영유아기를 대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소수의 보고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의한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Bradley 

& Corwyn, 2002; McLoyd, 1998). 일부 외국 연구들은 영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적 영향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의 핵심 지표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보고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의 출생 



 

- 30 - 

 

후부터 생후 5년까지 추적 연구한 Linver, Brooks-Gunn, and Kohen(2002)의 

연구를 통해 만 1, 2세 시기의 가구 소득이 만 4세 시기의 CBCL로 측정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만 

2세 이전의 영아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탐색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만 3세 또는 4세를 대상으로는 

몇 가지 횡단연구의 보고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가구 소득, 어머니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들은 놀이 단절 및 놀이 방해(김선희, 2014; 한명숙 & 

서선숙, 2013), 사회적 문제행동(임미지 & 문혁준, 2014; 조혜진 & 이기숙, 

2004)과 친사회적 행동(정희원 & 김경연, 1998),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김광혁 

등, 2013; 김지선, 2009) 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국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횡단적으로 수행되어 영유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수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원아, 부모, 교사를 

통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수행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김선희, 2014; 김지선, 2009; 정희원 & 김경연, 1998; 조혜진 & 이기숙, 

2004; 한명숙 & 서선숙, 2013). 또한 다수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발달 

결과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김지선, 2009; 정희원 & 김경연, 1998; 조혜진 & 이기숙, 

2004). 따라서 초기 아동기까지의 사회적 발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영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가족과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보고와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영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으로 측정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빈곤은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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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이지만, 아동 발달 결과의 차이는 

빈곤 여부로 구분된 집단 간에서 뿐만 아니라 연속변수 또는 소득 4분위로 

구분되었을 때도 유의한 차이가 드러난다(Hackman, Gallop, Evans, & Farah, 

2015; Heckman, 2006; Moon, 2010). 또한 빈곤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를 

예측하지만 인지발달과 학업성취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내재화 

행동문제와 사회정서적 발달 변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김광혁, 2014).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구의 지출 

욕구는 빈곤 여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로서 빈곤이 가지는 한계이다.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들은 육아 고유 지출을 파악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 고유 지출만으로도 월평균 122만원에 달하여 당해년도의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약 122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유해미, 김성숙, & 

송신영, 2012).  또한 영아를 둔 부모는 대부분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연령대로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적어, 빈곤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비율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한국 아동 집단의 영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아동 발달 결과에 

대한 종단적 영향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가구의 욕구소득비를 선정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욕구소득비를 

4분위로 구분하였다. 빈곤 여부에 따른 취약 계층 아동의 발달상 차이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준 등의 파악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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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기 가족 과정 요인 

1) 온정적 양육태도 

유아기에 진입하면 보육기관을 통해 아동의 가정 밖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접근가능한 정보가 늘어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양육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성이나 사회적 

문제행동 등과 유의한 관계가 보고되는 대표적 요인이다(Kostelnik, Sod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7; 이순자 & 유수옥, 2012; 홍순정 & 김희태, 

2010). 어머니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사회적 행동을 

경험함으로써 아동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얻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행동적 기준을 보이는 성인 모델을 관찰하거나 직접 경험한 

아동은 스스로 높은 행동적 기준을 채택하게 된다(Bandura, 2002; 송석재, 

2006). 아동이 부모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도 높아져 사회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어머니의 여러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에서도 온정적 양육태도는 특히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유아기의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은 연구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반면, 

애정적 또는 온정적 양육태도는 일관성이 있게 유아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유란희 & 김선희, 2017; 이지희 & 문혁준, 2008; 

최인숙, 2014).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김지현 & 정지나, 2011; 박서영, 2007)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가족과정모형의 대표적인 가족과정 변인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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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왔다. 가족과정모형은 가족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온정성이 낮아지고 이는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고 설명한다 

(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실증연구들도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부적 

관계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에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Dodge et al., 1994; McLoyd, 1998; C. J. Patterson, Cohn, & Kao, 

1989).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가족과정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단일 연구에서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Linver et al., 2002; McLeod & Shanahan, 

1993; Mistry et al., 2002). 국내 선행연구 중에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가 이전 

시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후 시기의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종단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유아기 내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기 사회적 발달 결과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국내 연구로는 2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2014)의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 직업지위, 가구 

소득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온정적, 반응적 양육태도로 

매개되어 아동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만 

4세 대상의 장영은(2015)의 연구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아동의 전반적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온정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수행된 연구의 수가 

부족하며, 2편의 연구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국내 연구들은 모두 대표성이 부족한 자료를 

통해 횡단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종단적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온정적 양육태도는 영아기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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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정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경우, 부모는 영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Goldberg et al., 2013; Sroufe, 2005), 지속된 

긍정적인 양육 경험은 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에 핵심적인 

요인이다(Kostelnik et al., 2017; Sroufe, 2005). 유아기 애착과 아동기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장기간 추적한 미네소타 종단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의 안정적인 

애착과 아동기의 문제행동 간의 부적 상관의 핵심 경로로 유아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Erickson et al., 1985). 생애 초기 양육의 

질의 지속성에 대한 Benasich and Brooks‐Gunn(1996)의 보고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시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과 양육태도를 보인 어머니는 생후 

36개월 시기에도 보다 바람직한 가정 내 양육자극을 제공한다.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김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 애착 안정성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모두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영아기 양육행동 

역시 가족 과정 속에서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아동의 선행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 역시 유아기에 부모가 제공하는 

온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을 저하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효과만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호인과적 관계에 있다(Lollis & 

Kuczynski, 1997; Sameroff & MacKenzie, 2003; 이은주, 2011).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온정성이나 반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lsky, Rha, & 

Park, 2000; Hein et al., 2018), 아동의 공격성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을 저하하는 요인이다(Burke, Pardini, & Loeber, 2008; Sheehan & Watson, 

2008). 외국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가 확인되고 

있지만(Barbot, Crossman, Hunter, Grigorenko, & Luthar, 2014),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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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만 부모의 양육태도의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가 탐색되었다(유정아, 2016; 이상균, 2012; 이은주, 2011). 위와 같은 

검토에 따르면, 아동의 초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문제행동의 

지속성에 따라 이후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물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저해함으로써 이후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선행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가족 과정에 포함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 과정을 

영유아기의 양육환경을 통해 살펴보는 연구로서, 영아기의 핵심적 발달 조건인 

양육행동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과정모형의 핵심 변인인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영아기 양육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발달 결과이자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의 예측 요인인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가족과정모형에 포함하였다.   

 

 

2) 부부 갈등 

부부갈등은 영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모든 발달단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가족 요인이다(Cummings & Davies, 1994; 

Franck & Buehler, 2007). Kouros, Cummings, and Davies(2010)의 연구는 만 

5-7세에서 측정한 부부갈등은 해당 시기의 외현화 문제는 물론 5년 후의 사회적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Katz and 

Gottman(1993)의 연구는 만 5세 시기의 부부 갈등이 만 8세 시기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유아기 

사회적 발달 결과에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왔다. 박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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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7)의 연구는 아동의 만 4세 시기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이 지각한 부부 

갈등의 수준이 2년 후의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한인숙과 양혜정(2015)의 연구는 만 2세 시기의 부부갈등과 만 

4세 시기의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만 

3~5세 대상의 횡단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수준은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 

조수정, 2012; 박미진 & 강지현, 2012; 이형민, 2015; 임미지 & 문혁준, 2014; 

임정하 & 윤정진, 2010). 부부갈등의 영향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갈등과 관련이 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아동의 

사회적 발달 간의 유의한 관계도 보고되고 있다. 김광혁 등(2013)의 연구는 만 

3-5세 아동의 빈곤과 사회성 간의 관계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매개함을 

보고하였으며, 서고운(2017)의 연구는 만 2세 시기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평가한 

결혼만족도가 만 6세 시기의 또래놀이와 CBCL 총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와 긴장 수준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데, 그 중 부부갈등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로 평가된다(Emery & O'Leary, 1982; Jenkins & 

Smith, 1991).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태도와 함께 가족과정모형의 대표적인 매개 

변인이다(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et al., 1994). 부부 갈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발달 결과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부 간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은 줄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늘려 부부 갈등을 증가시킨다(Conger & Donnellan, 2007; 

Conger et al., 1994; Vinokur, Price, & Caplan, 1996). 국내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구 소득(윤광미, 2010)과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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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송미옥 & 이경호, 2017; 한태숙 & 황혜정, 2010)은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은 배우자에 대한 지지행동과 

적대행동을 통해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현은민, 2007). 

한편,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유아기의 부부 갈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 또는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김희진, 2004; 이인정 & 김미영, 2014; 조성희 & 박소영, 2012).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양육행동에 따르는 가족 과정 변인으로서 부부갈등을 함께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다(Cui, Donnellan, & Conger, 2007; Jenkins, Simpson, Dunn, Rasbash, 

& O'Connor, 2005). 가족과정모형의 설명에 따르면,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영유아를 둔 부부 간의 

갈등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이인정 & 김미영, 2014),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등의 아동의 부정적 발달 특성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김헤라 & 김진경, 2012; 엄세진, 2014). 또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만 4-5세 유아의 수줍음과 

활동성은 부부갈등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소현 & 

어성애, 2018).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탐색해온 경향이 있다. 아동의 특성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아동의 선행된 발달 결과가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이후 시기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가족과정모형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영아기의 핵심적 발달 조건인 

양육행동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과정모형의 핵심 변인인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함께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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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가족 과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가족과정모형에 포함하였다. 

 

 

4. 사회적 문제행동과 자기조절 

1) 자기조절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내적 자원으로 작동한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조절은 자신의 인지와 

정서를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행동을 계획, 점검, 평가, 조절하는 상위인지과정 

(Diaz et al., 1990) 또는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정서, 사고를 모니터링하여 사회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맞춰가는 개인 내면적 

과정으로 정의된다(Kopp, 1982). 사회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녕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조절 과정의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Gresham & Elliott, 1984). 이처럼 자기조절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성은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드러난다. 원성두 등(2015)의 연구는 자기조절이 사회적,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기조절을 심리사회적 문제와 초진단적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기조절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이후 

발달단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게 되므로, 자기조절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과학적 이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다(Eisenberg et al., 2002).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집행기능(또는 실행기능, executive 

function)을 확인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초창기 자기조절 이론을 제시했던 

신경심리학자 Luria는 집행기능의 발생은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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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으며(양옥승, 2011), 최근 임상심리와 신경심리 분야에서는 자기조절을 

전전두엽에서 관여하는 집행기능과 동일한 능력으로 간주하거나 집행기능을 

통해 자기조절을 평가하고 있다(양옥승 등, 2017; 장혜인 & 박형인, 2015). 발달 

심리학과 교육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왔고, 신경 

심리학과 뇌인지 과학 영역에서는 집행기능을 선호해 왔는데 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주어진 후속 연구과제이다(이주미, 2018). 

집행기능은 연구에 따라 실험과제를 통한 수행 평가나 설문지를 활용한 평정 

평가의 방식으로 측정된다(Toplak, West, & Stanovich, 2013; 이슬아 & 권석만, 

2017). 자기조절 관련 초기 연구를 주도해온 심리학에서는 실험과제를 통한 수행 

평가를 통해 아동의 순응, 충동통제, 만족지연, 유혹저항, 주의집중 등의 인지적 

구성요인들을 제시하고, 개별 실험 상황에서의 인지적 요인들의 작동을 

살펴봄으로써 자기조절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이슬아 & 권석만, 2017; 

이정란 & 양옥승, 2003). 그러나 실험과제를 통한 평가는 대규모의 대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송현주, 2014). 반면 자기조절을 설문을 통해 

평정하는 방법은 대규모 대상을 다루는 연구에 적합하며, 측정된 자기조절 

능력과 해당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집행기능의 설문을 통한 평정은 작업기억, 계획/조직화 등의 인지적 

특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송현주, 2014), 유아의 

자기조절 또는 집행기능을 부모 보고를 통한 설문 평정 결과와 실험과제를 통한 

측정 결과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설문 평정의 타당도를 

부여한다(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기조절 능력을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어머니의 설문 평정 결과로 측정하여, 가족과정모형 내에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의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발달 결과 중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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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자기조절 능력과 주의력 결핍, 공격행동, 반항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간의 부적 

관계는 실증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확인되어 왔다(Eisenberg et al., 2001; 

Hughes & Ensor, 2008). 특히 행동적 집행기능이 높은 경우, 이 때 자신의 

가능한 행동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적 반응을 

비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표출한다(Dodge et al., 2006; D. R. 

Shaffer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행동적 통제 능력이 높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좋은 친구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노출 자체를 적게 경험한다 

(Eiesnberg et al., 1997).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부적 관계는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의 자기조절 관련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장혜인과 박형인(2015)의 연구도 자기조절과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만 4-6세 아동의 

부모 또는 교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수행된 연구들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은희 등, 2009; 최인숙, 2014).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자기조절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들은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문호 & 은혁기, 2016; 

박지숙 등, 2009; 박지현 & 송하나, 2011).  

자기조절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자기조절 

능력은 내재화 문제 또는 사회적 위축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높은 수준의 비자발적 행동적 억제(involuntary 

behavioral inhibition)를 보이는데, 초∙중기 아동기에 비자발적 행동적 억제가 

높을 경우, 대인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Robin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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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 Weinberger & Schwartz, 1990).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보이는 사회적 기술의 문제로 또래 아동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위축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2; Kostelnik et al., 

2017; Rubin & Asendorpf, 2014). 반대로 자기조절의 미성숙한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도피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시형, 2013). 

사회적 위축은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는 유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Fox & Calkins, 2013).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보영(2015)의 연구의 경우 만 4세 아동의 집행기능이 또래 유능성과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사회적 위축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었다. 유아기의 정서적 통제능력을 다루는 연구들도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보고되기보다, 사회적 발달결과를 측정하는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되었다(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 박보경, 2007; 

신현숙, 2006; 이희연 & 장경은, 2015).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연구로는 뇌파 

검사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최효숙(2013)의 연구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자기조절이 

부족한 경우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의 선택적 단절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합하자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자기조절과 공격성 간의 관계와는 달리, 

자기조절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졌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Eisenberg & Spinrad, 2004; 

장혜인 & 박형인, 2015). 그러나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위축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론적 발전 

및 개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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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조절이 내재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독립적으로 

검토되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적 집행기능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자기조절이 내재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odge, 1983; 

Eisenberg & Spinrad, 2004;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Lilienfeld,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둘 중 한 요인만을 다루고 있거나, 동일 

연구에서 두 요인을 모두 다루더라도 두 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Eisenberg and Spinrad(2004)는 자기조절이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공존하는 외현화 문제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수의 양적연구 분석법이 단일한 

종속변수를 설정하도록 하는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종속변수 설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자기조절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3) 가족과정요인과 자기조절 

영아기 양육의 질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의 

애착 및 정서적인 교류는 자기조절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전전두엽 발달을 

촉진한다(Goldberg et al., 2013; Speltz et al., 1999). 애착 연구들은 만 2세 

이전의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기 시절의 정서적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Brenner & Salovey, 1997; Weinfield 

et al., 2008). 자녀의 생애 첫 3년 동안에 관찰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의 

제공은 만 5세 시기의 정서적 통제, 행동적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며(Cha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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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et al., 2009), 생후 12개월에 보인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생후 36개월 시기의 아동이 보이는 문제해결능력과 부적 관계에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생후 6개월의 민감하고 협력적인 양육의 

질이 만 2-3세 시기의 자기조절 능력을 예측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인 

아동은 만 6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4)의 보고는 

자기조절의 종단적 매개 역할을 보여준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ackman et al., 2015).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전반적 인지능력(Marmot, 2017), 어휘력 및 언어적 인지능력(Bradshaw, 

2011; B. Hart & Risley, 2003) 및 문제해결 능력(Bradshaw, 2011; Evans & 

Schamberg, 2009; 김현옥, 2015)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뇌과학 등의 생물학적 

연구들은 영유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함께 관장하는 뇌 부위인 전전두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양옥승 등, 2017).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 및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많이 탐색하지는 않았으나,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소수의 국내 횡단 연구들이 가구 소득 및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을 보고하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혜순 & 강기숙, 2005; 최영미 & 이희영, 2017). 

가족과정모형의 유아기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매개하여 전달될 수 있다. 

일부 국내연구들은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란희와 김선희(2017)의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만 3-5세 아동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있어서 

집행기능 및 정서적 통제 능력으로 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연제은과 이혜란(2017)의 연구는 만 5-6세 아동의 애착이야기완성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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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조절 능력에 의해 완전 

매개됨을 보고하였다. 김인숙 등(2010)의 연구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통제능력이 매개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서 자기조절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지지하며, 영유아기의 경험 및 환경이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서도 자기조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정서적 표현 및 부부 갈등의 표출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Thompson, Virmani, Waters, Raikes, 

& Meyer, 2013; Zeman, Cassano, & Adrian, 2013). 부부갈등의 수준은 만 3-

5세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과 부적 관계에 있으며(민하영, 2010), 만 3-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의해 완전 매개됨이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지윤 외, 2008). 아직 

유아를 대상으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정아, 2009; 오민아, 2013; 이경란, 2013). 

이와 같이 가족 과정의 영아기와 유아기 양육환경 변인들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사회적 문제행동과 발달적 예측요인을 공유하는 자기조절 능력은 

영유아기 양육환경이 아동에게 내면화된 결과로서, 영유아기 양육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가족과정모형에 포함하여 

영유아기 양육환경과 자기조절,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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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관련 요인  

1) 아동의 기질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자 전형적인 반응 양식으로 

(Carey & McDevitt, 1995), 영유아기에 보인 아동의 기질은 이후 생애과정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행동 및 성격적 특성의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Rothbart & Bates, 2006).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질은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눠져 측정되는데(Rothbart 

& Bates, 2006),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성과 사회성 기질을 통제하고자 한다.  

부정 정서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은 이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한 요인이다 

(Sanson, Hemphill, Yagmurlu, & McClowry, 2011). Mathiesen and 

Prior(2006)은 18개월 당시의 부정정서성 기질은 만 8-9세 시기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B. Nelson, Martin, Hodge, Havill, and 

Kamphaus(1999)은 만 5세 당시의 부정정서성 기질이 만 8세 시기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종단연구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만 3세 시기의 부정정서성은 만 5세 시기의 공격성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한 정진나(2017)의 연구가 있다. 아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기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다수의 횡단연구를 

통해 부정정서성, 사회성 기질이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김성아, 2017; 김지선, 2009; 김지윤 등, 2008; 박미진 & 강지현, 

2012; 박지숙 등, 2009). 

아동의 부정 정서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은 사회적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Mathiesen & Prior, 2006). 정진나(2017)의 연구는 5세 시기의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3세 시기의 부정 정서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을 통해 예측됨을 

보고하였다. 아동의 부정 정서성 기질과 사회적 위축 행동 간에는 정적 관계가, 

아동의 사회성 기질과 사회적 위축 행동 간에는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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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사회적 위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동의 기질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수준 또는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Prior, 

Sanson, Smart, & Oberklaid, 2000).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송소아와 

남기원(2017)의 연구가 아동의 사회성 기질이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으로 측정된 만 6세 시기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아동의 기질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어 

왔으므로,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만 2세 경부터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Roberts 

& DelVecchio, 2000),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시기의 부정정서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을 통제하고자 한다. 

 

 

2) 아동의 성별 

성별은 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공격성에 성차가 없거나, 냉대하기, 뒷담화, 사회적 상황 조정 

등의 관계적 공격성의 활용은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남아가 신체적, 

언어적 위협을 사용한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나는 등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성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보고도 있다(Dodge et al., 2006; Garbarino, 2007; 

Kostelnik et al., 2017; 신유림, 2008).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격성은 인종, 

사회계층, 문화에 관계없이 남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왔으며(Kostelnik et al., 2017), 우리나라 아동들도 공격성 발현에 있어서 성차가 

보고되고 있다(김연, 2010; 유경숙, 2015; 최미숙 & 전아영, 2016). 아동 

공격성의 성차는 호르몬, 신체적인 힘, 신체적 충동성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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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학습 요인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Dodge et al., 2006). 

반면 사회적 위축에 있어서는 성차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의 하위 유형 중 수줍음형 

위축에서만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지만(공미정 & 이동형, 

2017),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위축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국내연구들이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성차를 확인하였는데(김수미 & 이숙, 2000; 박지숙 등, 2009; 유경숙, 

2015; 조숙경 & 김민정, 2007),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심이 성차를 확인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회적 위축의 경우 뚜렷한 

성차가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의 공격성에 있어서 성차가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확인되어 왔고,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등 다른 

주요한 변인에 있어서도 성차가 확인되어 왔다(Kostelnik et al., 2017). 이를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가족과정모형 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출생 순위 

형제가 존재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자주 경험하며, 

이는 형제 이외의 타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성 또는 문제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 R. Shaffer et al., 2014; A. Slater & Bremner, 

2014). 유아 또는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들도 형제가 있는 

경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윤희 & 강민주, 2010; 

박성연 & 도현심, 1993; 이현정 & 조성연, 2002). 또한 아동의 출생 순위는 

부모의 양육 역량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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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순위는 부모의 만 0-3세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수용-거부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이영훈 & 이종인, 2008), 초산인 어머니의 

경우 양육 지식과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이 떨어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바람직한 양육 환경 제공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순, 신영희, 오가실, 김태임, & 심미경, 2005; 박영애 & 

나종혜, 2003; 박인혜, 김진선, 조인숙, & 강서영, 2007).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및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출생 순위를 연구대상 아동의 출생 시점의 자료로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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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외현적, 내재적 사회적 문제행동의 대표 

지표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가족과정을 통한 발달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였던 영아기 양육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과 유아기 가족과정 요인,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의 두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와 

양육행동으로 구성된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 때, 가족과정모형에 

따라서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 및 유아기의 

두 가족과정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와 관련된 핵심 개인 내적 자원이자, 사회적 문제행동과 가정 내 

예측요인을 공유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하여, 영유아기 양육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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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개념적 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만 7세)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a/b.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2-a/b.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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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3-a/b.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4-a/b.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5-a/b.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6-a/b.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영아기 양육환경은 아동의 만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a/b.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양육환경(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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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6-a/b.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의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 가족과정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4-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6-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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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영아기 양육환경은 유아기 가족과정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4-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5-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6-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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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한국에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구축된 신생아 패널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설명요인을 영유아기에 걸쳐 살펴보고,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과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중에서 층화 

표집된 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6개 권역(서울, 경인,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으로 나눈 뒤,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30개의 의료기관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2,562명의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예비표본 중 본 조사에 참여한 

2,150가구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패널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자료는 8차년도 조사부터 조사 수행 전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치고 있다. 7차년도까지는 IRB 심의 하에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및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인 동의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산모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신생아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생아가 입양 예정인 경우 등은 연구대상자 모집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 자유롭게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구참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심의를 자체적으로 요청하였고, 윤리적 문제없이 제공받은 2차자료를 분석하는 



 

- 55 - 

 

연구로 심의면제 판정을 받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신청에 따라 개인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제거된 상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신청을 통해 1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본 연구 수행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공개된 자료인 8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내용은 아동의 개인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서비스 및 학교 특성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평가자로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변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조사되었거나, 일부 변인이 아버지 또는 교사를 통해 

측정되었더라도 응답률이 낮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150 가구의 표본 중 1차년도 조사에 총 2,098가구의 

참여하였고, 8차년도 조사에는 1,598가구가 참여하여 74.3%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1차년도 조사에는 전체 표본 중 약 10%에 해당하는 215가구가 

어머니 조사에 불참하여, 1,863가구가 어머니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후 2차년도 

조사에서 166가구, 3차년도 조사에서 98가구, 4차년도 조사에서 28가구, 

5차년도 조사에서 41가구, 6차년도 조사에서 43가구, 7차년도 조사에서 39가구, 

8차년도 조사에서 54가구의 추가적인 조사이탈 가구가 발생하며, 8차년도까지 

유지된 표본은 1,394가구였다. 이 중 조사참여 과정에서 사별, 이혼, 별거를 통해 

가족 해체가 일어난 34가구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0가구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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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1. 사회적 문제행동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의 대표적 척도인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한국에 CBCL 문항사용권 및 채점 기준을 

보급하는 기관을 통해 공식 계약을 맺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CBCL을 5차년도부터 조사하였으며, 5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는 CBCL 1.5세-

5세용 조사도구를 활용하였고, 8차년도부터는 CBCL 6세-18세용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CBCL은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은 

자료공개 시 공식 매뉴얼에 따라 계산된 CBCL 하위 유형별 총점, T점수, 

백분위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제공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유형의 총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초등학교 전환기(만 7세)의 사회적 문제행동은 CBCL 

6-18세용의 하위 유형 중 공격행동과 위축/우울을 통해 측정되었다. CBCL 6-

18세용의 공격행동은 총 18개의 문항으로‘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싸움을 많이 한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고함을 많이 지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 

CBCL 6-18세 용의 위축/우울 유형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런다(2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자료에서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4이었고, 사회적 위축의 신뢰도는 .633이었다.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는 아동의 만 4세 시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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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에서 CBCL 측정을 시작한 5차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평가되었다. 

CBCL 1.5-5세 용의 하위 유형 중 공격성은 총 19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적 위축은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공격행동의 주요 문항으로는 

‘반항적이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싸움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들을 때린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고함을 많이 지른다’등이 있다. 

사회적 위축의 주요 문항으로는‘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피한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한다’, ‘애정이나 관심을 표현해 줘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CBCL 1.5-

5세용의 각 문항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런다(2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자료의 

5차년도 공격성의 신뢰도는 .865이었고, 사회적 위축의 신뢰도는 .643이었다.  

 

 

2. 자기조절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자기조절 능력을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8차년도 조사부터 집행기능을 측정하고 있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아동용 집행기능 곤란 

척도(송현주, 2014)의 행동통제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4개 하위 영역 중 행동통제 곤란 영역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아동의 행동통제 곤란은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한다’, ‘줄 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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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아동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생각한 후 응답하도록 요청받았으며,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점)’~‘자주 그렇다(3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거쳐,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집행기능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자료에서 행동적 집행기능의 신뢰도는 .857 

이었다. 

 

 

3. 영아기 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 

1) 영아기 양육행동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은 양육스타일 척도(Bornstein, 1989; 

Bornstein et al., 1996) 중 사회적 양육 유형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양육유형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행하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교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양육을 측정하는 6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진다’,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료에서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818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영아기(만 0세-2세) 전반에 걸쳐 제공된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을 



 

- 59 - 

 

평가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문항 각각에 대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응답의 평균을 산출한 

후, 각 문항의 3개년도 평균을 관측변수로 하는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영아기 사회경제적 지위 

영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으로 측정되었다. 

영아기의 가구소득은 1차, 2차, 3차년도 조사의 주양육자 설문에서 확인된 

가구소득을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서 각 조사년도(2008년~2010년)에 고시된 

최저생계비로 나눠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였다. 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3개년도의 평균적인 

욕구소득비의 수준에 따라 4분위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욕구소득비는 가구의 규모와 해당 년도에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고려한 지표로 

가구의 실제적인 경제력을 소득보다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McLoyd, 1998; 

김광혁, 2014), 욕구소득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4개 또는 5개 단위로 

범주화하는 것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적용되어온 방식이다(김광혁, 2014). 본 연구에서는 3개년도 욕구소득비의 

평균이 1.2 미만이 경우 ‘1’, 1.2 이상 2 미만이 경우 ‘2’, 2 이상 3 미만인 경우 

‘3’, 3 이상인 경우 ‘4’로 코딩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1차년도의 응답내용으로 파악하였으며,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전문대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욕구소득에 따른 소득 4분위 수와 어머니의 학력은 모두 높을수록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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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기 사회적 학습 관련 양육 환경 

1) 온정적 양육태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조복희 등(1999)의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기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온정적 양육태도는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문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2년)에서 7차년도(2014년)까지 3개년도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을 통해 유아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 온정적 양육태도의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의 신뢰도는 

각각 .864, .843, .863 이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만 4세-6세) 전반에 걸쳐 제공된 온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문항 각각에 대한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의 응답의 평균을 산출한 후, 각 문항의 3개년도 평균을 

관측변수로 하는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 & Blumberg(2001)가 개발한 부부 갈등 

척도를 번안하여 측정되었다. 부부갈등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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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요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부부갈등은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머니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2년)와 7차년도(2014년)에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평균값을 

통해 유아기 시절의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 부부 

갈등의 5차년도, 7차년도의 신뢰도는 각각 .916, .923이었다.  

부부갈등은 6차년도에 측정되지 않은 관계로 5차년도와 7차년도에 측정된 각 

8개 문항의 평균을 구한 후, 해당 8개 관측변수로 잠재변수로 구성함으로써 

유아기(만 4세-6세) 전반에 걸친 부부갈등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5. 통제변수 

1) 기질  

아동의 부정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의 두 가지 기질 유형에 대한 

3차년도의 어머니 응답으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통제되었다. 부정정서성 기질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활동성 기질도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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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이 중 마지막 2개 문항은 역채점 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정서성 기질이나 활동성 기질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료의 부정정서성 기질의 신뢰도는 .725, 활동성 기질의 

신뢰도는 .777이었다.  

 

 

2) 성별 및 출생순위 

아동의 성별은 ‘남아(1)’와 ‘여아(2)’로 구분되었으며, 아동의 출생 순위는 

‘첫째(1)’, ‘둘째(2)’, ‘셋째(3)’, ‘넷째(4)’, ‘다섯째 이상(5)’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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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아기 

양육의 질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발달적 

과정에서 유아기 양육환경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일변량 분산분석(ANOVA), 구조방정식 모형 등의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과정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와 주요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월령, 출생 순위, 출산 시 어머니 연령,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주요변수들의 

결측률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점검하고,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연구자료가 연구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둘째,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영아기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의 각 변인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만 4세 시기 및 초등학교 

전환기에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변량 분산분석의 F값 확인 후, 각 집단별 지표별 평균치를 

확인하고, 사후 검정을 통해 어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변량 분산분석에는 SPSS v.21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 분석 및 주요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변수 및 잠재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이 가능하며, 복수의 종속변수를 단일한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고, 

매개변인들을 통한 간접효과도 단일한 연구모형에서 검증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Kline, 2010). 따라서 사회적 

문제행동의 두 지표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다양한 영유아기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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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기조절 능력의 영향을 단일한 연구모형에서 살펴보는 본 연구 모형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2단계 접근법(J. C.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수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이어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효과분해를 통해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1000회 추출되었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에서 검증되었다. 복수의 간접효과 경로를 

가지는 경우, 효과분해를 통해 전체 간접효과의 크기 및 유의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유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이르는 다수의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는 팬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팬텀분석은 

개별 간접효과 경로에 해당하는 가상의 변수를 형성하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유의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형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Macho & Ledermann, 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패키지로는 Amos v.21이 사용되었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되었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모형 

분석 시 확률적 회귀 대체(stochastic regression imputation) 방식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확률적 회귀 대체 방식은 회귀 

대체(regression imputation) 방식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단일대체 방식으로, 

결측치 추정시 일정한 확률오차항을 포함하여 회귀 대체보다 불편추정치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길곤 & 탁현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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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자료의 기술 통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에 태어나 201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들로, 

분석대상은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가구의 아동 1,360명이다. 첫 조사가 

이루어진 2008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연구 참여 아동과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아의 비율은 51.4%(699명), 여아의 비율은 48.6% 

(661명)이었다. 첫 조사 당시의 월령은 4~6개월 사이에 89.1%(1,212명)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중 5개월이 909명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월령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월령이 어릴수록 사례수가 많고 11개월 이상의 사례는 없어 

월령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은 

46.2%(626명), 둘째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은 42.0%(569명), 셋째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은 10.6%(144명)이었으며, 넷째 이상인 경우는 1.2%(17명)로 

확인되었다. 출산 시 어머니의 연령은 25세~34세 구간이 전체의 

79.3%(1,079명)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35~39세 구간의 비율(16.3%, 

222명)이 높았다. 24세 이하나 4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 시기에 확인된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06명(30.0%)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는 중학교 졸업 5명(0.4%)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대학(기능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419명(30.9%), 대학교 

졸업 학력의 어머니는 456명(33.7%), 대학원 이상 학력의 어머니는 

73명(5.4%)로 확인되었다.  

1, 2, 3차년도 조사의 평균적인 욕구소득비를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확인한 

결과,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1.2 미만의 가구는 80가구(5.9%)였으며,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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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는 366가구(27.1%), 2 이상 3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는 

481가구(35.6%), 3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423가구(31.3%)로 확인되었다. 

1차년도에 보고된 전체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약 317만원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아 699 51.4% 

여아 661 48.6% 

첫 조사 당시 월령 

1-3개월 0 0.0% 

4-6개월 1,212 89.1% 

7-9개월 144 10.6% 

10-12개월 4 0.3% 

출생 순위 

첫째 626 46.0% 

둘째 569 41.8% 

셋째 144 10.6% 

넷째 이상 17 1.2% 

출산 시 어머니 연령 

19세 이하 1 0.1% 

20세-24세 35 2.6% 

25세-29세 408 30.0% 

30세-34세 671 49.3% 

35세-39세 222 16.3% 

40세 이상 23 1.7%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6 30.0% 

전문대 졸업 419 30.9% 

대학교 졸업 456 33.7% 

대학원 이상 73 5.4% 

첫 3개년 평균 

욕구소득비 

1.2 미만 80 5.9% 

1.2 이상 2 미만 366 27.1% 

2 이상 3 미만 481 35.6% 

3 이상 4미만 423 31.3% 

월 소득(만원) 평균: 317.1 SD: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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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2와 같다. 8차년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각각 3.06(SD=2.236)과 0.085(SD=1.279)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집행기능의 평균은 2.71(SD=0.313)로 확인되었다.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66(SD=0.473), 통제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44 

(SD=0.427), 부부갈등의 평균은 2.10(SD=0.731)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양육행동의 평균은 3.92(SD=0.411)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3개년 조사의 

욕구소득비 평균은 2.94(SD=2.360)였다. 영아기 평균 욕구소득비의 첨도는 

33.129로 높아 정규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 

빈도분석에서 확인한 평균 욕구소득비 구간에 따라 구분된 가구소득 4분위수가 

활용되었다. 통제변수 중 부정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의 평균은 각각 

2.85(SD=0.609)와 3.89(SD=0.590)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문제행동의 선행 

발달 수준으로 통제된 5차년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각각 

6.50(SD=4.990)과 1.76(SD=1.778)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결측률은 대부분 1%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두 기질 

유형의 결측률이 5.3%, 5차년도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결측률이 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분석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모형의 분석과정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결측치들은 확률적 회귀 대체 방식을 통해 대체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지만, 다변량 정규성 검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일변량 정규성을 대안적으로 

검토한다(Kline, 2010; 배병렬, 2014). 왜도와 첨도를 통해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은 왜도와 첨도 모두 3 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첨도의 경우, 8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의 첨도가 각각 

8.02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시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경우, 첨도가 큰 경우에도 최적의 해를 도출하므로 분석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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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으며(Hair et al., 2010; 배병렬, 2014), 일반적으로 첨도가 10 이하면 

심각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Hair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수정 없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명(측정시기) 
응답자수 

(결측률) 
Min Max 평균 S.D. 왜도 첨도 

공격성(W8) 1,350(0.7%) 0 20 3.06 3.236 1.539 2.698 

사회적위축(W8) 1,350(0.7%) 0 10 0.85 1.279 2.344 8.023 

행동적 집행기능(W8) 1,358(0.1%) 1 3 2.71 0.313 -1.479 2.604 

온정적 양육태도(W5,6,7) 1,349(0.8%) 1.83 5 3.66 0.474 -0.192 0.318 

부부갈등(W5,7) 1,345(1.1%) 1 4.63 2.10 0.731 0.666 0.165 

양육행동(W1,2,3) 1,360(0.0%) 2.33 5 3.92 0.411 -0.298 0.369 

욕구소득비(W1,2,3) 1,350(0.7%) 0.47 28.3 2.94 2.360 4.856 33.129 

욕구소득비 

4분위(W1,2,3) 
1,350(0.7%) 1 4 2.92 0.903 -0.333 -0.850 

어머니 학력(W1) 1,354(0.4%) 1 4 2.14 0.912 0.138 -1.069 

공격성(W5) 1,310(3.7%) 0 28 6.50 4.990 0.835 0.402 

사회적위축(W5) 1,310(3.7%) 0 13 1.76 1.778 1.293 2.182 

부정정서성 기질(W3) 1,287(5.3%) 1.20 4.80 2.85 0.609 0.228 0.131 

활동성 기질(W3) 1,287(5.3%) 1.40 5 3.89 0.590 -0.237 -0.084 

성별(W1) 1,360(0.0%) 1 2 1.49 0.500 0.056 -2.000 

출생순위(W1) 1,356(0.3%) 1 5 1.67 0.722 0.892 0.701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연구 모형 분석 전, 주요 변인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Pearson’s 

r로 확인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에는 0.470(p<.01)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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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확인됨으로써 두 사회적 문제행동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두 

변인 간의 공변량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Eisenberg 

& Spinrad, 2004). 또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초등학교 전환기, 즉, 만 7세 

시기의 공격성과 0.480(p<.01)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0.327(p<.01)의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문제행동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상호 관련성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의 상관관계(r=0.258 , 

p<.01)와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만 7세 시기의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r=0.216, p<.01)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은 공격성(r=-0.439, p<.01) 및 사회적 위축(r=-0.226,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영아기의 양육환경 변인들은 예측한 것처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사회적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먼저 영아기 양육행동은 모든 

주요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r=0.571, p<.01) 및 부부 갈등(r=-0.274,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아기 양육행동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r=-0.214, p<.01) 및 사회적 

위축(r=-0.158, p<.01)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r=0.177, 

p<.01), 공격성(r=-0.185, p<.01) 및 사회적 위축(r=-0.125, p<.01)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인 중 가구소득 

4분위수는 유아기 양육환경 변인 중 온정적 양육태도(r=0.127, p<.01) 및 

부부갈등(r=-0.073,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만 4세 시기의 

공격성(r=-0.096, p<.01) 및 사회적 위축(r=-0.093, p<.01)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r=-0.061, p<.01)과 사회적 위축(r=-0.12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구소득 4분위수와 행동적 집행기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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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23, p<.01), 부부갈등(r=-0.100, p<.01), 만 4세 시기의 공격성(r=-0.063, 

p<.05)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r=-0.081, p<.01), 사회적 위축(r=-0.057,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영아기의 양육환경의 세 변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r=0.122, p<.01)과 가구소득 

4분위수(r=0.131, p<.01)는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 4분위수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0.336, p<.05).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r=-0.265, p<.01) 및 

사회적 위축(r=-0.204, p<.01)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r=0.214, 

p<.01) 및 공격성(r=-0.229, p<.01), 사회적 위축(r=-0.194,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부갈등 역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r=0.209, p<.01) 및 사회적 위축(r=0.113, p<.01)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r=-0.215, p<.01) 및 공격성(r=0.212, p<.01), 사회적 

위축(r=0.134, p<.01)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323, p<.01)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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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간 이변량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W1) 1 - - - - - - - - - - - - - 

2.출생순위(W1) .016 1 - - - - - - - - - - - - 

3.부정정서성 기질 (W3) .029 .008 1 - - - - - - - - - - - 

4.활동성기질 (W3) -.070* -.078** -.035 1 - - - - - - - - - - 

5.공격성(W5) -.115** -.096** .297** .017 1 - - - - - - - - - 

6.사회적위축 (W5) -.017 -.056* .187** -.176** .469** 1 - - - - - - - - 

7.양육행동 (W1,2,3) .010 -.118** -.187** .138** -.214** -.158** 1 - - - - - - - 

8.가구소득 4분위 (W1,2,3) .030 -.235** -.071* .025 -.096** -.093** .131** 1 - - - - - - 

9.모 학력(W1) .017 -.084** -.022 .006 -.063* -.051 .122** .336** 1 - - - - - 

10.온정적 양육태도(W5,6,7) .024 -.017 -.177** .098** -.265** -.204** .571** .127** .123** 1 - - - - 

11.부부 갈등 (W5,7) -.009 .006 .147** -.098** .209** .113** -.274** -.073* -.100** -.323** 1 - - - 

12.행동적 집행기능(W8) .245** .042 -.184** -.028 -.361** -.194** .166** .051 .053 .214** -.215** 1 - - 

13.공격성(W8) -.097** -.054* .235** .023 .480** .216** -.185** -.061* -.081** -.229** .212** -.439** 1 - 

14.사회적 위축(W8) -.016 -.070** .119** -.134** .258** .327** -.125** -.127** -.057* -.194** .134** -.226** .470**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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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영아기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과 

만 4세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과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가구의 소득 구간, 어머니의 학력, 양육행동 수준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영아기의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은 앞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분되었다. 영아기의 가구소득은 1차, 2차, 3차년도의 

평균적인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여, 1.2미만인 가구, 1.2 이상 2 미만의 가구, 2 

이상 3미만의 가구, 3 이상의 가구로 4분위수를 구성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속변수로 측정된 영아기 양육행동은 1차, 2차, 3차년도의 평균치를 연구대상자 

집단 내에서 4분위수를 확인하여 하위, 중하위, 중상위, 상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양육행동은 1점에서 5점의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질적, 양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의 집단별 평균치는 

각각 3.34점, 3.79점, 4.02점, 4.39점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의 4개 집단별 만 4세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평균치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분위 

집단이 1분위 집단에 비해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변인에 있어서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수준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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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아기 변인의 집단별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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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4집단 간에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 4분위 집단 간에도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에 있어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p<.1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 4.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집단별 평균 

공격성 

(만4세) 

사회적 위축 

(만4세) 

공격성 

(만7세) 

사회적 위축 

(만 7세) 

양육행동 

하 344 7.72 2.10 3.81 1.04 

중하 376 7.06 1.93 3.29 0.88 

중상 303 6.06 1.57 2.80 0.78 

상 337 4.99 1.40 2.29 0.67 

F-value (df=3) 19.468*** 10.805*** 13.939*** 5.029** 

욕구 

소득비 

1.2미만 80 6.67 2.23 2.85 1.33 

1.2~2 366 7.17 1.90 3.50 0.98 

2~3 381 6.65 1.75 3.03 0.82 

3이상 423 5.75 1.58 2.79 0.68 

F-value (df=3) 3.929** 5.371** 7.764* 3.335***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06 6.82 1.87 3.36 0.92 

전문대졸 419 6.56 1.73 3.08 0.89 

대졸 456 6.43 1.77 2.93 0.76 

대학원 이상 73 4.96 1.28 2.10 0.71 

F-value (df=3) 2.252* 2.805† 1.640* 3.571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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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변량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양육행동 가구소득 모학력 

만4세 

공격성 

하  

중하† 

1분위 

2분위 

고졸 

전문대졸 

중상*** 3분위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하  
중상* 

2분위 
3분위 

전문대졸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상 상** 3분위 4분위** 대졸 대학원 이상* 

만4세 

사회적 

위축  

하  

중하 

1분위 

2분위 

고졸 

전문대졸 

중상*** 3분위*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하  
중상** 

2분위 
3분위 

전문대졸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상 상 3분위 4분위 대졸 대학원 이상* 

만7세 

공격성  

하  

중하* 

1분위 

2분위 

고졸 

전문대졸 

중상*** 3분위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하  
중상* 

2분위 
3분위* 

전문대졸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상 상* 3분위 4분위 대졸 대학원 이상* 

만7세 

사회적 

위축  

하  

중하 

1분위 

2분위* 

고졸 

전문대졸 

중상* 3분위**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하  
중상 

2분위 
3분위† 

전문대졸 
대졸 

상* 4분위** 대학원 이상 

중상 상 3분위 4분위† 대졸 대학원 이상 
†p<.10,  *p<.05,  **p<.01,  ***p<.001 

 

사후 검정 결과,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양육행동의 ‘하위-중상위’, ‘하위-

상위’, ‘중하위-중상위’, ‘중하위-상위’, ‘중상위-상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가구소득의 ‘2분위-4분위’, ‘3분위-4분위’간, 그리고 어머니 학력의 ‘고졸-

대학원’, ‘전문대졸-대학원’, ‘대졸-대학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양육행동의 ‘하위-중상위’, ‘하위-상위’, 

‘중하위-중상위’, ‘중하위-상위’ 집단 간에, 가구소득의 ‘1분위-4분위’, ‘2분위-

4분위’ 간에, 어머니 학력의 ‘고졸-대학원’, ‘전문대졸-대학원’, ‘대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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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은 가구소득의 ‘2분위-3분위’, ‘2분위-4분위’간, 

그리고 어머니 학력의 ‘고졸-대졸’, ‘고졸-대학원’, ‘대졸-대학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와 양육행동의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은 양육행동의 ‘하위-중상위’, ‘하위-상위’, 

‘중하위-상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의 ‘3분위-4분위’ 

간을 제외한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영아기의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은 물론, 초등학교 진학 시기인 만 7세 

때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에 따라 설정한 가족과정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영아기 및 유아기의 양육환경과 아동 개인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수준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아기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각 변인이 어떤 유아기 변인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의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은 어떤 가족 

과정을 통해 이후의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가족 과정의 내면화된 개인 내적 자원으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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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분석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구정방정식 분석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Hair et al., 2010; 배병렬, 2014). 측정모형은 전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와 각 잠재변수의 수렴 타당도 검토를 통해 

평가되었다.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는 다양한 적합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Hair et al., 2010; Kline, 2010).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CMIN(또는 x2)는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간의 차이에 기초를 둔 

측정치로, 두 행렬 간의 일치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모형 적합도 

지표이다(배병렬, 2014). 두 행렬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CMIN 통계치는 사례수에 민감하여 대규모 

자료를 활용한 경우 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배병렬, 2014). 따라서 모형 적합도의 평가는 

표본 크기와 모형 간명성을 고려한 대안적 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등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이 제안된다(Hair et al., 2010; Kline, 2010; 배병렬, 2014). 

이들 적합지수들은 통계적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지는 못하나,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수용 수준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I, IFI, TLI는 0.9 이상인 경우, RMSEA는 0.05 이하인 경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Hair et al., 2010; Kline, 2010; 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모형 적합도 지수의 평가에 대한 제언들에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평가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6개의 잠재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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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전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통해 각 개념을 측정하는 잠재변인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정모형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아래 그림 4와 같으며,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아래 

표6과 같다. 

 

그림 4.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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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CMIN CFI IFI TLI RMSEA (90% C.I.) 

3090.889(df=764, p<.001) .915 .915 .904 .047 (.046-.049) 

 

측정모형의 절대적합지수 CMIN(x2) 값은 3090.889(df=76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간의 

불일치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CMIN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단일한 지표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Hair et al., 2010; 

Kline, 2010; 배병렬, 2014). CFI, IFI, TLI는 0.9 이상이며, RMSEA는 

0.05이하로 일반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et al., 2010; 

Kline, 2010; 배병렬,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전체 잠재변인과 그들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된 측정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각 잠재변수의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토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인지, 

평균분산추출(AVE) 통계치가 0.5 이상인지, 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인지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수렴 타당도를 평가한다(우종필, 2012).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측정오차 분산의 

통계치를 통해 구해지며 각각의 산출 방법은 아래 같다(fornell & Larker, 1981; 

우종필, 2012).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측정오차 분산,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의 결과는 아래 표 7에서 제시하였다. 

 

AVE =
∑ 𝜆2

∑ 𝜆2 +  ∑ 𝜀 
, 𝐶𝑅 =  

(∑ 𝜆)2

(∑ 𝜆)2 +  ∑ 𝜀 
 

λ=표준화된 요인부하량, ε=측정오차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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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모형 집중타당도 

 

Factor Loading Coefficients  

AVE CR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Variance 

행동적 

집행기능 

→ v1 1.000*** 0.663 0.093 

0.706 0.963 

→ v2 1.094*** 0.690 0.096 

→ v3 0.996*** 0.576 0.147 

→ v4 1.262*** 0.636 0.173 

→ v5 0.986*** 0.448 0.121 

→ v6 1.033*** 0.627 0.159 

→ v7 1.252*** 0.648 0.111 

→ v8 0.866*** 0.576 0.166 

→ v9 1.236*** 0.635 0.183 

→ v10 1.349*** 0.650 0.283 

→ v11 0.712*** 0.450 0.146 

온정적 

양육태도 

→ v1 1.000*** 0.837 0.105 

0.833 0.967 

→ v2 0.923*** 0.860 0.073 

→ v3 1.016*** 0.855 0.090 

→ v4 0.884*** 0.651 0.263 

→ v5 0.849*** 0.789 0.111 

→ v6 0.765*** 0.752 0.115 

부부갈등 

→ v1 1.000*** 0.723 0.345 

0.703 0.949 

→ v2 1.290*** 0.905 0.137 

→ v3 1.313*** 0.851 0.246 

→ v4 1.307*** 0.920 0.118 

→ v5 1.307*** 0.891 0.169 

→ v6 0.836*** 0.682 0.305 

→ v7 1.089*** 0.760 0.330 

→ v8 1.038*** 0.656 0.539 

양육행동 

→ v1 1.000*** 0.615 0.219 

0.822 0.965 

→ v2 1.059*** 0.761 0.107 

→ v3 1.080*** 0.778 0.099 

→ v4 1.200*** 0.832 0.087 

→ v5 1.058*** 0.761 0.109 

→ v6 0.963*** 0.729 0.107 

활동성 

기질 

→ v1 1.000*** 0.710 0.299 

0.528 0.951 

→ v2 0.782*** 0.543 0.446 

→ v3 0.941*** 0.619 0.442 

→ v4 1.201*** 0.791 0.259 

→ v5 0.804*** 0.554 0.443 

부정정서성 

기질 

→ v1 1.000*** 0.736 0.250 

0.502 0.826 

→ v2 0.472*** 0.402 0.390 

→ v3 1.053*** 0.748 0.261 

→ v4 0.780*** 0.618 0.324 

→ v5 0.695*** 0.453 0.60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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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는 각각 0.5 이상, 

0.7 이상으로 일반적인 수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행동적 

집행기능의 문항 5(‘글쓰기를 어려워한다’)와 문항 11(‘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부정정서성 기질의 

문항 2(‘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와 문항 5(‘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계수가 0.5 미만으로 일반적인 수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부하량이 낮은 경우, 해당 관측변수를 제거하는 등의 측정모형 수정이 

제안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수정 없이도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 중 일부의 요인부하량이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기준인 0.5에 미달하더라도 너무 낮지 않다면 제거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배병렬, 2014). 둘째, 일부 관측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낮았지만, 그 외의 측정모형 평가를 위한 다른 지표들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뢰도는 

일반적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고, 전체 잠재변인들과 그들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표들도 일반적인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수정은 이론적인 검토와 통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는 통계치 외에 행동적 집행기능과 부정정서성 기질 측정도구 

수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통계적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측정도구를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 행동적 집행기능과 부정정서성 

기질의 측정도구의 평가 및 개선은 충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측정모형 개선에 따른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통계적 결과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에서만 작은 수준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4개 관측변수

를 제거하였을 때 측정모형의 CFI가 0.007(0.915 → 0.922) 증가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

서 주요 변인들 간 경로의 통계적 유의 여부(p<.05 기준)가 달라진 경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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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잠재변인별 

수렴타탕도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측정모형의 수정 없이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검토에 따라 구성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효과분해 및 팬텀분석을 통해 

상세한 간접효과 경로들의 유의도를 확인할 것이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문제 및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구조모형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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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공분산 및 다중상관제곱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모형적합도 지표들의 수치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CMIN CFI IFI TLI RMSEA (90% C.I.) 

3802.447 (df=1044, p<.001) .909 .909 .900 .044 (.043-.046) 

 

앞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도 

절대적합지수들과 증분적합지수들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절대적합 지수 

중 CMIN(x2) 값은 3802.447(df=1,04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간의 불일치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RMSEA, CFI, IFI, TLI 등의 모형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적합도 평가 기준(RMSEA<0.05, CFI, IFI, TLI>0.9)을 충족하여(Hair et al., 

2010; Kline, 2010; 배병렬, 2014), 본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외생변수 간의 모든 공분산과 구조오차 간의 모든 

공분산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들, 즉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과 

통제변인 간에는 이론 또는 선행연구를 통해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되며, 앞서 확인한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수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생변수 간에 이론적 

상관관계가 가정되거나 실증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외생변수 간의 공분산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추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외생변수 간 공분산 및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모든 

외생변수 간과 모든 구조오차 간에도 유의한 공분산이 확인되었다.  

표 9. 외생변수 간 및 구조오차 간 공분산 

      Estimate S.E. P 

양육행동 ↔ 가구소득 4분위 0.058 0.012 *** 

양육행동 ↔ 어머니 학력 0.053 0.012 *** 

양육행동 ↔ 성별 0.002 0.006 0.749 

양육행동 ↔ 출생순위 -0.034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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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 부정정서성 기질 -0.069 0.010 *** 

양육행동 ↔ 활동성 기질 0.050 0.009 *** 

가구소득 4분위 ↔ 어머니 학력 0.275 0.024 *** 

가구소득 4분위 ↔ 성별 0.013 0.012 0.293 

가구소득 4분위 ↔ 출생순위 -0.154 0.018 *** 

가구소득 4분위 ↔ 부정정서성 기질 -0.055 0.019 0.004 

가구소득 4분위 ↔ 활동성 기질 0.027 0.018 0.141 

어머니 학력 ↔ 성별 0.008 0.012 0.505 

어머니 학력 ↔ 출생순위 -0.057 0.018 0.001 

어머니 학력 ↔ 부정정서성 기질 -0.026 0.019 0.180 

어머니 학력 ↔ 활동성 기질 0.018 0.018 0.327 

성별 ↔ 출생순위 0.005 0.010 0.588 

성별 ↔ 부정정서성 기질 0.017 0.011 0.118 

성별 ↔ 활동성 기질 -0.026 0.010 0.009 

출생순위 ↔ 부정정서성 기질 -0.002 0.015 0.907 

출생순위 ↔ 활동성 기질 -0.046 0.014 0.001 

부정정서성 기질 ↔ 활동성 기질 -0.036 0.016 0.022 

만4세 공격성(d1) ↔ 만4세 사회적 위축(d2) 3.342 0.233 *** 

온정적 양육태도(d3) ↔ 부부갈등(d4) -0.044 0.008 *** 

만7세 공격성(d6) ↔ 만7세 사회적위축(d7) 1.225 0.091 *** 
***p<.001 

 

본 구조모형이 각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변량을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으로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다중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선행 공격성(만4세) 0.159 

선행 사회적 위축(만7세) 0.091 

온정적 양육태도 0.427 

부부 갈등 0.122 

행동적 집행기능 0.234 

공격성(만7세) 0.343 

사회적 위축(만7세) 0.172 

 

본 구조모형은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과 통제 변인들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변량 중 각각 15.9%, 9.1%를 설명하였으며, 통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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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양육환경 변인, 만 4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의 변량의 42.7%와 부부 갈등 변량의 12.2%를 설명하였다. 통제 변인과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 만 4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유아기 가족 과정 변인은 

행동적 집행기능의 변량을 23.4%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변량은 각각 34.3%와 17.2% 설명된 것으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은 사회적 

위축보다 공격성을 보다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인 간 경로의 유의도 

(1) 경로계수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내생변수의 변량 중 일정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구조모형의 주요 변인들 간에 구성된 경로들 중 어떠한 관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직접 효과 경로 및 간접 효과 경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유의한 직접 경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로계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논의는 구조모형의 

가족과정의 시기별 내생변인의 효과분해 및 팬텀분석을 확인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와 함께 진행할 것이다.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 계수의 상세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으며,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유의수준을 아래 그림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간명한 식별을 위해 유의하지 

않은 경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 및 구조오차, 외생변수 간 및 구조오차 

간 공분산, 통제 변인 등은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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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 

      
Std. 

Estimate 

UnStd. 

Estimate 
S.E. C.R. P 

공격성 

← 행동적집행기능 -0.319 -3.500 0.323 -10.821 *** 

← 온정적 양육태도 -0.040 -0.281 0.232 -1.210 0.226 

← 부부갈등 0.054 0.218 0.102 2.150 0.032 

← 선행 공격성 0.321 0.208 0.018 11.280 *** 

← 선행 사회적 위축 -0.028 -0.050 0.048 -1.055 0.292 

← 양육행동 -0.010 -0.076 0.246 -0.309 0.757 

← 가구소득 4분위 0.008 0.028 0.088 0.317 0.751 

← 어머니 학력 -0.035 -0.124 0.084 -1.470 0.141 

사회적 

위축 

← 행동적집행기능 -0.157 -0.682 0.136 -5.010 *** 

← 온정적 양육태도 -0.083 -0.231 0.102 -2.266 0.023 

← 부부갈등 0.025 0.040 0.045 0.886 0.376 

← 선행 공격성 0.061 0.016 0.008 1.939 0.053 

← 선행 사회적 위축 0.226 0.163 0.021 7.768 *** 

← 양육행동 0.028 0.081 0.108 0.749 0.454 

← 가구소득 4분위 -0.100 -0.142 0.039 -3.675 *** 

← 어머니 학력 0.004 0.006 0.037 0.157 0.875 

행동적 

집행기능 

← 온정적 양육태도 0.074 0.047 0.025 1.905 0.057 

← 부부갈등 -0.140 -0.051 0.011 -4.764 *** 

← 선행 공격성 -0.258 -0.015 0.002 -7.784 *** 

← 선행 사회적 위축 -0.027 -0.005 0.005 -0.897 0.370 

← 양육행동 0.030 0.02 0.026 0.778 0.436 

← 가구소득 4분위 -0.010 -0.003 0.009 -0.359 0.720 

← 어머니 학력 0.008 0.003 0.009 0.28 0.780 

온정적 

양육태도 

← 선행 공격성 -0.095 -0.009 0.003 -3.398 *** 

← 선행 사회적 위축 -0.046 -0.012 0.007 -1.725 0.085 

← 양육행동 0.588 0.618 0.031 19.99 *** 

← 가구소득 4분위 0.028 0.015 0.013 1.141 0.254 

← 어머니 학력 0.038 0.019 0.012 1.556 0.120 

부부갈등 

← 선행 공격성 0.141 0.023 0.005 4.374 *** 

← 선행 사회적 위축 -0.031 -0.014 0.014 -1.023 0.306 

← 양육행동 -0.239 -0.439 0.056 -7.820 *** 

← 가구소득 4분위 0.001 0.001 0.026 0.048 0.962 

← 어머니 학력 -0.065 -0.057 0.025 -2.324 0.020 

선행  

공격성 

← 양육행동 -0.175 -1.984 0.327 -6.062 *** 

← 가구소득 4분위 -0.064 -0.352 0.153 -2.299 0.021 

← 어머니 학력 -0.016 -0.089 0.147 -0.604 0.546 

선행  

사회적 위축 

← 양육행동 -0.109 -0.438 0.119 -3.667 *** 

← 가구소득 4분위 -0.067 -0.131 0.056 -2.343 0.019 

← 어머니 학력 -0.011 -0.022 0.054 -0.406 0.6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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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조모형 분석 결과 

 

 

(2) 가족과정에 따른 효과분해 결과 

본 연구모형은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설정된 가족 과정 변인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에 이르는 가족과정의 검증을 위해서는 

앞서 확인한 직접경로의 유의도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이 



 

- 88 -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구조모형상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효과분해와 팬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및 

효과분해, 팬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족 과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① 만4세 시기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설명변인 

먼저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들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ß=-0.175, p<.001) 및 사회적 위축(ß=-0.109, p<.001)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었다. 영아기 가구소득 역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ß=-0.064, p<.05) 

및 사회적 위축(ß=-0.067, p<.05)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변량 분산분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고, 사회적 위축은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생변수 간의 공분산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학력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양육환경이 아동의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지표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핵심적인 영아기 양육환경 지표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초기 발달 수준이 영아기의 양육환경을 

통해 설명됨을 보여준다.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과 만 4세 시기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직접효과만 존재하므로, 효과분해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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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에 대한 설명변인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한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영아기 양육환경의 영향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 12.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온정적 양육태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행동    0.610***    0.588***  0.022** 

가구소득 4분위 0.038 0.028   0.009** 

어머니 학력 0.040 0.038 0.002 

선행 공격성(만4세)   -0.095***  -0.095*** - 

선행 사회적위축(만4세)     -0.046† -0.046† - 

부부갈등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행동    -0.261***     -0.239***   -0.021** 

가구소득 4분위 -0.005 -0.001  -0.007* 

어머니 학력  -0.067*   -0.065* -0.002 

선행 공격성(만4세)       0.141***        0.141*** - 

선행 사회적위축(만4세) -0.031  -0.031 - 

†p<.10,  *p<.05,  **p<.01,  ***p<.001 

 

먼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 수준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

0.095, p<.001)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부부갈등(ß=0.141, p<.001)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아동의 선행 공격성 수준이 유아기 가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은 유아기의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온정적 양육태도(ß=-0.046, 

p=0.085)와는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들도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영아기의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태도(ß=0.588, p<.001)와 부부갈등(ß=-

0.239, p<.001)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여 온정적 양육태도(ß=0.022, p<.01) 및 부부갈등(ß=-0.021, 

p<.01)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았지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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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한 간접효과(ß=-0.009, p<.01, ß=-

0.007, p<.05)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기 가족 과정 

변인 간의 관계는 부부갈등(ß=-0.065, p<.05)에 대한 직접효과만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들에 대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유의수준 p<.10)이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이들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들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의 가족과정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 

결과에 대한 가구 또는 부모 관련 변인들만을 포함해 온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특성 또는 선행 발달 결과를 포함하는 가족과정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③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설명변인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영향을 

효과분해한 결과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 13.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행동   0.160**   0.030   0.129** 

가구소득 4분위 0.011 -0.010  0.022* 

어머니 학력 0.025   0.008  0.017† 

선행 공격성(만4세) -0.284**     -0.258*** -0.027** 

선행 사회적위축(만4세)     -0.026 -0.027 0.001 

온정적 양육태도   0.074†    0.074† - 

부부갈등 -0.140***    -0.140*** -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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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부부갈등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ß=-0.140, p<.001)를 보이며, 유아기의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정적 양육태도의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직접효과(ß=0.074, p=.057)는 

유의수준 P<.05를 근소하게 초과하며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중에서는 공격성(ß=-0.284, 

p<.001)이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선행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전환기에 낮은 수준의 행동적 집행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ß=-0.258, p<.01) 뿐만 아니라, 유아기 가족 

과정 변인을 매개하여 유의한 간접효과(ß=-0.027, p<.05)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들은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유아기 부부갈등 및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에 대해 유의한 직접 또는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매개하여 

영아기 양육행동(ß=0.129, p<.01)과 가구소득(ß=0.022, p<.05)은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행동적 집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ß=0.129, p=0.077)는 유의수준 p<.01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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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변인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영향을 

효과분해한 결과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 14.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공격성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행동   -0.153** -0.001   -0.143** 

가구소득 4분위 -0.016   0.008 -0.024* 

어머니 학력   -0.053† -0.035 -0.018 

선행 공격성(만4세)      0.423**      0.321**      0.102** 

선행 사회적위축(만4세) -0.019 -0.028   0.009 

온정적 양육태도  -0.064* -0.040  -0.024* 

부부갈등     0.099**    0.054*     0.045** 

행동적 집행기능    -0.319***    -0.319*** - 

사회적 위축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행동  -0.090**   0.028   -0.118** 

가구소득 4분위  -0.124**   -0.100**  -0.024* 

어머니 학력      -0.008   0.004 -0.012 

선행 공격성(만4세)    0.117**   0.061      0.056** 

선행 사회적위축(만4세)    0.233**     0.226**    0.007 

온정적 양육태도  -0.095**  -0.083*   -0.012* 

부부갈등  0.047   0.025      0.022** 

행동적 집행기능   -0.157***    -0.157** - 
†p<.10,  *p<.05,  **p<.01,  ***p<.001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인들이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동시점의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은 공격성(ß=-0.319, p<.001)과 사회적 위축(ß=-0.157, p<.001)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 중에서는 온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ß=-0.083, p<.05)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부부갈등은 공격성(ß=0.054, p<.05)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사회적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의 가족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만 4세 시기의 선행 공격성은 만 7세 시기의 공격성(ß=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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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만 4세 시기의 선행 사회적 위축은 만 7세 시기의 

사회적(ß=0.230, p<.001)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의 사회적 위축(ß=-0.100, p<.01)에 대한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과분해를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부부갈등은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공격성(ß=0.045, p<.01)과 사회적 위축(ß=0.022, p<.01)에 대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정적 양육태도 역시 공격성(ß=-0.024, p<.05)과 사회적 

위축(ß=-0.012, p<.05)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온정적 양육태도의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p=0.057)했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정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만 

7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유의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미침을 보여준다.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중에서는 공격성만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ß=0.102, p<.01)과 사회적 위축(ß=0.056, p<.01)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유아기의 가족과정 변인 및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는 선행 사회적 위축 수준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선행 발달 수준은 각 유형의 만 7세 시기의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사회적 문제행동의 지속성을 보여주었으나, 사회적 문제행동 

유형 간 교차된 영향은 선행 공격성이 이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간접효과를 

통해서만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로는 가구소득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외에는 잘 포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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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영아기 요인 중에서는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ß=           

-0.143, p<.01)과 사회적 위축(ß=-0.118, p<.01) 모두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소득 역시 공격성(ß=-0.024, 

p<.05)과 사회적 위축(ß=-0.024, p<.05)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영아기의 양육환경의 세 변인은 각각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 유아기 양육환경, 초등학교 전환기 자기조절 능력 등 이후 발달 

과정의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에 있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다수의 간접효과 경로를 가진다. 효과분해는 복수의 매개경로의 유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다중매개 경로를 

가지는 변인의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도만을 보고하고 개별 매개 경로의 유의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이기도 하다(배병렬, 2014). 따라서 간접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간접효과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이르는 

개별 간접효과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팬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중매개를 통해 간접효과가 발생할 경우, 개별 간접효과 경로에 대한 팬텀 

변수를 형성하고, 각 경로별로 단일한 계수로 산출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팬텀분석을 통해 개별 간접효과 경로들을 

검증할 수 있다(Macho & Ledermann, 2011; 배병렬, 2014). 매개효과의 분석은 

예측요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팬텀분석의 결과는 

직접효과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했던 변인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경로들을 대상으로 보고하였다. 팬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5,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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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팬텀분석 결과_공격성 관련 경로 

         b SE p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08 0.003 0.001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 공격성 -0.010 0.005 0.025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공격성 -0.106 0.026 0.001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 공격성 -0.413 0.086 0.002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79 0.022 0.001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 공격성 -0.096 0.047 0.026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01 0.001 0.009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 공격성 -0.002 0.001 0.024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공격성 -0.019 0.009 0.016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 공격성 -0.073 0.032 0.018 

어머니 학력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10 0.005 0.027 

어머니 학력 →  → 부부갈등 →  → 공격성 -0.012 0.0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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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팬텀분석 결과_사회적 위축 관련 경로 
         b SE p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2 0.001 0.001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001 0.000 0.025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21 0.007 0.001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15 0.006 0.001 

양육행동 →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143 0.066 0.026 

양육행동 → 4세 위축 →  →  → 사회적위축 -0.072 0.021 0.001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1 0.000 0.009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001 0.001 0.018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4 0.002 0.012 

가구소득 → 4세 위축 →  →  → 사회적위축 -0.021 0.011 0.025 

어머니 학력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2 0.0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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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인 변인들 간의 연속적 관계로 구성된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를 팬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개별 간접효과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영아기 양육행동은 총 6가지의 간접효과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4가지 경로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을 매개한 경로이다.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 

중 부부갈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며,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과 

공격성에도 유의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미친다. 각 가족과정 단계별 변인의 

포함 여부에 따라,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공격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공격성 → 부부갈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공격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의 네 가지 경로가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부부갈등에 대해서도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며, 행동적 집행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영아기 양육행동 → 

부부갈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양육행동 → 부부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의 두 가지 간접효과 경로가 유의하였다. 

영아기 가구소득 역시 선행 공격성 수준이 주요한 매개 요인으로 기능하여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가구소득은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공격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공격성 → 부부갈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공격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의 네 가지 유의한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양육행동과는 달리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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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선행 공격성 수준을 매개하지 않은 경로 중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었다. 

앞선 효과분해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대한 전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간접효과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일부 간접효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 중에서도 부부갈등과만 유의한 관계를 보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유의한 

간접효과 경로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는 ‘어머니 학력 → 부부갈등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 ‘어머니 학력 → 부부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의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간접효과 경로들을 살펴보면,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들은 선행 사회적 위축 수준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회적 위축이 유아기 양육환경 및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사회적 위축 → 사회적 위축’과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사회적 위축 → 사회적 위축’의 두 가지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선행 사회적 위축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행 공격성은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 경로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모두 ‘선행 

공격성 → 행동적 집행기능 → 사회적 위축’과 ‘선행 공격성 → 부부 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사회적 위축’의 경로를 통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총 4가지의 유의한 간접효과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가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하지 않고 사회적 위축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짐에 따라 ‘영아기 양육행동 → 선행 공격성 → 온정적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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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위축’과 ‘영아기 가구소득 → 선행 공격성 → 온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 위축’의 두 가지 경로가 유의하였다.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축 역시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영아기 양육행동은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이나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영아기 양육행동 → 

온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 위축’의 경로를 통해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만을 

매개함으로써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의 

부부갈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 학력 → 

부부갈등 → 행동적 집행기능 → 사회적 위축’의 단일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통제변수 관련 결과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통제변수의 경로 계수 

      
Std. 

Estimate 

Unstd. 

Estimate 
S.E. C.R. P 

공격성 

← 성별 0.022 0.142 0.152 0.934 0.350 

← 출생순위 -0.006 -0.029 0.105 -0.277 0.782 

← 활동성 기질 0.022 0.107 0.130 0.830 0.407 

← 부정정서성 기질 0.079 0.370 0.131 2.827 0.005 

사회적 위축 

← 성별 0.034 0.088 0.067 1.322 0.186 

← 출생순위 -0.071 -0.127 0.046 -2.744 0.006 

← 활동성 기질 -0.087 -0.169 0.057 -2.957 0.003 

← 부정정서성 기질 0.002 0.003 0.057 0.050 0.960 

행동적 

집행기능 

← 성별 0.216 0.127 0.016 7.949 *** 

← 출생순위 0.027 0.011 0.011 0.982 0.326 

← 활동성 기질 -0.066 -0.029 0.014 -2.124 0.034 

← 부정정서성 기질 -0.084 -0.036 0.014 -2.57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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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적 

양육태도 

← 성별 0.001 0.001 0.021 0.041 0.967 

← 출생순위 0.038 0.025 0.015 1.613 0.107 

← 활동성 기질 0.014 0.010 0.019 0.537 0.591 

← 부정정서성 기질 -0.041 -0.027 0.019 -1.457 0.145 

부부갈등 

← 성별 -0.001 -0.001 0.043 -0.031 0.975 

← 출생순위 -0.013 -0.015 0.031 -0.481 0.631 

← 활동성 기질 -0.078 -0.095 0.038 -2.520 0.012 

← 부정정서성 기질 0.060 0.070 0.038 1.835 0.067 

선행  

공격성 

← 성별 -0.120 -1.197 0.253 -4.724 *** 

← 출생순위 -0.125 -0.861 0.181 -4.753 *** 

← 활동성 기질 0.052 0.391 0.219 1.788 0.074 

← 부정정서성 기질 0.274 1.979 0.223 8.886 *** 

선행  

사회적 위축 

← 성별 -0.034 -0.12 0.093 -1.298 0.194 

← 출생순위 -0.106 -0.259 0.066 -3.902 *** 

← 활동성 기질 -0.161 -0.43 0.081 -5.328 *** 

← 부정정서성 기질 0.152 0.391 0.080 4.902 *** 

***p<.001 

 

통제변수 중 성별은 행동적 집행기능(ß=0.216, p<.001)과 만 4세 시기 

공격성(ß=-0.120, p<.001)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출생 

순위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ß=-0.125, p<.001)과 사회적 위축(ß=-0.106, 

p<.001), 그리고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ß=-0.071, p<.01)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여자 아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초기 

공격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동적 집행기능을 보이고, 형제가 많을수록 

낮은 수준의 초기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 또한 다수의 변인들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부정정서성 기질은 만 4세 시기 공격성(ß=0.274, p<.001)과 사회적 위축 

(ß=0.152, p<.001)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활동성 기질은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ß=-0.161, p<.001)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관련성이 깊은 특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부정정서성 기질과 만 7세 시기 공격성(ß=0.079, p<.01) 간의 관계와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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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만 7세 시기 사회적 위축(ß=-0.087, p<.01) 간의 관계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정서성 기질(ß=-0.084, p<.05)과 활동성 기질(ß=-

0.066, p<.05)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적 집행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는 다수의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0.013, p<.01), 부부갈등(ß=-0.016, 

p<.01)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ß=0.035, p<.01), 공격성(ß=   

-0.119, p<.01), 사회적 위축(ß=-0.056, p<.01) 등 모든 주요 변인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출생순위 역시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0.017, 

p<.01), 부부갈등(ß=-0.014, p<.01)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 

(ß=0.043, p<.01), 공격성(ß=-0.063, p<.01), 사회적 위축(ß=-0.048, p<.01) 

등 모든 주요 변인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부정정서성 기질 역시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0.033, p<.01), 부부갈등 (ß=0.034, p<.01)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ß=-0.093, p<.01), 공격성(ß=0.148, 

p<.01), 사회적 위축(ß=0.087, p<.01) 등 모든 주요 변인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활동성 기질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 

(ß=0.037, p<.05) 및 사회적 위축(ß=-0.026, p<.05)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통제변수가 본 연구의 주요 변인과 갖는 유의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또는 가족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과 기질 등의 핵심적인 개인 특성과 출생순위를 통제하거나 

주요 변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일변량 분산분석, 구조모형 분석 및 간접효과 유의도 검정을 통해, 

영아기 양육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아기의 가족과정과 아동의 내적 자원으로서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자기조절 능력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 및 가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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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조기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아기의 양육환경의 영향이 

어떤 가족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인 만 7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둘째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가족 

과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유아기 양육환경으로 이어지는 가족 과정이 만 7세 시기의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내적 자원인 자기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족과정 속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였다. 각 연구문제는 일변량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와 가설의 검증 결과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아기 양육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만 4세 및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수준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영아기의 양육환경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를 예측하는 영아기의 핵심 

요인이자, 가족과정모형의 제안하는 가족과정의 대표 예측 요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두 지표인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이 선정되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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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영아기의 양육의 질이 이후 시기의 아동의 발달 결과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예측한다는 것이 널리 확인되고 인정받아 왔음에도 가족과정모형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가족과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영아기 

양육환경 요인은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의 세 가지 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 다음의 6가지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가설 1-1-a/b.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2-a/b.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3-a/b.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4-a/b.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5-a/b.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만 4세 시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6-a/b.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전환기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행동(a.공격성, b.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첫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아기의 세 변인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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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은 영아기의 평균 

욕구소득비의 구간(집단1=1.2 미만, 집단2=1.2 이상 2 미만, 집단3=2 이상 

3미만, 집단4=3이상), 어머니의 학력(집단1=고졸 이하, 집단2=전문대학 졸업, 

집단3=대학교 졸업, 집단4=대학원 이상), 연구집단 내에서의 양육행동 4분위 

수(집단1=1/4분위수 미만, 집단2=1/4분위수 이상 2/4분위수 미만, 

집단3=2/4분위수 이상 3/4분위수 미만, 집단4=3/4분위수 이상)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세 

변인별로 만 4세와 초등학교 전환기의 두 사회적 문제행동들에 대해 총 12개의 

일변량 분산분석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어머니 학력에 따른 만 4세 및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의 두 분석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 사회적 

문제행동 지표들의 평균치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양육환경의 집단일수록 낮은 

수준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였다. 다시 말해,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낮았다. 어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는 일변량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을 통해 함께 확인하였다.  

영아기의 양육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는 

구조모형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성별, 출생순위, 부정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의 통제변수의 영향과 영아기 양육환경 세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구조모형의 분석에서도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직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효과분해를 통해 

확인한 전체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팬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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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별 간접효과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은 일부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변량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 중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설들은 

지지되었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된 연구가설 1-5-a/b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기의 가구소득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은 사회적 유능성,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그러한 차이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이미 드러난다고 보고하고 있다(Black et al., 2017; C. A. Nelson, 

2000; Phillips & Shonkoff, 2000; Shonkoff et al., 2012; Walker, Wachs, et al., 

2011). 그러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조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아직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들에서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횡단 연구를 수행하여 가구 소득 또는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이다(김선희, 2014; 김지선, 2009; 

정희원 & 김경연, 1998; 조혜진 & 이기숙, 2004; 한명숙 & 서선숙, 2013). 본 

연구는 전국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아동의 만 4세 시기는 물론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발달 결과까지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 아동들 사이에서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의 격차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영아기 가구소득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ß=-0.100, p<.01)를 보였다. 이 관계는 영아기 세 양육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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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두 지표 간의 관계 중 유일하게 유의한 직접 

효과가 나타난 관계이다. 영아기의 양육행동은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영아기 가구소득이 더 큰 수준의 총효과를 보였다. 특히 영아기 

가구소득(ß=-0.124, p<.01)은 동일 개념의 선행 수준인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ß=0.233, p<.01)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가장 큰 

총효과를 보인 변인이다. 영아기 가구소득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전체 간접효과의 크기보다 4배 이상 큰 것이며, 영아기 

가구소득이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ß=-0.067, p<.05)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도 큰 것이다. 초등학교 전환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아기 

가구소득의 영향은 아동의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질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비교를 통한 위축 등의 가능성을 가정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위 또는 물질적 결핍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과 보다 

민감한 시기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행동의 수준이 아동의 

장기적인 사회적 발달 결과를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아기의 양육의 

질이 이후의 발달 단계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널리 수용되어 왔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실증 자료를 통해 영아기의 양육의 질이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는 실패해왔다. 애착이론은 영아기 부모-

자녀 관계가 자녀의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이론이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외의 다른 관계로도 확장된 영향을 

미친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Kobak & Madsen, 2008; Sroufe, 

2005). 국내에서는 영아기 양육의 질 또는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데 실패하면서, 애착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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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지속성을 근거로 유아기 이후에 보인 애착 

표상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대리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강인설 & 박희경, 2012; 고운정 & 

김숙령, 2006; 이기영, 고윤희, & 최성열, 2004; 이진숙 & 한지현, 2018). 본 

연구는 영아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만 4세 시기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함을 실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론 등에서 제안한 생애 초기 양육의 질이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아동의 또래관계로 확장된다는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양육 행동 역시 영아기의 

부모-자녀 간 애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영아기 애착 형성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명되는 아동의 표출된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지를 다루고 있어(Bornstein, 1989; 

Bornstein et al., 1996), 안정 애착 형성의 핵심 조건들과 일치한다. 또한 애착이 

추상적 개념인 반면, 양육행동은 구체적인 양육의 실제로서 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조작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장점이 있다. 영아기의 

양육행동은 이후의 아동 발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지식 등의 

영아기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출산 

직후 및 생애 초기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증진을 주요한 목표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아동의 만 4세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기부터 제공되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 구체적인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과정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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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기 양육환경과 유아기 가족과정 간의 관계 및 선행 사회적 문

제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영아기 양육환경과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가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과정모형을 적용해온 기존 연구들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매개하여 

아동의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아동의 발달 결과에 대한 

설명요인을 가족 환경 및 부모의 역할에 제한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과정모형의 전반적 관계를 지지하지만, 가족과정 속에 아동의 초기 

발달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은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아동의 발달 결과를 예측하는 요인이자, 아동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Cui, Donnellan, & Conger, 2007; Jenkins, 

Simpson, Dunn, Rasbash, & O'Connor, 2005). 둘째,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진 아동의 발달 결과는 

선행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족 과정의 유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양육환경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6가지 연구 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가설 2-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a/b.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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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4-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6-a/b.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유아기 가족과정(a. 온정적 양육태도, b.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영아기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영아기에 제공된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만 4세 시기의 

공격성(ß=-0.175, p<.001)과 사회적 위축(ß=-0.109, p<.001)의 수준이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 4세 시기의 공격성(ß=-0.064, p<.05)과 

사회적 위축(ß=-0.067, p<.05)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또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0.095, 

p<.001)의 수준이 낮고, 부부갈등(ß=0.141, p<.001)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ß=-

0.046, p=0.085)에 대해서만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영아기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 만 4세 

시기의 공격성,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 간의 순차적인 유의한 

관계는 만 4세 시기 공격성을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를 가정케 한다. 이는 

효과분해를 통해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온정적 양육태도(ß=0.022, 

p<.01, ß=0.009, p<.01)와 부부갈등(ß=-0.021, p<.01, ß=-0.007, p<.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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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된 6개의 가설 중에서 

영아기 양육행동이 만 4세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양육환경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a/b와 영아기 가구소득이 만 4세 공격성을 매개하여 

유아기 양육환경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a/b가 지지되었다. 

어머니의 학력 및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다른 연구가설 4가지는 

기각되었다.  

가정 환경 또는 부모의 역할 간에 나타나는 가족 과정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따라서 매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과정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보다는 공격성의 수준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태도를 저해하고,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만을 주로 보고하여 왔다(김지현 & 

정지나, 2011; 박서영, 2007; 유란희 & 김선희, 2017; 이지희 & 문혁준, 2008; 

최인숙, 2014). 그러나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중 대부분은 횡단연구로 수행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 결과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함께 검증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가 확인된 것에 

이어서(유정아, 2016; 이상균, 2012; 이은주, 2011),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이 아동의 발달적 특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보다 어린 시기부터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의 수준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받음이 

확인됨에 따라서 유아기 등 이른 시기부터 높은 수준을 공격성을 보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당 가정들의 가족 역동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공격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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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제공된 높은 수준의 양육행동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동의 초기 공격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낮은 수준의 아동 공격성을 매개하여 이후 시기의 가족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해서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지 않은 유의한 직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기에도 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태도(ß=0.588, p<.001)를 제공하고, 보다 낮은 수준의 부부갈등 

(ß=-0.239, p<.001)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인해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부갈등(ß=-0.065, p<.05)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가구소득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영아기의 양육태도,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에 대해서 

유의한 직접효과 또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을 매개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본 연구의 영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의 설정이 

타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의 연구문제 3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영아기 

양육환경,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 유아기 양육환경으로 이어지는 가족 과정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 영아기 양육행동, 가구소득이 만 4세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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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연구문제 2를 통해 유아기의 가족 과정 변인인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영아기의 양육행동,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족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영아기 양육환경,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 

유아기 양육환경으로 구성된 가족과정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한 영향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 따르는 연구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4-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6-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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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각각은 만 4세 시기에 측정된 동일한 사회적 문제행동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7세 시기인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ß=0.321, p<.001)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ß=0.226, p<.001)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ß=0.102, p<.01)도 보이며 주요 변인 중 가장 

총효과(ß=0.423, p<.01)를 갖는 변인이었다.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이후 

시기의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음에 따라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가장 큰 총효과(ß=0.233, 

p<.01)를 보인 변인이었다. 사회적 문제행동 유형 간에 교차된 영향은 유의수준 

p<.05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ß=0.061, p=0.053)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수준 p<.05에 근소하게 

미달하며 유의수준 p<.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과 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 

4세 시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영향을 고려하였음에도, 유아기의 양육환경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ß=-0.083, p<.05)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아기의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ß=0.054, p<.05)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기 가족과정 

두 변인 중 친사회적 특성의 발현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온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만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갈등의 발현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부갈등은 공격성에 대해서만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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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특성과 유사한 가정내 사회적 행동 학습 환경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한 간접효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초등학교 사회적 

문제행동의 수준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행동적 집행기능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행동적 집행기능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ß=-0.316, p<.001)과 

사회적 위축(ß=-0.149, p<.001)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적 

집행기능은 유아기의 부부갈등(ß=-0.139, p<.001)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었으며,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ß=0.072, p=0.065)와는 유의수준 

p<.10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아기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간접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한 영향은 다음 

연구문제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영아기 양육환경,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유아기 양육환경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경로는 팬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기의 부부갈등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에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유아기 가족과정 변인을 매개하지 않은 유의한 경로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팬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확인된 구체적인 가족 

과정 경로는 아래 표 18과 같다. 전체 구조모형 중 행동적 집행기능을 포함하는 

간접효과 경로들은 다음 연구문제 4와 관련된 논의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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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과정 

         b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 공격성 -0.010*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 공격성 -0.096*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 공격성 -0.002* 

모학력 →  → 부부갈등 →  → 공격성 -0.012*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002* 

양육행동 →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143*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온정성 →  → 사회적위축 -0.001*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 공격성 -0.413**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 공격성 -0.073* 

양육행동 → 4세 위축 →  →  → 사회적위축 -0.072** 

가구소득 → 4세 위축 →  →  → 사회적위축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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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과정 

경로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만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연구가설 

3-1-b, 연구가설 3-3-b는 지지되고, 연구가설 3-1-a와 연구가설 3-3-a는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영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과정 경로가 유아기 부부갈등만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연구가설 3-2-a, 연구가설 3-4-a는 지지되고, 연구가설 3-2-b와 연구가설 3-

4-b는 기각되었다. 어머니 학력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갈등만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3-6-a만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5-a/b와 연구가설 3-6-b는 기각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및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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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거나 사회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는 타인 간의 사회적 

갈등의 간접적 경험이 사회적 문제행동 학습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학습이론의 설명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Bandura, 2002, 2004; 

송석재, 2006).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중 유아기 양육환경과 사회적 문제행동의 두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온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부 갈등은 공격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부모 

간의 갈등의 관찰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공격성 발현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모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감소시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 결과는 학습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친사회적인 행동 또는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문제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은 해당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학습 기회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회적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결과 중 유사한 유형 

간의 강한 관계성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제안한다. 그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문제행동, 사회적 기술, 사회적 유능감, 

친사회적 행동, 리더십 등 다양한 사회적 발달 중 하나의 지표를 선택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강지혜 & 이경님, 2011; 공영숙 & 임지영, 2012; 

길혜지 & 황정원, 2017; 박은정 & 황성은, 2018; 송영주, 2017; 유란희 & 

김선희, 2017). 이들 연구는 특히 부모의 온정적 또는 지지적 양육태도로 

대표되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양한 긍정적 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사회적 발달 

관련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나, 부정적인 양육환경과 긍정적인 양육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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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차별적인 속성을 가지는 사회적 

발달 결과와 양육환경 간의 관계를 단일한 연구모형에서 분석하였을 때, 

양육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 간의 역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단일 연구에서 사회적 학습의 다양한 자원이 아동의 

다양한 행동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공변량을 고려한 상태에서 온정적 양육태도, 부부갈등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학습 자원과 결과 간에 보다 두드러진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학습의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과정이 영아기부터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자료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영아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가정은 유아기에도 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보다 낮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통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아기 가구소득 역시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관계를, 부부갈등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긍정적 양육환경과 유아기의 긍정적 가족과정 간의 유의한 지속성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 아동의 생애 초기 양육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아동의 이후의 전체 생애 과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인 조기 개입은 목표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에서 보다 나은 시도가 될 것이다(Heckman & Masterov, 2007). 

또한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유아기의 양육환경 

변인을 매개하지 않고도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개별적인 발달 경로들의 유의도를 팬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은 유아기의 양육 환경을 매개하지 않고도, 만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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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문제행동의 지속성에 의해 유아기의 

양육 환경과 무관하게 영아기의 양육환경의 영향이 매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초기 사회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과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가족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4.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내적 자원으로서 자기조절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영유아기의 가족 

과정에 포함되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와 관련된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이자(Eisenberg et al., 2001; Hughes & Ensor, 2008; 장혜인 & 박형인, 

2015),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기의 가족 환경이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renner & Salovey, 1997; 

Hackman et al., 2015; Weinfield et al., 2008; 양옥승 등,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보고는 선행된 가족과정에 영향을 받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현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된 가족과정모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영아기 양육행동과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 유아기 양육행동과 행동적 집행기능의 순차적인 간접효과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다음의 6가지 연구가설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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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1-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a/b. 영아기 양육행동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4-a/b. 영아기 가구소득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5-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6-a/b.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부부갈등과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a. 

공격성, b.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행동적 집행기능과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론적 가정과 동일하게 행동적 집행기능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ß=-0.319, 

p<.001)과 사회적 위축(ß=-0.157, p<.001)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적 집행기능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동일한 시기에 측정되어 시차를 두고 

측정된 다른 가족 과정 변인과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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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의 수준은 유아기의 가족과정 

변인 중 부부갈등(ß=-0.140, p<.001)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유아기의 

부부갈등은 행동적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함에 따라, 직접효과는 공격성에 

대해서만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는 공격성(ß=0.045, p<.01)과 사회적 위축 

(ß=0.022, p<.01)에 대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ß=0.074, p=0.057)는 유의수준 p<.10에서만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직접효과의 유의도가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도 

판단 기준인 p<.05에 근소하게 미달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된 계수 

및 표준오차를 통해 검증한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ß=-0.024, p<.05)과 

사회적 위축(ß=-0.012, p<.05)에 대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온정적 양육태도와 행동적 집행기능 간에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온정적 양육태도와 행동적 

집행기능 간의 직접효과 및 온정적 양육태도가 행동적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하여,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탐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초등학교 전환기 행동적 집행기능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ß=-0.258, p<.001)만이 행동적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4세 시기 사회적 위축은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영아기 양육환경 변인들은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영아기 양육행동(ß=0.129, p<.01)과 

가구소득(ß=0.022, p<.05)은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행동적 집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ß=0.129, p=0.077)는 유의수준 p<.01에서만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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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아기의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과 만 4세 시기의 공격성, 유아기의 

부부갈등,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 간에 유의한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에 이르는 

가족과정에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영아기 

양육환경에서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문제행동에 이르는 개별 

간접효과 경로를 팬텀분석을 확인한 것과 같이, 행동적 집행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가족과정 변인들의 순차적인 연결로 구성된 개별 간접효과 

경로들의 유의도를 팬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팬텀분석 결과,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가족 과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의 양육환경 변인들은 행동적 

집행기능을 가족 과정 중에 하나로 매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구체적인 경로는 만 4세 시기의 공격성 또는 

부부갈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져 아래 표 19와 같은 총 12가지의 유의한 가족 

과정이 확인되었다. 행동적 집행기능을 포함하는 가족과정은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지 않으므로 연구가설 4-1-a/b, 연구가설 4-3-a/b, 

연구가설 4-5-a/b는 기각되었으며, 영아기 요인과 유아기 부부갈등, 행동적 

집행기능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정한 연구가설 4-2-a/b, 연구가설 4-4-a/b, 

연구가설 4-6-a/b는 지지되었다.  

 

표 19. 행동적 집행기능을 경유하는 유의한 가족 과정 

         b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08**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79**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공격성 -0.106**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01**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공격성 -0.019* 

모학력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공격성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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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2** 

양육행동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15** 

양육행동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21**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1** 

가구소득 → 4세 공격성 →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4** 

모학력 →  → 부부갈등 → 행동집행 → 사회적위축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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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개인 내적 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 

능력이 공격성 간의 부적 관계에 있다는 외국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Eisenberg et al., 2001; Hughes & Ensor, 2008).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유의한 관계성과(김은희 

등, 2009; 장혜인 & 박형인, 2015; 최인숙, 2014), 자기조절 능력 향상 기반의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한 바 있다(김문호 & 은혁기, 2016; 

박지숙 등, 2009; 박지현 & 송하나, 2011).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제한된 관계만을 확인해왔다는 한계가 있다(박혜향 & 김은경, 2017; 

이원령 & 이은정, 2014; 최윤희, 2005). 본 연구는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 발현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과 선행 발달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한 영아기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 유아기 온정적 양육태도 및 부부 갈등의 네 변인은 행동적 

집행기능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영아기의 양육행동은 만 4세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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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영아기 양육행동의 간접효과에 유아기의 양육 

환경 변인들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있기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영아기 양육행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는 보다 인접한 

시기인 유아기의 양육 요인들의 직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능력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적 문제행동과의 부적 관계를 포함하여, 아동기의 

사회적 규칙의 습득, 학업 성취 등 아동의 핵심적 발달 과업들의 성취를 예측하는 

내적 자원이다(Eisenberg et al., 2001; Hughes & Ensor, 2008).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영아기 양육행동이 다양한 발달 결과로 확장될 초등학교 

전환기의 자기조절 및 사회적 문제행동을 예측함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개입이 아동의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영아기 가구소득도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영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집행기능 등으로 측정된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다(Hackman et al., 2015; Phillips & Shonkoff, 2000).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 및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많이 탐색하지는 않았으나,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소수의 국내 횡단 연구들이 가구 소득과 어머니 학력과 정서적 통제 능력 및 

행동적 자기조절 간의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혜순 & 강기숙, 2005; 최영미 & 이희영, 2017).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통해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영아기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동의 영양, 언어적 자극, 학습도구 등 물질적 

또는 학습적 환경을 제한하여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Bradshaw, 2011; Hart & Risley, 2003; Marmot, 2017; 

Phillips & Shonkoff, 2000), 본 연구는 유아기의 양육 환경을 매개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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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경제적 환경과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개입의 지점을 확대하였다. 

유아기 양육환경 중에서는 부부갈등이 행동적 집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양육태도보다, 타자 간의 관계인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부부갈등은 다른 가족 기능 또는 

양육환경을 제한함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 간의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이론은 낮은 내적 기준을 가진 모델을 관찰하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낮은 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자기조절의 수준 또한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며(Bandura, 2002, 2004), 나아가  

관찰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행위 기준은 관련된 행동을 어떻게, 얼마나 

통제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기제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Bandura, 

2002,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타자 간의 관계인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하여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적 기제의 중요성을 

지지한다(Bandura, 2002, 2004). 

위와 같이 영유아기의 양육환경 및 선행 공격성 수준은 행동적 집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행동적 집행기능을 경유하는 다양한 가족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 내면화되어 드러남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아동 개인 체계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서미정, 

2011; 이순자 & 유수옥, 2012). 인간 행동은 개인 체계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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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행동적 전략의 내적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Dodge et 

al., 2006; Strack & Deutsch, 2004; Vogel & Wanke, 2016), 환경적 요인이 

아동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기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Landry, Miller-

Loncar, Smith, & Swank, 2002). 본 연구는 영유아기의 양육환경의 영향이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으로 측정된 자기조절 능력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기제 중 하나를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을 탐색하는 것은 아동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개입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개입하는 것이 아동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 감소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행동적 집행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가족 과정을 검증하였을 때는 

공격성은 부부갈등과, 사회적 위축은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으나, 행동적인 집행기능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부부갈등과 사회적 위축 간의 유의한 관계가 포착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을 다루지 않고 양육 환경만을 통해 사회적 

문제행동에 접근하는 것은 주요한 기제 하나를 놓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 개입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적 자원을 함께 다룰 때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된 하나의 전략으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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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이 제안하는 영아기의 양육 환경이 영유아기 

이후의 시기까지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한국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은 생애 초기에 드러난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Dumas et al., 1996; Huesmann et 

al., 1984; Warman & Cohen, 2000), 조기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초등학교라는 공식적인 사회적, 교육적 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아동의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행동의 부정적 영향이 확장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Denham et al., 2003; G. R. Patterson et al., 

1991; G. R. Patterson et al., 1990; Pianta et al., 2007),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 절실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영유아기에 걸친 가족과정을 

확인하여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과정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실증적 근거 형성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 

과정을 영아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영아기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후 생애 과정의 

아동 발달 결과에 대한 예측 요인일 것이라는 가정은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에서 

널리 수용되던 것이다. 그러나 실증 연구를 통한 검증은 부족하였으며, 특히 

국내의 선행연구 중에서는 아동의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진학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아동의 사회적 발달 종단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국내의 

영유아기 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좁은 행정 

구역에서 소수의 보육기관을 통한 적은 수의 표본으로 수행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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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김미정, 2017; 이순자 & 유수옥, 2012). 본 연구가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통해 전국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횡단 연구나 3개년도 이하의 단기 

종단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유란희 & 김선희, 2017; 

정진나, 2017). 본 연구는 영아기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전국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 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초기 연구로서 한국 아동 전체 

집단의 평균적 발달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아기 양육 

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와 관련된 환경요인 및 개인 내적 

자원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 과정에 대한 생애과정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하위 영역들이자, 상반된 

성격의 문제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발달 과정을 단일한 모형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두 변인은 문제 발현의 성격이 

상반되면서도 공존 비율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사회적 문제행동의 

공변량을 고려하면서 둘 간의 공통되거나 차이를 보이는 발달 경로와 예측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Eisenberg & Spinrad, 2004).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보통 공격성만을 주목하거나, 두 문제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별개의 연구모형들을 분석해왔다(김귀연 & 김경연, 2005; 김성아, 2017; 박지숙 

et al., 2009; 박혜향 & 김은경, 2017; 이원령 & 이은정, 2014; 최윤희, 2005).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는 

0.470, 만 4세 시기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는 0.469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초등학교 

전환기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단일 연구모형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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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영아기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 

유아기의 부부 갈등,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 등 다수의 발달적 설명 

요인을 공유하면서도 각 유의한 변인이 두 사회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경로가 다르며, 상호 구별되는 발달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과정모형에 기반을 둔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아기 양육행동과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조절 능력을 함께 다룸으로써 

가족과정모형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가족과정모형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확인하는 가족스트레스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Conger & Donnellan, 2007; Hackman et al., 2015). 

가족과정모형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만 1~7세를 포함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Linver et al., 2002; Mistry 

et al., 2002;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과정모형을 영아기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시기의 아동과 가정에 적용한 본 연구는 생애 초기의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평가받는 양육의 질의 영향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유아기, 초등학교 

전환기의 다양한 변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아동의 이후 생애 과정을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가족과정모형이 한국 아동의 영유아기를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적용될 때는 영아기 양육의 질을 포함하는 확장된 

가족과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족과정모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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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에 있었으며 

(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et al., 2002; Hughes & Ensor, 2008; ; 

Rubin & Asendorpf, 2014; 장혜인 & 박형인, 2015), 영유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ckman et 

al., 2015; Goldberg et al., 2013; Speltz et al., 1999). 기존의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과정모형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가족 

환경의 영향이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서 내면화되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제를 확인하였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전반과 정신건강, 자아 개념, 학업성취, 학교 

적응 등 다양한 발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개인 내적 자원이다 

(Baumeister & Vohs, 2003; Blair & Raver, 2015; Edossa, Schroeders, Weinert, 

& Artelt, 2018;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2).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를 가족과정모형을 통해 살펴볼 때,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하여 어떤 가족 환경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어떤 발달 결과들로 이어지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의 가족과정모형에 아동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수준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기술한 영아기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과 달리, 아동의 발달 결과는 기존의 가족과정모형에 포함되어 있던 

개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족과정모형 연구는 아동의 발달 결과를 두 시점에 

걸쳐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선행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수준을 

포함한 가족과정모형을 구성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가족과정모형 연구에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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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의 선행 발달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가족과정 매개요인이 후속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정적 양육태도, 부부 갈등, 

자기조절 능력은 국내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확인되었던 변인들이다(도현심 등, 2012; 박미진 & 

강지현, 2012; 유란희 & 김선희, 2017; 이지희 & 문혁준, 2008; 이형민, 2015; 

임정하 & 윤정진, 2010; 최인숙, 2014).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 발달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횡단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고, 사회적 문제행동보다 앞선 시점에 

측정된 설명변인을 투입하더라도 선행 발달 수준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달적 변화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선행 발달 결과가 후속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결과 및 양육 환경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 갈등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의 선행 발달결과가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가족가족모형은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 결과를 설명하는 매개요인으로 부모의 역할에만 

주목해왔다(김광혁, 2014; 김광혁 등, 2013; 장영은, 2015). 즉, 기존 연구들은 

부모 또는 가구 특성이 아동발달 결과에 미치는 단일한 가족과정 주기만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는 영아기 양육환경, 만 4세 사회적 문제행동, 유아기 

가족과정,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두 주기의 

가족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적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다양한 발달 결과를 다루는 가족과정모형에 부모와 아동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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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영아기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에 이르는 생후 만 7년 간의 시기를 

다루며,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의 내재적, 외현적 측면과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양육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영아를 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아기 양육의 질 향상을 통해 유아기 양육 환경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 및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가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영아기부터 진행되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생애 초기 양육 경험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학을 포함하여, 심리학, 

아동학, 간호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지되어 왔으나, 영아를 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제공은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져 왔다.  

현재까지의 영아를 둔 부모의 양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은 일회성 또는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김현경 & 

정인숙, 2007; 방경숙, 2000; 서수정, 김태련, 이경숙, & 신의진, 2007; 서영미, 

1998). 양육지식의 전달은 양육행동의 정확성과 양육행동의 자신감, 어머니의 

양육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양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김현경 & 정인숙, 2007; 서수정 등, 2007; 송주은 & 

안정아, 2013). 그러나 양육지식의 영향은 실질적으로는 양육대상자인 아동에게 

양육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양육행동은 부모가 영아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애정적, 반응적, 상호적 관계의 민감성을 중심으로 확인된 

것(Bornstein, 1989; Bornstein et al., 1996)으로 초기 애착 형성의 필수적인 

조건을 다루고 있다. 애착의 형성은 일회성 사건보다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양육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영아기 기간 전체에 걸쳐 

양육행동의 바람직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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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개입으로 방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시설을 통한 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아기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방문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아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는 양육지식 전달 위주의 단기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부재 시 돌봄을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2018). 서울시 일부 보건소를 통해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문은 간호사가 주로 담당하며 특별한 

욕구가 파악되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2018). 사회복지사는 욕구사정, 자원연계, 행동 평가 

및 수정의 전문가로서 영아기 전체 기간동안 부모의 양육 역량을 평가하고 

증진시키고, 가정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연계를 통해 영아기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영아기 지속적 방문 서비스는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복지 

실천가들도 영아 양육과 관련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인 역량 향상과 

전달체계 마련을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영아와 어머니 간의 애착 증진 프로그램도 양육행동의 

질적 향상을 이뤄,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케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영아기 양육행동의 내용은 양육제공자가 아동의 욕구나 신호에 

따라 얼마나 적절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가로(Bornstein, 1989; 

Bornstein et al., 1996),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핵심적인 요인과 일치한다 

(Goldberg, 2014; Isabella, 1993). 또한 애착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측정된 양육 민감성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박은희, 2009; 이경숙 & 정석진, 2017; 홍나래 & 방희정, 2018). 

따라서 지역사회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애착 형성과 관련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해서 아동의 발달 결과와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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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되는 애착 증진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 

부모에게 특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보육 시설, 

산후조리, 문화센터 등을 통한 어머니 모임이 영아 보육과 관련된 사회적, 정보적 

교류의 대표적인 장이자 지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이러한 

장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을 통한 애착 증진이라는 

일차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부모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정보적 

교류,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으로 확인된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최근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이 

전반적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회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 내적 

자원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은희 등, 2009; 박지현 & 송하나, 2011; 정지나 & 

김경회, 2015; 최윤실 & 박응임, 2015; 한수정,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통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ADHD 등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아동들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공영숙 & 임지영, 2011; 

정진나, 2015). 이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보편적 개입 및 

효과성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 능력은 성별 

또는 기질과 달리 사회복지 개입을 통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자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인지-정서적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적 

자원으로(Dodge et al., 2006; Strack & Deutsch, 2004; Vogel & Wanke, 2016),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개입의 핵심 전략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은 가족 체계 안에서의 장기적인 

개입을 포함해야 한다.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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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Morris et al., 2007; Zeman et al.,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영아기 양육행동 및 가구소득과 유아기 

부부 갈등 등 가정 내 환경을 통해 설명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의 

자기조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공영숙 & 임지영, 2011; 정진나, 2015), 그 내용도 언어계획 및 평가 능력 

향상, 자기주도 학습, 공감집단 상담, 놀이 프로그램 등 아동 개인 역량 향상 또는 

또래상황에서의 훈련을 시도해 왔다(김문호 & 은혁기, 2016; 박지현, 2010; 

박창민 & 태진미, 2016; 정진나, 2015). 반면, 가족 체계 안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은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개입은 가족 체계 안에서 영아기의 양육경험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 갈등 감소를 함께 제공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아기가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는 

선행연구의 결과(Calkins, 1994; Calkins, Gill, Johnson, & Smith, 1999; Kopp, 

1982)와 영아기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고려한다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위해 영아기부터 부모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개입들은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양육태도에 1차적으로 

주목하지만, 가족 환경 내의 제3자 간의 관계인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 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들과 함께(김지윤 등, 2008; 도현심 등, 

2012; 민하영, 2010; 이형민, 2015; 임정하 & 윤정진,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만 4세 시기의 선행 사회적 문제행동 및 온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유아기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대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행동적 집행기능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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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태도 중 대표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어온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의수준 p<.10에서 제한된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갈등은 행동적 집행기능과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찰을 통해 사회적 대처 방식이 학습되며, 내적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설명과 일치한다(Bandura, 2002, 2004). 부모들은 자신이 아동의 행동적 

모델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전이됨을 자각하고,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 실천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등의 다루기 힘든 특성을 보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아동의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영아기 양육행동 및 어머니 

학력과 함께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 가족 과정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제변수였던 활동성 기질과 부정정서성 기질도 초기 공격성 

수준을 매개하여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부정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등의 다루기 힘든 특성을 

보일 경우, 부모 간의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이후 시기의 사회적 

문제행동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다루기 

힘든 특성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부부갈등 중재를 

개입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제행동 또는 다루기 힘든 

특성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또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훈육 또는 사회기술훈련 방법에 대한 

교육과 유아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강지현, 2018; 서울시복지재단, 2012; 이제화 & 이상복, 

2007).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구조화된 심리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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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정신질환 진단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동의 공격성 등으로 양육 및 가족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인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장애 또는 정신질환 진단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전달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는 

아동 개인 또는 아동과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아동 양육에서 오는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 감소를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부 갈등 모두가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부부 갈등이 행동적 

집행기능을 저해하여 나타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했던 반면, 온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직접효과와 행동적 집행기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효과크기도 더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이 온정적 양육태도의 

효과를 공격성을 통해 주로 확인해온 반면,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아기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초등학교 전환기의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로 확인되었다. 

주양육자이자 사회적 행동의 모델인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한 것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감소,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의 이론적 가정들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Bandura, 1991, 2002; Sroufe, 2005). 유아의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져, 그 예측 요인과 

중재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적다(Mills & Rubin, 1990). 본 연구 모형의 

변인들도 초등학교 전환기 공격성에 대해서는 약 35%의 변량을 설명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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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은 약 17%만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향을 증진시키는 개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후속 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영아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는 적극적인 조기 아동기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 해외의 영아기 또는 출산 전부터 진행된 

조기 개입 프로그램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은 

개인의 발달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도 좋은 전략이다. 

무작위대조실험을 포함한 외국의 실제 개입 프로그램들의 평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개입이 아동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사회적 유능성과 사회적 

배제를 포함한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과 인지 능력 등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에 

있어 나은 전략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Campbell et al., 2014; Heckman & Masterov, 2007; 

Maluccio et al., 2009; Walker, Chang, Vera-Herná ndez, & Grantham-

McGregor, 2011). OECD는 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를 통해 인적 

자본을 통한 공공 투자의 수익률은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의무 교육 

시기에 이루어진 것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며, 각 국의 영유아 가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OECD, 2011).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영유아기 조기 개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조기 개입 수행 

가능성을 더욱 제한한다. 영아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과 

무작위대조실험 등을 통한 서비스의 평가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수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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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한국에서도 조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의 생애 초기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누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는 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 자기조절 능력 향상, 가족과정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주요한 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드림스타트, 2019).  이 

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229개의 시군구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에서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2019). 드림스타트는 한국에서 최초로 적용된 공적 

아동복지서비스로 미국의 헤드스타드와 영국의 슈어스타트를 정책적 예시로 

국내에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이봉주, 2010). 이들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 발달을 위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Heckman, 2008, 2016).  

그러나 한국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미국의 헤드스타트 및 영국의 슈어스타트와 

차이를 보이는 점 중 하나는 외국의 두 사업은 한국의 사업보다 조기아동기에 

집중된 투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두 사업은 만 5세 

이하를 핵심 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헤드스타트의 경우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 얼리헤드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상균, 2017).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어린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Heckman & Masterov, 2007; Moon, 2010, Wodon, 2016), 만 5세 

이전에 조기 개입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투자 전략에 가치 

및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Heckman, 2016). 반면, 한국의 드림스타트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만 0세에서 만 12세까지를 대상으로 삼으며, 조기 아동기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이상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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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아동기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근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아동의 발달 과정을 영아기부터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 확장을 위한 정책적 변화는 연구수행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의 양육행동,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학력이 

각각의 경로를 통해, 유아기의 가족 과정은 물론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과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실증 자료 검증을 통해 확인한 첫 국내 연구로서 

조기 아동기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연구 

수행을 통해, 조기 아동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드림스타트를 조기 아동기 개입을 위한 주요한 전달체계로 삼더라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는 사업의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상균, 2017). 

따라서 드림스타트를 활용하여 조기 아동기 개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영아기 양육행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전체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간의 공변량을 고려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들보다는 영아기의 양육행동이 이후의 주요한 가족과정 변인 및 아동의 만 

4세와 만 7세 사회적 문제행동, 만 7세의 행동적 집행기능을 보다 많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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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 환경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보건소 및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출산 전후 및 영아기에 신생아 

돌봄 및 애착형성 등 해당 가족 생애주기의 특별한 욕구들을 다루는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시범사업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이 있다(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2018). 해당 사업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목적으로 무작위대조실험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호주의 산모 및 조기 아동기 지속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MECSH(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를 서울시 일부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5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를 제외한 20개 구의 

보건소로 확대되었다. 해당 사업은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산후 보편방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성, 정서발달,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 의사소통능력)에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산전부터 출산 4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차상위 

계층 이하의 경제적 조건과 산모의 연령, 우울 상태, 사회심리 평가 점수, 가족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지속방문 대상 가구에게는 아동의 만 2세까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방문 가정에는 아동 생후 2년간 최소 25회의 동일한 

담당간호사의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된 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시도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서울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위 사업 외에는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역량과 아동 발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아 

가정 지원 서비스는 출산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 제공되는 산후조리 및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 가정 대상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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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서울시의 경우,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며, 아기 건강 또는 수유, 

외출과 관련된 용품으로 구성된 출생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위와 같은 사업들은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부모와 영아의 돌봄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지만, 영아기 전반에 걸친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 및 

비용 감소를 위한 목표 중 하나이며,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영아기부터 양육의 질과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역할 및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아동기 대상 사회적 지출의 대부분은 교육 또는 

보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OECD, 2009). 2010년대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나, 누리과정 등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만 0-5세 대상의 영유아 보육 관련 

사회적 지출의 국비 및 지방비 지출의 총액은 2010년에 5조 324억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12조 5천억으로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최미옥, 2017), 

아동수당과 출산 직후의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 지원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 역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아기에 온정적인 

양육의 제공이 어렵고 부부 갈등이 늘어나 초등학교 전환기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바람직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만 4세 시기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아동의 가정은 유아기의 양육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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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발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보편적인 보육 기회의 제공이 

아동 발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며, 보육료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육 지원이 아동발달 지원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 지원을 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개인 내적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문제행동 및 그로 

인한 비행, 학업성취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의 

개인간 격차가 커진다(Denham, 2006; Denham et al., 2012; Patterson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Ursache et al., 2012). 따라서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삶의 과정과 발달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조절 능력 향상은 

초등학교 진학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의 

생물학적 근간인 뇌 전전두엽의 발달은 만 0-2세에 폭발적인 발달을 이루지만, 

만 7-9세와 만 16-18세의 시기도 전전두엽의 또다른 주요 성장기로 

제안된다(Jurado & Rosselli, 2007). 만 0-2세의 시기가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과 다르게, 만 7-9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공교육과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개입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통합된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긍정적 발달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U.S. CDC; United 

Stat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아동 발달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기반 사회정서 유능성 증진 개입을 촉구하고 있으며(David-

Ferdon et al.,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Dur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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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Elias et al., 1997).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 중 자기조절의 효과만을 분해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행된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은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친사회성 증진 등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에 효과를 보여왔다(David-

Ferdon et al.,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의 효과를 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로 확인한 213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Durlak et al.(2011)의 연구는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이 

공격성을 포함한 품행 장애, 내재화 문제를 포함한 정서 문제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친사회성, 사회적 기술, 학업 성취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에 있어 전체 아동에 적용되는 보편적 자원이지만, 국내에서는 ADHD, 불안 

장애 등 정서행동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공영숙 & 임지영, 2011; 이주미, 

2017). 한국 아동들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현에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작동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도 자기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제공되는 학교 기반의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의 

보편적 적용은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 발달 결과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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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유아기에 걸친 

가족과정의 영향을 살펴본 후, 연구 결과에 따라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서술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제안에 따라 초등학교 전환기 이전의 전체 

생애과정을 포괄하여 한국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생애주기관점의 주요한 제안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생애주기관점은 인간발달의 연속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대, 지역,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발달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Alwin, 2012; Halfon & Forrest, 2018). 본 연구는 2008년에 

출생한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코호트의 효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을 

영아기부터 확인하는 초기 연구로서 한국 아동 전체 집단의 평균적 발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다양한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전 생애 과정에 걸친 아동의 평균적 사회적 발달 

과정을 고려하며, 빈곤 가구, 한부모 가구, 이른둥이 가정, 초산 가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 과정 연구를 지속하여 조기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과정에 집중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 체계들의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과 부모의 제한된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와 교사, 부모 외 다른 성인들로 확장되어 간다. 특히 유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또래, 교사와 일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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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맺는다. 본 연구는 가정 환경과 부모의 역할에 논의를 

집중하였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의 아동 발달에 있어 가정 밖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 생애 초기 양육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한 사회적 인지를 가정 밖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강화하거나 수정해가는지 탐구해야 할 것이며, 또는 Harris(1995)등의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양육 환경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요인이 있는지 등을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환경과 아동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따라서 아동 발달상의 아버지와 대리 양육자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아동 발달 결과도 어머니라는 단일한 평가자를 통해 

평가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은 주요한 지표들을 

어머니 대상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부부갈등, 

초등학교 교사의 집행기능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주요 지표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측률이 높아 본 연구에는 반영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점차 

강조되고 있는 아동 발달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아버지와 대리양육자의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 결과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 등의 

가정 내 양육자의 평가와 어린이집 또는 학교 교사의 평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의 두 체계에서 드러나는 아동의 발달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아동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두 환경 체계 또는 평가자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로 변수 및 측정시기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은 만 4세 시기부터 

측정되어 더 이른 시기의 발달 결과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집행기능은 만 7세 

시기부터 측정되어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각 발달 단계별로 중요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종단 자료 내에서 시변 변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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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 연구는 영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으나, 만 3세 이후의 각 시기별 가구 소득의 횡단적,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혼재되어 있을 영아기 

가구소득의 지속 효과와 시기 효과를 구분하여 논의할 수 없었다.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출생 순위도 연구 대상 아동이 태어난 시기의 출생순위를 다룬 

것으로 연구 대상 아동 출생 이후 동생이 태어난 조건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한국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사회적 문제행동 발달의 

가족과정의 내용과 본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한국 아동의 보다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연구 

결과가 누적되고, 관련된 정책과 실천 전략이 수립되어 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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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측정도구 

공격성(wave 8)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1)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말다툼을 많이 한다. (0) (1) (2)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0) (1) (2)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0) (1) (2) 

자기 물건을 부순다. (0) (1) (2)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린다. (0) (1) (2)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자주 부루퉁해진다. (0) (1) (2) 

의심이 많다. (0) (1) (2) 

남을 잘 놀린다. (0) (1) (2)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0) (1) (2) 

남을 위협한다. (0) (1) (2) 

유난히 소란스럽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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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wave 8)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1)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0) (1) (2)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0) (1) (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0) (1) (2) 

불행해 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0) (1) (2)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만 4세 시기의 공격성(wave 5) 
다음은 유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묘사하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2개월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1)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모든 것을 당장 들어줘야 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0) (1) (2) 

반항적이다. (0) (1) (2) 

요구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0) (1) (2)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말을 안 듣는다. (0) (1) (2)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0) (1) (2) 

쉽게 좌절한다(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기분이 상하거나 

짜증스러워 한다). 
(0) (1) (2)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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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때린다. (0) (1) (2) 

별 의도 없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0) (1) (2) 

화가 나 보인다. (0) (1) (2)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벌을 줘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0) (1) (2)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이기적이고, 나눠 가지려 하지 않는다. (0) (1) (2)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린다. (0) (1) (2)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0) (1) (2) 

협조를 잘 안한다. (0) (1) (2)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원한다. (0) (1) (2) 

 

 

 

만 4세 시기의 사회적 위축(wave 5) 
다음은 유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묘사하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2개월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1)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피한다. (0) (1) (2)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한다. (0) (1) (2) 

활동적인 놀이를 하기를 거부한다. (0) (1) (2) 

애정이나 관심을 표현해줘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0) (1) (2) 

사람들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0) (1) (2)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0) (1) (2) 

위축돼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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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집행기능(wave 8)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1) = 전혀 아니다     (2) = 가끔 그렇다     (3) = 자주 그렇다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1) (2) (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1) (2) (3) 

교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시간 내 주어진 

활동이나 과제를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1) (2) (3)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1) (2) (3)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1) (2) (3) 

줄 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1) (2) (3)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1) (2) (3)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주어지는 활동이나 과제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1) (2) (3)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온정적 양육태도(wave 5, 6, 7)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1) (2) (3) (4) (5)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1) (2) (3) (4) (5)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1) (2) (3) (4) (5) 

가족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한다. (1) (2) (3) (4)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1) (2) (3) (4) (5)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1) (2) (3) (4) (5) 

 



 

- 187 - 

 

부부 갈등(wave 5, 7)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1) (2) (3) (4) (5)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1) (2) (3) (4) (5)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 (2) (3) (4) (5) 

 

 

 

양육행동(wave 1, 2, 3) 
다음은 해당 아동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V표 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1) (2) (3) (4)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1) (2) (3) (4)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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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정서성 기질(wave 3) 
다음은 해당 아동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V표 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우리 아이는 잘 운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활동성 기질(wave 3) 
다음은 해당 아동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V표 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1) (2) (3) (4) (5)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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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rocesses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of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Choi, Changy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ing evidence for reducing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s an 

essential goal of social work research. Preventing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at elementary school entry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y hinde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 dual failure in social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Also, literature revealed that earlier symptoms of 

problematic social behavior have severer and broader negative impacts on 

children in their life courses. Therefore, more research evidence is needed for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that aim to preven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of childr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mily processes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that relate to children's problematic social 

behavior at elementary school entry (age 7).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finds several 

limitations of existing theory and literature in South Korea. First, there was 

no study that provided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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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that child-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has a long-lasting 

influence on later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The lack of evidence makes 

it difficult to encourage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Second,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al 

pathway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e two most representative 

subtypes of exter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Given that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re closely related but distinct behaviors,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se two concepts separately but simultaneously.  

Third, although children's own internal resources or behavioral strategies 

mediate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children's behaviors, the 

majority of literature in family studies overlooked them. It needs to investigate 

which and how children’s internal resource such as self-reg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ren's behavioral 

outcome. Fourth, the family process model provides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children’s outcomes and the underlying pathways. However, this model has 

mostly been applied to explain the outcomes in adolescence and did not 

consider other critical factors than social-economic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ich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in South Korea. This study has four 

research questions as follow: (1) Does 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have 

longitudinal effects 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4 and 7? (2) 

D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4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and family process factors in early 

childhood? (3) Do the family process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explai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age 7)? (4)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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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ion mediate the influence of family processes from infancy 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To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suggests and tests a family 

process model from age 0 to 7 with regard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o be specific, the research model contains the following 

constructs in each of the five family process phases. (1) 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age 0-2): quality of rearing behavior of mother, household income 

to needs,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2) the early level of problematic 

social behavior (age 4):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3) 

family process mediator in early childhood (age 4-6): warmth parenting and 

marital conflict, (4) self-regulation at school entry (age 7): behavioral 

executive function, (5) problematic social behavior at school entry (age 7):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e research model is analyzed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the 

Panel Study in Korean Children. Eight waves of data, wave 1 (2008, age 0) to 

8 (2015, age 7), collected from 1,360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utilized 

for analysis. The results from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 

Firs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aring environment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4 and 7. 

The results from ANOVA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4 and 7 among groups defined by the 

level of rearing behavior and household income. Social withdrawal at age 4 

and 7 a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In general, the mean score of problematic social behavior is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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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according to the level of rearing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s 

from SEM show that rearing behavior and household income in infancy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4, an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age 7. Also, 

household income in infancy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withdrawal at age 7, while maternal education level has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ggression at age 7. 

Second, aggression at age 4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ring 

environments in infancy and family process in early childhood. Aggression at 

age 4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warm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in early 

childhood. Also, the quality of rearing behavior and household income in 

infancy hav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aggression at age 4, and 

their indirect effects on warmth parenting and marital conflict are mediated 

by aggression. The two factors in infancy also hav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social withdrawal at age 4, but social withdrawal does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warmth parenting and marital conflict. 

Also, the quality of rearing behavior has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warmth 

parenting and marital conflict.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Third, the family process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explain the 

level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The results identify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ceptually similar constructs among 

family process factors in early childhood and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at 

school entry. To be specific, warmth parenting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withdrawal, whereas the marital conflict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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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aggression. The quality of rearing 

behavior and household income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aggression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of aggression at age 4 and marital conflict. They 

also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ocial withdrawal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of aggression at age 4 and warmth parenting. The following three 

indirect paths are also significant: (1) rearing behavior → warmth parenting 

→ social withdrawal, (2) rearing behavior → marital conflict → aggression, 

(3) maternal education → marital conflict → aggression. 

La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amily process of the early development of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Children with higher self-regulation, measured by behavioral executive 

function, show a lower level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Also, self-regulation has significant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s with 

the family process factors in earlier ages: rearing behavior,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in infancy, aggression at age 4, and marital conflict in 

early childhood. The results of the phantom analysis report that self-

regul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entire family process from 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antom analysis, every single indirect pathway 

made by the combination among variables in significant direct effec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g., household income → aggression at age 4 → 

marital conflict → self-regulation → aggression at school entry; or rearing 

behavior → marital conflict → self-regulation → social withdrawal at school 

entry). 

This study has theoretical,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is the first Korean study tha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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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effects of infancy rearing environment on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South Korea has limited expenditure and strategies for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nd most of existing resources are concentrated on 

physical health and day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rearing behavior and 

supporting socio-economic hardships may reduce children's social problems 

in later lives. Second, the findings of mediators explaining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effects of rearing environment in infancy (e.g., aggression at 

earlier ages, warmth parenting and marital conflict) suggest specific strategies 

for healthier family processes that can prevent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ird, interventions for improving self-regulation of children in 

schools and familie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lessening problems in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illustrates the substantive role of self-

regulation in the developmental pathway of children'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summa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knowledge base for 

developing effective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and policies to support 

Korean children’s healthy social development.  

 

 

Keywords: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Family Process Model,  

Self-Regulation, Children at School Entry,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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