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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가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와 남녀집단 차이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early adolescents’ effortful control influenced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al problems 2 years lat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kills. Additionally, gender differences in these mediating effects were examined.  
Methods: A community sample of 397 fourth graders (213 girls, M = 10.43 years) and their parents 
and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were followed for 2 years (M = 12.38 years). Effortful 
control, social skills, academic performance, and problem behaviors were asses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EM using Mplus 7.4.      
Results: Findings indicated that effortful control significantly predicted positive social skills, 
which in turn led to positive adjustment outcomes 2 years later.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Boys’ effortful control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externalizing symptoms and indirectly associated with positive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enhanced social skills. On the other hand, the direct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academic 
performance were not significant for girls. Instead, their effortful control was significantly 
predictive of lower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mediated via high levels of 
social skills.
Conclusion: These findings can inform future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gender-specific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facilitate healthy development among Korean youth.  

Keywords : effortful control, social skills, academic performance, behavioral problems,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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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 · 청소년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서,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Steinberg, 2005). 동

시에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긍정적으로 적응하지만, 일부 청소

년들은 심리적 행동적인 부적응이 문제행동으로 나타기도 한

다(Underwood, Beron, & Rosen, 2011). 청소년의 문제행동들

은 학교 중퇴, 흡연, 가출, 폭력, 자살, 성폭력, 집단따돌림, 게

임 중독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Y.-H. Kim, Cho, Lee, & 

Byun, 2013).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9세

에서 24세로 보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초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 문제행동을 처음 경험

하는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는 저연령화(Y.-H. Kim et al., 2013)

를 고려한다면, 초기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나 문제행동 발생

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다양

한 문제행동을 조기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특히, 초기 청소년들은 학업과 관련된 능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고(Barber & Olsen, 2004), 학업에 대한 평가

와 경쟁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이 증가되며 이와 관련

된 정서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Duchesne, 

Ratelle, Poitras, & Drouin, 2009).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업성적과 내재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

기이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 규칙을 깨는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반사

회적 행동문제로 이어져(Broidy et al., 2003; Bub, McCartney, & 

Willett, 2007)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은 학교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행동이나 정서를 잘 조

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교사나 또래 등 주변

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Park & Kang, 2005; 

Schwartz & Proctor, 2000). 특히, 이 시기 청소년들은 사회화 과

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 학습되어 충동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제

하는 능력을 더 많이 작동시켜 정서를 조절하게 된다(Spinrad, 

Eisenberg, & Gaertner, 2007). 이렇게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자

발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국외 연구자들이 다양한 발달영역과의 관

계성을 조사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3). 의도적 통제는 타

고난 기질적 특성으로 만 1-2세 때에 발현되어 유아시기에 발

달을 이루며 학령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성숙

하게 되며 학령기 이후에는 안정기를 이루는 정서관련 조절 

능력의 핵심구성요소이다(Kochanska & Knaack, 2003). 그리

고, 의도적 통제는 타고난 기질 특성이면서도 환경에 의해 학

습될 수 있는 조절능력의 구성요소로도 알려져 있다(Spinrad 

et al., 2007). 의도적 통제는 크게 필요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관련 조절 능력과 적절하게 행동을 억

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Spinrad et al., 2007). 

정리하자면, 호르몬, 신경계 등의 영향으로 어린 연령의 아

동보다 더 빈번하고 강하게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

은(Spear, 2000) 자신이 지닌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문제행동 

발달의 개인차를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외적 통제보다는 학습되어 사회화

된 통제능력이 발휘되어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자발적이고 의

도적인 통제능력으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 문제, 정서 장애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초기 청

소년 시기에 취약한 정서조절 능력은 중요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초기 청소년기는 이러한 발달경로를 연구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 진입시기의 

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기저요인을 이

해하는 연구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이 지닌 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발달경로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유능성, 학업성적과, 낮은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

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 Panfilis, Meehan, Cain, & Clarkin, 2013; Eisenberg 

et al., 2000; Iyer, Kochenderfer-Ladd, Eisenberg, & Thompson, 

2010;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또한, 이러한 관계

에서 어린 시기의 의도적 통제가 이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효과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isenberg et al., 2005b).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사회규범

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 Knaack, 2003; Mintz, Hamre, & 

Hatfield, 2011). 의도적 통제는 초기 청소년기뿐 아니라 청소

년기 후기와 성인기의 내재화 문제(불안, 두려움 등)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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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교사와의 친밀감, 열정, 

협력적 태도 등의 사회적 기술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의도적 통제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력은 일관적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반해(Eisenberg et al., 2005a; Valiente et al., 2006)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

다. 대부분 의도적 통제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은 직

접적인 관계보다는 다른 제 3의 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함께 고려되어 조사되었을 때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01; Eisenberg et al., 2009;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을 함께 조사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낮은 수준의 주의관련 통제와 억제 통제, 그리고 내재화 문제

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는 낮은 충동성과 높은 억제 통제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Eisenberg et al., 2001)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조절 능력의 하위요

인별로 다르게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종단연구

(Valiente et al., 2011)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인 아동은 어려운 과제 수행에서 지

속성을 보이고, 이후 중학생 때에 학업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의도적 통제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Meece, Andererman, & Anderman, 2006). 위에서 살펴본 대

로, 의도적 통제능력은 사회적 기술,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기의 사회적 기술 능력이 

이후 시기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사회적 기술 능력이 이후 청소년 시기

의 언어와 수학 능력이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효과

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그 예이다(Welsh, Parke, Widaman, 

& O’Neil, 2001).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 능력은 

사회정서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Winsler & 

Wallace, 2002). 이에, 공격성, 품행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교육하는 내용을 포

함하며, 그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Zaragoza, Vaughn, & Mcintosh, 1991).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기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이 보고된 바 

있다(Yeom & Jo, 2016).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로 학습활동, 

학교 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능력이 이후 내재화, 외현

화 문제행동에 종단적 교차-지연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

나, 초기 청소년들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

았고, 의도적 통제가 문제행동, 사회적 적응, 사회관계 등에 미

치는 발달 경로를 체계적으로 본 연구들은 드물었으며, 그 연

구대상이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Bae & 

Lim, 2013; Kwon, 2011; Y.-K. Moon & Lee, 2012). 그 연구의 예

를 살펴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 적응이나 학업 성

취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문제행동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

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가 긍정적인 교사-유아 관

계를 예측하여 낮은 수준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간접효과가 나

타났다(Kwon, 2011).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비록 연구대

상이 다르지만, 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학

업 성취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몇 몇의 연구들(J. H. Kim, 2015; Y. J. Lee & 

Chung, 2013)에서 고학년 학령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학교

생활적응,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계성을 조사하였는데, 대부

분 횡단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그 관계의 인과성을 설명할 근

거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내재화, 외현

화 문제행동에 대한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 의도적 통제와 사

회적 기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 Knaack, 2003; Kochanska et al., 2000).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

(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에 의하면, 여아

는 남아보다 정서조절에 대한 사회화를 많이 하게 되고, 대인

관계에서의 민감성을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

고 내재화된 문제에 민감하였다. 반면에 남아는 자기비판성

에 취약하여 외현화 문제행동가 더욱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사회능력

은 여자 청소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남아의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일관적으로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Leadbeater et al,, 1999; H. Lee, Ha, & Oh, 

2005).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메커니즘의 성차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선행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난 의도적 통

제나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여아와 남아의 문제

행동의 양상 차이에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탐색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4학년 때의 의도적 통제가 2년 이후인 6학년 때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의도적 통제가 

같은 시기의 사회적 기술을 통해 2년 후의 학업성적,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 간 관계를 이론 모형으로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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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적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이러한 모형에서 남녀의 성

차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는 학업성적,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

떠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가 학업성적,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치는 종단적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군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4학년 학생 409명과 그들의 부모와 교사

를 대상으로 1차년도 자료(2012년, T1)를 수집하였으며, 1차

년도에 포함된 대상 중 6학년 때 추후 조사를 허락한 2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자료(2014, T2)를 추가 수집하여 단기적 

종단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때, 1차년도(T1)와 2차년도(T2)의 

자료 중 한 시점에라도 자료가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하여 총 

397명(T1: 359명, T2: 213명)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초기 청소년(여아, 58.9%)의 평균 연령은 1차

년도(T1)에 10.43세(SD = 3.65), 2차년도(T2)에 12.38세(SD = 

13.18)로 나타났다. 1차년도(T1)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41.7세

(SD = 2.97, range 31–53),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4.36세(SD= 

3.34, range 37–57)로 나타났다. 대상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

은 가정의 월수입은 대부분이 500만원 이상(전체 80.7%, M = 

732.37만원, SD = 570.22)으로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수

입 가정이 전체의 약 45%에 해당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은 대학졸업 이상이 대부분이었고(약 77%), 과반수(58.1%)가 

전업주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이거나 전문직(26.9%)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약 86.6%.를 차지하였고,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39.1%)이 가장 많았고, 전문직과 고위직(35%)이 그 다음 순

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과 6학년 시점(T2) 조

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161명의 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생의 평균 연령(M = 10.43, 

SD = 3.44), 어머니의 평균연령(M = 41.80, SD = 3.10), 아버지

의 평균연령(M = 44.30, SD = 3.51), 가정의 수입(M = 774.09, 

SD = 467.36), 어머니의 교육수준(대학교 졸업 이상이 74.5%), 

아버지 교육수준(대학교 졸업 이상이 81.9%) 등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ts = -.27∼.69, p > .05).

측정도구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학업 수행 

및 문제행동 등의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학년 1차년도(T1)의 측정도구  

의도적 통제    연구대상이 4학년인 1차년도(T1)에 조사된 

의도적 통제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 척도인 Tempera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 (TMCQ; 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주의력 집중(attention focusing)에 대한 7문항

과 억제 통제(inhibitory control)에 대한 8문항의 총 15문항을 

보고하였다(Simonds et al., 2007). 아동이 자기 보고가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보고를 선택한 것은 TMCQ가 아동

보고와 부모보고 중 부모가 보고한 경우 신뢰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Spinrad et al., 2006). 주의 집

중은 주의가 필요한 일이나 과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며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쓸 때 산만해진다

(역코딩).” 등이 그 문항의 예이다(Spinrad et al., 2006). 억제 통

제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문항에는 “하

던 일을 아주 빠르게 멈출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주의 집중

과 억제 통제는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에서 아동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계가 나타나는 의도적 통

제의 중심 구성요인으로 밝혀졌다(Geng, Hu, Wang, & Chen, 

2011; Zhou et al., 2007). 모든 문항들은 1점이 거의 그렇지 않
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하위요인별 평균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문

항 간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 보고가 .91, 어머니 보고는 .89로 



37   Longitudinal Influence of Early Adolescent's Effortful Control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    연구대상이 4학년일 때(T1)에 조사된 사회적 

기술은 Gresham (1998)이 개발한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교사용 척도를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국내에서는 학령기 취학 이전 유아를 위한 교사평

정용 척도 K-SSRS (한국판 SSRS 척도; Seo, 2004)와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부모평정용 척도(S. W. Moon, 2013) 등이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 분석에서는 다양한 보고자에 의한 보고를 

반영함으로써 같은 보고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변

량을 피하고자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모평정용 척도를 사용하

지 않고, 교사평정용 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자기통제(10문항), 또래 관계에서의 주장성(10문항), 

협조적 자세(10문항)의 총 30문항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5

점 Likert식(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문항

으로 조사되었고,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자기통제가 .95, 주장

성이 .94, 그리고 협동성이 .92로 나타났다.

     

6학년 2차년도(T2)의 측정도구  

학업성적과 문제행동     연구대상이 6학년일 때(T2)에 조사된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은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기 보고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인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YSR은 Oh, Ha, Lee와 

Hong (2001)이 Achenbach (1991)의 미국판 YSR을 번역 및 표

준화한 도구로서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

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척도는 청소년의 자가 보고식 검사로 중학생 이상을 대

상으로 규준점수 T점수가 제시되어 있지만, 본인의 행동 보고

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초등 고학년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

다는 근거(Oh & Kim, 2013)에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은 K-YSR의 사회능력 척도 중 교과목에 

대한 또래 대비 상대적인 수행정도(5문항)에 대한 학업성적으

로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K-YSR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중 내재화(31문항)와 외현화 영역(32문항)을 통

해서 조사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을 경험하고 

위축되거나 신체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외현화 행동은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능력은 학업성적(1–5점 척도)과 사회성(1–3 척도 또는 1–

4점 척도)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3점 척도(0 –2점)로 조사되었

고,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는 학업성적은 .80, 내재화 문제행동

은 .88,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PASW 18.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과 

Mplus 7.4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대략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조

사하고자 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학업성적 및 문

제행동 변인들의 전체 아동과 남아 · 여아 각각의 평균과 표준

오차, 남녀의 t-test, 상관관계를 PASW 18.0 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이론적 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남녀에 따른 성차

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중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χ2지표 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ker-

Lu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Song & Kim, 2012). 

구조방정식에서 검증된 변인간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신

뢰도 구간(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 검증을 실시하여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T1)에 조

사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은 9.6%, 2차년도(T2)

에 조사된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은 46.3∼47.6% 범위 내에서 

변인들의 결측치가 나타났다. 종단자료 수집과정에서 나타

나는 높은 비율의 결측치는 모두 제거하거나 평균대체를 하

는 listwise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편추정치(biased estimates)

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편추정

치(unbiased estimates)를 제공하여 모집단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완전정보최대추정치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결측자료의 최대 정보를 확

보하였다(Arbuckle, 1996; Peugh & Enders, 2004).        

연구결과

측정변인들의 경향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을 매개로 학업성적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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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1. T1 Effortful control (MR) ―
2. T1 Effortful control (FR) .60*** ―
3. T1 Social skill (self control) .29*** .25*** ―
4. T1 Social skill (assertion) .19*** .13*** .76*** ―
5. T1 Social skill (cooperation) .37*** .28*** .84.*** .74*** ―
6. T2 Academic performance .15* .19* .23** .21** .27*** ―
7. T2 Internalizing problems -.07 .02 -.20* -.21** -.19* -.06 ―
8. T2 Externalizing problems -.24** -.20** -.25** -.15 -.28*** -.16* .52*** ―
M  3.78  3.54  3.94  3.91  4.06  3.82 13.52 10.94
SD   .58  .61  .85  .76  .78  .76  8.45  6.91
Missing (n) 38 38 38 38 38 184 189 185
Note. N = 397.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p < .05. ** p < .01. ***p < .001.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Effortful Control, Social Skills, Academic Performance, and Behavioral Problems in Boys and Girls                                           

Boys
(T1, n = 163; T2, n = 96 )

Girls
(T1, n = 196; T2, n = 117)

tM SD M SD
1. T1 Effortful control (MR)      3.64      .58     3.89 .56 -4.12***
2. T1 Effortful control (FR)      3.42      .61     3.64 .58 -3.37**
3. T1 Social skill (self control)      3.78      .98     4.06 .70 -3.10**
4. T1 Social skill (assertion)      3.80      .83     4.01 .68 -2.75**
5. T1 Social Skill(cooperation)      3.90      .87     4.19 .68 -3.50**
6. T2 Academic performance      3.80      .80     3.83 .74   -.33
7. T2 Internalizing problems     11.94     7.87    14.82 8.72  -2.48*
8. T2 Externalizing problems     11.97     7.59    10.09 6.20 1.94*
Note. N = 397.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p < .05. **p < .01. ***p < .001.

Table 3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in Boys and Girls            

 1 2 3 4 5 6 7 8
1. T1 Effortful control (MR) ―  .56** .32*** .13 .39*** .16 -.13 -.08
2. T1 Effortful control (FR) .61*** ― .21** .02 .24** .22* .02 .01
3. T1 Social skill (self control) .22*** .25** ― .73*** .86*** .18 -.27** -.27**
4. T1 Social skill (assertion) .19*** .18* .77*** ― .67*** .17 -.22** -.14
5. T1 Social skill (cooperation) .31*** .28*** .82*** .79*** ― .18 -.29** -.32**
6. T2 Academic performance .16 .15* .28** .27** .38*** ― -.07 -.10
7. T2 Internalizing problems -.12 -.06 -.20* -.26* -.17 -.06 ― .53***
8. T2 Externalizing problems -.34** -.38** -.21 -.13 -.21 -.21* .58*** ―

Note. N = 397 (185 boys; 213 girls).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Values above and below the diagonal represent correlations 
for girls and boys, respectively.
*p < .05. **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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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조사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

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관계를 조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1차년도

(T1)의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도(T2)의 학업성적과 정

적관계(rs = .15, .19, p < .05)가,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부적관계  

(rs = -.24, -.20, p < .01)가 나타났지만 내재화 문제행동과는 유

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T1)의 사회적 기술

의 하위변인들은 전반적으로 2차년도(T2)의 학업성적, 내재

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증하려는 구조모형의 남녀 집단 간 차이의 가능성

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비교 

t-test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고, 남아와 여아의 변인간의 

상관관계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변인들의 

평균 점수는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

술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의 평균점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s = -2.48∼

-4.12, p < .05, .01, .001). 외현화 문제행동 만이 남아가 여아보

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 = 1.94, p < .05). 변인간의 상관관

계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가 2차년도(T2)의 외현화 행동과 

부적 상관(rs = -.34, -.38, p < .01)이 나타났는데, 여아의 경우에

는 1차년도(T1)의 사회적 기술만이 2차년도(T2)의 내재화, 외

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다(rs = -.22∼-.32, p < 

.01). 대체적으로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는 남아, 여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측정모형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자면(Schreiber, Nora, Stage, 

Barlow, & King, 2006),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RMSEA = .06, 90% CI [.03, .09], SRMR = .03, TLI = 

.98, CFI = .96).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1과 2 미만

으로 정규분포가정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특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이 4학년인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

적 기술을 매개로 6학년이 된 2차년도(T2)의 학업성적, 내재

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에 대한 χ2 검증은 χ2(13) = 32.67( p < .01)로 나타

나 기각되었지만, χ2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TLI, RMSEA와 같은 지수로 고려하였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모형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는 .04 (90% CI [.00, .07]), SRMR은 .04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

의 기준인 .05와 .08보다 작았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와 CFI은 각각 .98, .96으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Hu & Bentler, 1999). 검증된 구조 모형의 유의미한 경로계수

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1차

년도(T1)의 사회적 기술(β = .39, p < .001)과 2차년도(T2)의 외

현화 문제행동(β = -.26, p < .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차년도(T1)의 사회적 기술은 2차년도(T2)의 학업성적(β 

= .22 p < .001), 내재화 문제행동(β = -.23, p < .001), 외현화 문제

행동(β = -.17, p < .05)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유의미한 경로를 통해서 1차년도(T1)의 의

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을 거쳐 2차년도(T2)의 학업성적, 내

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

트랩 신뢰도 구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1차년도(T1)의 의도

적 통제는 사회적 기술을 매개하여 2년 뒤인 2차년도(T2)의 학

업성적(β = .09, p < .01, 95% CI [.04, .15])과 내재화 문제행동(β 

= -.09, p < .05, 95% CI [-.18, -.03])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

도(T2)의 외현화 행동에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β = -.07, p < .05, 95% CI [-.13, -.02]). 

구조모형의 남녀 차이 검증 

검증된 구조모형과 모형에서 나타난 변인 간 관계가 남아와 

여아 성별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측정 변

인들이 남녀 모두를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 집단에 대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모형의 잠

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 자유모

델의 χ2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χ2는 자유도 1일 때 0.31로 

임계치(χ2= 3.84)보다 작아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서 남녀를 모두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중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구조모형에 대한 모든 경로에 제약을 두지 않았

을 때 남아와 여아에 따라 변인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

펴보는 자유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 모형의 적합도는 
χ2(32) = 43.73, ns, CFI = .99, TLI = .98, RMSEA = .04, 90% CI 

[.00, .07], SRMR = .0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유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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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academic performance,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N = 397.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Nonsignificant paths ( p > .05) are shown with dotted lines. 
*p < .05. **p < .01. ***p < .001.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academic performance,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he boy group. N = 184.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Nonsignificant paths (p > .05) are shown with dotted line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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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미한 매개 경로의 계

수 중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로들(Figure 2, Figure 3 참고)을 중

심으로 이 경로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하고, 남녀 간에 평균

점수 차이가 나타난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동일한 것으로 제

약을 가한 제약모형들을 분석하였다. 즉, 1차년도(T1)의 사회

적 기술 → 2차년도(T2)의 학업성적, 1차년도(T1)의 사회적 기

술 → 2차년도(T2)의 내재화 문제행동, 1차년도(T1)의 사회적 

기술 → 2차년도(T2)의 외현화 문제행동, 1차년도(T1)의 의도

적 통제 → 2차년도(T2)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를 동

일하게 제약을 하고, 기초분석에서 남녀 간 평균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던 아버지, 어머니 보고의 의도적 통제 점수, 사

회적 기술의 평균점수를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하였다. 제약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χ2(39) = 77.27, ns, CFI = .96, TLI = .95, 

RMSEA = .07, 90% CI [.05, .09], SRMR = .08로 나타났다. 이

때,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는 자유도 7일 때 33.54

로 임계치(χ2 = 14.07)보다 크게 나타나 구조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에 따라 구조모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는 Figure 2와 3과 같다. 남아의 경우에

는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의 매개를 통해 

2차년도(T2)의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β 

= .12, p < .05, 95% CI [.08, .38]). 여아의 경우에는 1차년도(T1)

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2차년도(T2)의 내재

화 문제행동(β = -.11, p < .05, 95% CI [-4.30, -.50])과 외현화 

문제행동(β = -.11, p < .05, 95% CI [-2.88, -.55])에 유의미한 매

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의도

적 통제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학업성적,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등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반영한 매개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종단 자료를 사용해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1차

년도(T1)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하반기에 부모와 교사를 통

해서 수집하였고, 2차년도(T2) 자료는 2년 뒤인 초등학교 6학

년 하반기에 자가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년도

(T1) 의 의도적 통제의 2차년도(T2)의 학업성적, 내재화 문제

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그리고 의

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T1)을 통해서 2차년도(T2)의 학업성

적,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

Figur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academic performanc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he 
girl group. N = 213. MR = mother report; FR = father report. Nonsignificant paths (p > .05) are shown with dotted line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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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된 변인들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bivariate correlation)에 의하면 부모 보고에 의한 4학년의 의

도적 통제 능력은 전반적으로 교사 보고에 의한 사회적 기술

과 정적관계, 6학년 때 자기 보고에 의한 적응문제(학업성적,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4학

년 때의 의도적 통제 능력은 6학년 때의 학업성적과 정적 관

계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

적 기술능력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학업성적과는 정적관계 그

리고,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부적관계가 있

었다. 이는 의도적 통제 능력이 아동 · 청소년의 다양한 영역

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Eisenberg et 

al., 2000; Iyer et al., 2010).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학업성

적,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높은 점수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또한, 선행연구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Kochanska & Knaack, 2003)과 일맥상통한 결과

이다. 4학년의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타인과 잘 지내기 위

한 사회적 기술이 6학년 시기의 학업성적이나 문제행동과 종

단적인 관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사춘기 시기를 앞둔 이들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요인을 예측해 볼 수 있

겠다.   

둘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함께 고려한 전체 집단의 경

우, 4학년 때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같은 시점에 높은 

사회적 기술을 보였고, 이 관계는 6학년 때의 높은 학업성적, 

그리고 낮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 시기의 사회적 기술이 10세, 14세 

때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ornstein, Hahn, & Haynes, 2010)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4년 종

단 연구(Zhou, Main, & Wang, 2010)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는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쳐 이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사회적 기술은 의도적 통제와 아동의 적응 관계에 대한 매

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4학년 

때의 의도적 통제 능력은 2년 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Valiente 등(2003)이 8세 때

의 높은 의도적 통제가 12세 때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을 예측하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발적인 조

절방식인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

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이에 따른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사

회에서 수용 받을 수 있는 규범이나 규칙을 사회화하여 긍정

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활

성화가 되는 것(Zhou et al., 2007)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높으면 일상생활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통제

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을 올바른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능력을 발달

시키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에 높은 의도적 통제를 가진 초

기 청소년은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을 조절하게 되어 

겉으로 표현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하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을 통해 적응행동(학업성

적,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남

아와 여아 간 성차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4학년 때 높은 의

도적 통제를 보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보이고, 6학

년 때에 높은 학업성적을 보이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4학년 때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이면 6학년 때 높은 수

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 4학년 때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같은 시기

에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보여 6학년 때 높은 수준의 내

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간접효과만 나타

났다. 이는 의도적 통제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Karreman, van Tuijl, 

van Aken과 Deković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

로 청소년기 남아는 여아보다 의도적 통제 점수는 낮고, 외현

화 문제행동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ngers et al., 

2004; Leadbeater et al., 1999). 또한, 부모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분노 감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 행동의 표현을 더 허용

하고 딸에게는 외현화적 행동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

향이 있다(Keenan & Shaw, 1997; Shaffer, 2000). 이러한 맥락으

로 여아는 사회적 기술을 더욱 학습하게 되지만, 남아는 그렇

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남아의 경우에는 외현화적 행동을 억제

하도록 돕는 요인이 사회적 기술보다는 개인 내적 조절 능력

인 의도적 통제 능력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 학업성적에는 4학년 때

의 의도적 통제나 사회적 기술이 종단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아의 경우에만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

술을 통해서 학업성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흥미롭

다.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작업에 주의를 전환시키고, 해

야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충동을 억제하도록 돕는 의도

적 통제는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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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Blair & Razza, 2007). 그런데, 남아는 보통 여아보다 사

회적 기술 능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chanska 

et al., 2000). 그러나 높은 의도적 통제를 보이는 남아는 그렇

지 않은 남아보다는 교사의 주의 사항에 집중하고, 충동성을 

억제하도록 하여 친구나 교사에게 협력하고 학급 활동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여 또래와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도울 것이다. 이에 모둠 활동이나 수업시간, 과

제 등에 집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되는 관계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비록 남아와 여아의 성차가 고려되지는 않았

지만, Valiente 등(2011)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높은 의도적 

통제는 2년 뒤의 사회적 기능을 예측하고, 사회적 기능은 다시 

2년 뒤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여아 집단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의도적 통제가 사

회적 기술을 통해서만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여아가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 부적응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

구(Mintz et al., 2011)와 일치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여아

의 경우에 대부분 의도적 통제 능력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Kochanska & Knaack, 2003; Leadbeater et al., 

1999) 의도적 통제능력이 낮은 여아는 사회적 기술 발달을 저

해하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여아의 경우 학교생활 동안의 또

래나 교사로부터 부정적 정서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이미지인식이나 생활사건에 대

한 부정적 인지를 하여 우울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기 때문에(Hyde, Mezulis, & 

Abramson, 2008) 사회적 기술이 남아보다 여아의 내재화, 외

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적응(학업,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은 종단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는 성차에 의해 조

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아는 높은 학업성적

을 높이는데, 여아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의도적 통

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기술 향상이 중요한 역

할을 했다. 또한,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의도적 통제가 직

접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수집이 비교적 중상층 위주로 다양성이 부족하여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저소득층이나 위험

군의 아동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변인 간 

구조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국외

에서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밝

히고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의도적 통제 변인을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적응문제의 원

인적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종단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둘째, 비교적 자

료의 사례수가 크고 남녀 집단의 수가 비슷해서 성차를 비교

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 교사, 아동의 자기 보고 등 다양한 보

고자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하여 동일 보고자에 의한 공변량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넷째, 청소년기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학업성적,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세 영역

으로 조사하여 발달영역 고유의 원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각각

의 적응 문제를 돕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지

는 위험이 높은 남아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여아 청소년의 성

차에 따른 문제행동을 돕기 위한 접근에 의도적 통제 능력을 

훈련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

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대한 효

과성과 실용학문을 실천하고 검증하는 임상적 접근의 근거 기

반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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