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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eschooler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 Trajectory on Parental Stress
and on the Preschoolers’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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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발달 궤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eschooler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 trajectory on parental stress and on the preschoolers’ self-control.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5th to 7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and analyzed 1,703 4-year-old children, 1,662 5-year-old children, and 6-year-old 1,620 children,
utiliz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at age 4, and those behavioral
problems tended to decrease overall as age increased. Second, the intercept of the children'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at age 4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al stress and on
preschoolers’ self-control when they were 6 years old. In addition, the slope of the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of parental stress and on the
decrease of the self-control. Based on these results, early diagnosis of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mmediate
intervention and treatment are needed for preschoolers with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as well as their parents. In addition, plans should be implemented to raise
preschoolers' self-control.

Keywords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trajectory, parenting stress, self-control

서론

영향을 미친다 (Broidy et al., 2003; Harvey, Friedman-Weieneth,

영유아의 반항적 행동 문제는 부모나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 Trembly, 2009). 만일 반항적 행동 문제가 제대로 치료되지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 중의 하나이다. 반항적 행동

않는다면 성장과정에서 반항성 행동장애, 품행 장애, 비행, 범

문제는 안정적으로 영아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학령기

죄 등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학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심

까지 지속 될 수 있는데 부모, 교사, 또래 관계 등에 부정적인

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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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문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초기 시점에서 시간

특히 영유아 시기와 같이 이른 시기의 발병은 아동기나 청

이 흐른 뒤 여러 시점을 살펴보는 종단 연구는 인과 관계의 방

소년기에 발병한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하면서도 장기적인 문

향을 살펴보는데 제한이 있는 횡단 연구와는 달리 반항성 행

제와 더불어 부족한 발달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Loeber, Burke,

동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발달

Lahey, Winters, & Zera, 2000). 개인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시기에 따른 반항성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식별

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8세 시기의 심각한 품행 문

하고 적절한 치료 및 예방을 설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

제에 대한 연간 비용이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다(Ezpeleta et al., 2014).

(Romeo, Knapp, & Scott,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반항성 행동

이러한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 궤적에 관한 연구는 두

문제는 영유아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즉각적인 개입을 해 주는

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변수중심적 접근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variable-centered approache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중심

있다.

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es) 방식이다(Chung, 2000).

반항성 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

먼저, 변수중심적 접근 방식은 초기 시점과 그 시점 이후 연

상적인 발달과정과 행동 문제를 신중히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령이 증가에 따른 행동 발달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살펴봄으

필요하다.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로써 발달이 특정 연령 시기에만 발현되는 것인지 또는 연령

(2011)는 모든 아동들은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스트레스를 받

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방법

거나, 화가 났을 때 반항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다(Kofler, Larsen, Sarver, & Tolan, 2015; Leve, Kim, & Pears,

이는 만 2-3세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정

2005). 이와 관련하여 Leadbeater, Thompson과 Gruppuso (2012)

상적인 발달 과정 중 하나일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그러

의 연구에서는 12-18세 662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나 드러내 놓고 하는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이 같은 나

growth curve modeling)을 사용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행

청소년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안정적이

동 때문에 아동의 사회, 가족, 학업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Stepp, Burke, Hipwell과

는 심각한 염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American

Loeber (2012)의 연구에서는 8-14세 여자 아동 1,233명을 대상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DSM-5 (The Diagnostic and

으로 분할잠재성장모형(piecewis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서는 반항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항성 행동 장애는 8-10세 시기에

성 행동 장애를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거부, 적대감, 시비조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10-13세 시기에는 유의한 변화

행동 양상이 최소 6개월 지속되는 파괴적 행동 장애(Disruptive

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

Behavior Disorders [DBD])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며 변수중심적 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유아 대상

한 반항성 행동 장애의 경우, 뚜렷하게 반항적이고, 불복종적

의 반항성 행동 문제에 대한 발달 궤적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

이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만 품행장애와는 달리 규칙을 어

외적으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기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반면에 개인들의 상이한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하

대상중심적 접근 방식은 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DSM-5에서는 반항

model)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 발달에 있어서

성 행동 장애의 진단평가에 대하여 임상적 인터뷰, 심리평가,

특정 패턴을 보이는 상이한 잠재계층의 발달 궤적을 살펴볼

부모면담 등 다양한 진단평가도구 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환

수 있는 방법이다. 잠재계층모형분석과 관련하여 반항성 행

경에 대한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동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아동 및 청소년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여러 편(Ezpeleta et al., 2014; Tremblay,

한편, 최근에는 패널자료의 확대에 힘입어 종단적 연구 설

Duchesne, Vitaro, & Tremblay, 2013)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

계에 기초한 발달 궤적에 관한 연구(Nagin & Trembly, 1999)가

상중심적 접근 방식은 변수중심적 접근 방식과 반대가 아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반항성 행동 문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접근 방식의 사용은

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행동이 감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hung, 2000). 종합해 볼 때

소하거나 증가하는 특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 반항성 행동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포화상태일 때 진행하는 대상중

55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arenting Stress, Self-control

심적 접근 방식 보다는 기초 현황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포

Seymour et al., 2012; Unnever, & Cornell, 2003)은 반항성 행동

괄적으로 전체 표본에 적용되는 위험 요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ADHD

요인을 식별하는 변수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유아의 반항성 행

와 자아통제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주로 살펴보았을 뿐 반

동 문제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

항성 행동 문제와 자아통제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살펴보지는

다.

못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반항성 행동 문제가 자아통제력에

한편, 부모 요인(Eiden, Edwards, & Leonard, 2007; Pfiffner,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McBurnett, & Rathouz, 2005), 아동 요인(Speltz, McClellan,

여준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반항성 행동 문제

DeKlyen, & Jones, 1999), 가족 요인(Qi & Kaiser, 2003;

와 자아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인과관계의 방향

Tremblay et al., 2013) 등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위험 요

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에 관한 연구들은 횡단 연구나 종단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종합해 볼 때, 외국에서는 반항성 행동 문제의 원인에 초점

편 수행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의 영향 관계 즉, 반

을 맞춘 연구들은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반항성 행동 문

항성 행동 문제가 아동, 부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제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유아의 자아통제 등에 미치는

본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 궤적이 독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립변수로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와 관

의 연구들이 반항성 행동문제 보다는 DSM에 근거하여 장애

련하여 기존 선행연구(Broidy et al., 2003; Burke, Waldman &

로 진단을 내리고 있는 반항성 행동 장애를 중심으로 연구하

Lahey, 2010)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는 수행 기능 결핍, 또래와

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역시 반항성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는

성인 간의 갈등, 우울, 자살생각, 학업 실패, 직업적 부적응, 비

소수인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주로 영유아 및 아동을 중심으

행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로 반항성 장애의 치료에 관한 연구들(Chung & Lee, 2003; S. Y.

있다. 특히 반항성 행동 문제는 부모 변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Kim, 2017)이 대부분이다. 반항성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증가된 스트레스와 연관된다(Lee et al., 2010; Miranda,

원인에 관한 연구(H. Kim & Lee, 2014)는 한편에 불과하고, 반

Marco, & Grau, 2007; Pelham et al., 1997). 예를 들면, Goldstein,

항성 행동 문제가 발달 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Harvey와 Friedman Weieneth (2007)의 연구에서는 3세 시기의

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유아 258명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과잉행동/반항 행동 문제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가 부모의 양육스트

를 가진 유아들의 엄마가 이러한 문제가 없는 유아들의 엄마

레스나 자아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반항성 행동 문제의 조기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 할 수 있

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ADHD와 반항성 행동 문제가 함

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께 공존한 상황에서 살펴보았기에 반항성 행동 문제가 부모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의 자료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하여 만 4세에서 6세까지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발달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궤적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모 변수 외에도 반항성 행

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

동 문제는 아동 변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아교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반항성 행동 문제의 조기 개입

육기관이나 학교 등의 환경에 성공적인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역할을 하는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친다(American Psychiatric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ssociation, 2013; DeGangi, 2017; Schoorl, van Rijn, de Wied,
Van Goozen, & Swaab, 2016). 자아통제는 정서나 행동을 조절

연구문제 1.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대응을 하기 전에 자동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과거의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데, 반항성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은 또래나 성인

연구문제 2.

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거나 학교 관련된 과업을 완료하는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데 요구되는 자아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Reid, Trout,

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Schartz, 2005).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들(Barkl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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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사용하여 측
정되었다. 이 척도는 여러 번의 예비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확인
된 바 있다(Y. A. Kim, Oh, & Lee, 2007). 유아행동평가척도는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종단 연구에 해당하는 한국

DSM 진단 체계의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5가지 발달 문

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을 사용

제 척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임상장면에서 심리 장애 진단체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 부

계인 DSM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DSM 진단 기준에 맞춰 문

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교사들의 특성에 관한

제 행동 문항을 분류한 척도로서 DSM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전국의 의

전반적 발달장애, ADHD 및 반항 행동 문제의 진단 점수가 해

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078명의 가

당된다. 이중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는 여러 문화권의 임상 전

구를 1차년도에 조사하여 10차년도(2017년)까지 데이터를 구

문가들이 DSM 기준과 가장 일치하는 문항을 평정한 것으로

축하였고, 현재 8차년도까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총 6문항(“반항적이다.”, “말을 안듣는다.”, “화가 나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2년: 만 4세), 6차년도(2013년:

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전혀 해당되지 않는

만 5세), 7차년도(2014년: 만 6세)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참

다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

여율은 1차년도에 대비할 때 5차년도 79.2%(1,703가구), 6차

거나 많이 그렇다 [2점])로 부모나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년도 77.3%(1,662가구), 7차년도 75.3%(1,602가구)로 나타났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수준이 높다

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유아들은 2008년 4월에서 7월 사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의 Cronbach’s

이에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2012년에는 만 4세, 2014년에

α = .73 (만 4세), .72 (만 5세), .72 (만 6세)이었는데 반항성 행

는 만 6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3, 4, 5세를 매

동 문제는 왜도와 첨도가 정상분포에 가까운 t 점수를 사용하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

였다.

이집에서 만 3, 4, 5세반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었다. 인구
학적 특성을 5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의 나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만 4세이었다. 남아의 비율이 51.1%이었고, 유아의 평균 월령
은 51.89개월이었다. 또한 부모의 81.2%가 2년제 대학을 졸업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K.

하였고, 99.1%의 대부분 부모가 결혼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H.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

4.3%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측정되었다. 이 문항은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
다.”, “양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

연구도구

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로

본 연구에서는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 궤적이 부모의 양육

부모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

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Cronbach’s

반항성 행동 문제는 5-7차년도(만 4-6세) 자료를 사용하였다.

α = .89 (만 6세)이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는 모두 만 6세(7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반항성 행동 문제

유아의 자아통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유아의 자아통제는 Gresham

본 연구의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과 Elliott (1990)의 도구를 Seo (2004)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
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

Achenbach와 Rescorla (2000)의 CBCL 1.5～5 (Child Behavior

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주장성, 협력성, 자아통제, 책임

Checklist for ages 1.5-5)를 Y. A Kim, Lee, Moon, Kim and Oh

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유아의 자

(2009)가 국내 유아들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유아

아통제는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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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등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

(unconditional model)을 사용하여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의 응답 방식은 3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1점],～매우 자주

발달 궤적을 살펴보았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을

그렇다 [3점])로 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활용하여 유아의 반항성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록 유아의 자아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아의 자

유아의 자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결측

아통제에 대한 Cronbach’s α = .80 (만 6세)이었다.

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투입된 모든 변수
의 정보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²,
RMSEA, TLI, CFI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TLI, CFI는 .90이상,

본 연구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 궤적이 부모의 양육스

RMSEA는 .06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고 수용가능하다고 판

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모형은

단된다(Hu & Bentler, 1999).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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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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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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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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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3

본 연구의 주요변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본 연

2

구의 독립변수인 반항성 행동 문제는 만 4세 시기의 평균이

ODB
Slope

ODB
Intercept

53.53점(SD = 5.32), 만 5세 시기의 평균이 52.59점(SD = 4.71),
만 6세 시기의 평균이 52.19점(SD = 4.32)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
인 만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이 2.49점(SD =

Parenting stress
(6-year-old )

Children’s self-control

e4

(6-year-old)

.52)으로 최대값이 4점임을 고려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 만 6세 시기 유아의 자아통제는 최대값이 3점
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

e5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정상성(normality) 검정은 모두 왜도가

Figure 1. Research model

절대값 3이하, 첨도가 절대값 10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
시켰다(Kline,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를 위해 SPSS 18.0, 잠재성장모형

반항성 행동 문제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통

분석을 위해 Amos 21.0을 각각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로 첫

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만 4세부터

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의 무조건모형

만 6세 시기까지 매 시기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서로 유의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4-year-old)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5-year-old)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6-year-old)
Dependent variables
Parenting stress (6-year-old)
Children’s self-control (6-year-old)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53.53
52.59
52.19

5.32
4.71
4.32

50
50
50

82
88
76

1.66
2.27
2.31

2.68
6.39
5.50

2.49
2.51

.52
.36

1
1

4
3

.00
-.34

.0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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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1
—
.48**
.40**
.20**
-.26**

1.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4-year-old)
2.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5-year-old)
3.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6-year-old)
4. Parenting stress (6-year-old)
5. Children’s self-control (6-year-old)
**p < .01.

2

3

4

5

—
.48**
.25**
-.25**

—
.27**
-.32**

—
-.27**

—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4세부터 6

반항성 행동 문제 무조건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 이 통계

세 시기까지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모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절대적합지수가 CFI =

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유아의 자아통제와는 부적인

0.99, TLI = 0.96, RMSEA = 0.05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지수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무조건 모형에서 추정된 성장모수치를 살펴보면, 반항성
행동 문제의 초기치 평균은 53.41 (p < .001)로 이는 만 4세 시

반항성 행동 문제의 무조건모형

기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평균이 53.41점이라는 것을 의미한
무조건 모형은 측정 시점에 따른 반항성 행동 문제의 변화 양

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66 (p < .00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

상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

록 해마다 반항성 행동 문제가 -.66점씩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궤적을 검증하기 위해 초기치와

다. 그리고 반항성 행동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변량

변화율을 잠재변수로 하여 만 4-6세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설

이 각각 14.48, 1.64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정하였다. 초기치는 잠재변수에서 각 측정변인으로 가는 경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가 평균을 중심

를 각각 1로 고정하였고, 변화율은 0, 1, 2로 고정하여 선형 변

으로 개인차가 충분해서 개인차를 예측하거나 개인차가 미치

화 모형을 구축하였다. 반항성 행동 문제의 무조건 모형 분석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조건부 모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결과는 Figure 2, Table 3과 같다.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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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성 행동 문제의 조건모형
반항성 행동 문제의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의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조건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4, Figure 3과 같다. 반항성 행동 문제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 이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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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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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B
Slope

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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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다른 모형적합도가 CFI = 0.99, TLI = 0.96, RMSEA = 0.05
로 나타나 조건모형이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건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반항성 행동 문제의 초
기치와 변화율은 만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시기 유아의 반

2

X =6.75(df =1, p < .01);
CFI=0.99; TLI=0.96;
RMSEA=0.05

Figure 2. Results of unconditional research model.

항성 행동 문제 초기치가 높을수록( β = .70, p < .001) 만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조사기간 3년 동
안 반항성 행동 문제 수준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β = .59, p
< .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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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Unconditional Model
Intercept
M
53.41***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 < .01. ***p < .001.

Slope
Variance
14.48***

M
-.66***

Variance
1.64***

SE
.02
.16
.01
.08

C.R.
5.632***
3.005**
-6.995***
-3.468***

Table 4
Results of the Conditional Model
Paths
ODB Intercept → Parenting stress (6-year-old)
ODB Slope → Parenting stress (6-year-old)
ODB Intercept → Children’s self-control (6-year-old)
ODB Slope → Children’s self-control (6-year-old)

B
.10
.47
-.07
-.29

β
.70
.59
-.7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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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성 행동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만 6세 시기의 유
아의 자아통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의 및 결론

만 4세 시기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초기치가 높을수록( β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여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72, p < .001) 만 6세 시기의 유아의 자아통제 수준이 낮았고,

의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통제에 어

조사기간 3년 동안 반항성 행동 문제 수준의 감소 속도가 빠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를수록(β = -.53, p < .001) 유아의 자아통제 수준이 증가했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것을 의미한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유아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항성 행동

ㄷ

ㄷ

문제의 변화율에도 개인차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

e1

e2

e3

ODB
(4-year-old)

ODB
(5-year-old)

ODB
(6-year-old)

1

12-18세 청소년의 반항성 행동 문제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안정
적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Leadbeater 등(2012)의 연구

1

1

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연령대는 다르지만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항성 행동 장애는 8-10

2

세 시기에 감소하였지만 10-13세 시기에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

0

1

타난 Step 등(2012)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ODB
Slope

ODB
Intercept

하지만 Ezpeleta 등(2014)의 연구에서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한
결과, 3-5세 유아 622명의 반항성 행동 문제 발달 궤적이 지속적

.70***

.59**

Parenting stress
(6-year-old )

e4

-.53***

으로 낮은 그룹 78%, 높았다가 낮아진 그룹 9.4%, 낮았다가 높
아진 그룹 9.4%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

-.72***
Children’s self-control
(6-year-old)

e5

다. 또한 29개월에서 74개월까지의 반항성 행동 문제 발달 궤적
을 분석한 Petitclerc 등(2009)의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매우
낮은 그룹 9%, 낮은 그룹 56.9%, 보통 그룹 29.7%, 만성적으로
높은 그룹 4.3%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Figure 3. Results of conditional model. X2=22.18(df =4, p < .001);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도한 것과 달리 잠재계층성

CFI= 0.99; TLI=0.95; RMSEA=0.05

장분석을 시도한 것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여겨지며, 향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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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대상 중심적 접근의 잠재계층성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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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후 어떠한 계층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로 인식되면 반항성 행동 문제 수준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해 주는 것이 부모나 유아 자신

둘째, 만 4세 시기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초기치는 만

에게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고, 만 6세 시기의 유아의 자아통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첫째, 반항성 행동 문제의 조기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하

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다. 즉, 반항성 행동 문제가 정상적인 발달과정인지 행동 문제

가 증가할수록 만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증

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

가하고, 유아의 자아통제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

는 초기치나 변화율 모두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이라는 긴 시간 간격에도 이러한 영향관계가 나타난다는 것

자아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반항성 행

은 반항성 행동 문제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시

동 문제의 발현 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결과(Lee et al., 2010;

나 주의해야 할 점은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Miranda et al., 2007; Pelham et al., 199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Psychiatry (2011)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은 때때로 피

구체적인 예로, 3세 유아 258명의 어머니를 조사 했을 때 과

곤하고, 배고프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반항을 하는

잉행동/반항 행동 문제를 가진 유아들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

데 이러한 반항적 행동은 2-3세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에 나

은 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 한 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

타난 Goldstein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반항

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교사는 유아가 반항적인

성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은 또래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적절

행동을 보였을 때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지속

하게 상호작용하거나 학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아

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한 Reid 등(2005)의 주장과도 유사하였

정을 통해서 유아의 반항적인 행동이 단순히 기본적인 욕구

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Barkley, 1997;

의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유아가 필요로 하는

Seymour et al., 2012; Unnever, & Cornell, 2003)이 대부분 반항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들

성 행동 문제가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ADHD와 자아통

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

하고 반항적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항적 행동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반항성 행동 문제가 유아의

정도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의 변화 정도를

자아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후속

살피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에 전문가에게 전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적인 검사 및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반항성 행동 문제 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과 더불어 치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 기간 3년 동안 반항성 행동 문제의

료가 필요하다.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는 유

변화율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아의

아마다 개인차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항성

자아통제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사기간 3년 동안 반항

행동 문제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성 행동 문제 수준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

스가 증가하고, 반항성 행동 문제 수준의 감소 속도가 빠를수

령이 증가할수록 반항성 행동 문제가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

록 유아의 자아통제 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더라도 느리게 감소하는 유아들이 있다면 규칙적인 일대일

결과는 앞서 제시한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의

관계, 긍정적인 행동에 관한 역할놀이(role play), 효과적인 칭

초기치가 높을수록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찬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개입이 필요

높고, 유아의 자아통제 수준이 낮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다(Yates, 2017). 이러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하지만 초기치와 달리 변화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사기

반항적 문제 행동이 계속되면서 부모나 교사를 힘들게 한다

간 동안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항

면 기존 선행연구(Cho & Kong, 2003; S. Y. Kim, 2017)에서 효

성 행동 문제의 영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과성이 검증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있다. 따라서 유아기 시기에 반항성 행동 문제가 나타나 부모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아가 자아통제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

셋째, 반항성 행동 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부모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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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더불어 유아의 자아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제가 상이한 잠재계층으로 구분되는지, 잠재계층에 따라 어떻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만 4세 시기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게 상이하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잠재계층성장 모형

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만 6세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분석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여 주는 것이 필요

유아의 자아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이러한 결과에서 반항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부모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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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스트레스나 유아의 자아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반항성 행동 문제는 DSM
진단 체계의 기준으로 5가지 발달 문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아행동평가 척도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기에 반항성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유아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반항성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의 반항성 행동 문
제를 보이는 유아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대상중심적 접근 방식인 잠재계층성장 모형 분석이
아닌 연령 증가에 따른 반항성 행동 문제의 평균적인 변화율
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항성 행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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