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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언어능력과 7세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별 차이 및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용인송담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Objectives: Building on prior research,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proposition that child’s self-
control would longitudinally mediate the link between preschool language abi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transition to school. Given a general pattern of gender differences previously 
found on each level of language ability, self-control, and externalizing behaviors, it was expected 
that the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would be stronger in boys than in girls.  
Methods: Data (N = 1,102) from 6th, 7th, and 8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in the separate analyses for boys (n = 569) and girls (n = 533).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measures of receptive vocabulary (age 5), self-control (age 6), and overall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ge 7).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parent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child’s self-
control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 language ability and first-grade externalizing 
behaviors for boys only.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in which preschool 
language is linked to later behavior problems via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and extended 
previous findings by showing that these relations were much stronger in boys.

Keywords : language ability, self-control,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ender differences, 
longitudinal mediation

정진나

Introduction

어린 아동의 언어능력 즉, 어휘, 구문, 문해기술을 비롯한 다

양한 언어 관련 기술들은 아동기 전반에 걸쳐 부적응적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lie et al., 2004). 행

동 문제 중에서도 공격행동, 품행문제, 규칙위반행동 등과 같

이 부적절한 행동이 통제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언어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 영역

이다. 언어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는 임상집단 아동(e.g.,  

Cantwell & Baker, 1991; Cohen et al., 2000)과 일반 아동(e.g., 

Beitchman et al., 2001; Park & Kim, 2017) 모두의 경험자료를 

통해 지지되었다. 최근의 메타분석(Yew & O’ Kearney, 2013)에

서도 발달 초기부터 나타난 언어적 결함이 이후 외현화 문제

의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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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en 등(2013)의 종단연구도 4세부터 12세 사이에 초기 언

어능력은 이후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지만, 초기 외현화 문제

는 이후의 언어능력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기 언어발달이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을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기반에 비해, 언어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가 왜 나타나는지 그 기제에 대한 탐색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Vygotsky와 Luria의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언어는 어린 아동이 문제해결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조절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자기

통제(self-control)의 주요 도구가 된다(Fernyhough, 2010). 처음

에 어린 아동은 주로 부모의 언어적 지시나 안내에 의해 행동

을 조절한다. 그러나 유아기에 접어들면 혼잣말(private speech)

과 같은 언어적 발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이후 점

차 혼잣말이 내면화됨에 따라 발화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 언

어(inner speech)를 사용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일반적 의미에서 아동의 내적 언어는 언어의 특정 측면만이 

아닌, 언어능력 전반과 관련된다(Vygotsky, 1934/1987).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면, 언어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내적 언어

를 잘 사용하지 못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

절하거나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아동은 행동 문제의 발달에서도 보다 높은 취약성을 지니

게 된다. Barkley (1997)도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들에게 나타나

는 전형적인 자기통제적 결함이 언어를 내적 언어의 형태로 내

면화하는 능력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신경심리학적 증거도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뒷받

침하고 있다. 뇌의 언어적 정보처리는 자기통제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신경회로와 연계되어 있고(Pisoni et al., 2008), 언

어 특히, 행위(action)와 관련된 동사는 뇌의 운동 및 전운동

(premotor)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등 언어체계와 운동체계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van Elk, van 

Schie, Zwaan, & Bekkering, 2010). 이러한 신경회로의 연계성

은 언어능력, 자기통제, 행동 문제 간의 밀접한 발달적 관계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자들은 언어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능한 기제 중 하나로 아동

의 자기통제력에 주목하고 있다(Lonigan et al., 2017; Petersen 

et al., 2013). 비록 자기통제의 구성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기통제 혹은 자

기조절은 아동이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사고나 감정, 충

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데

에 대다수 연구자들은 동의한다(Bronson, 2000; McClelland & 

Cameron, 2012). 개념의 광범위성과 발달적 중요성으로 인해 

자기통제는 그동안 의도적 통제 기질이나 전두엽의 실행기능

과 같은 여러 유사 개념이나 용어로도 활발히 연구되었고, 그 

결과 자기통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많은 경험자료가 축적되었

다. 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유아기에 자기통제의 급속한 발

달이 이루어지며, 유아기 후반 나타나는 자기통제의 개인차는 

이후 전 생애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경험자료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아동의 자기통제

가 언어 및 외현화 문제행동 둘 다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는 것이다. 먼저, 언어와 자기통제의 관계는 앞서 기술된 이

론적 기반과 더불어 확고한 경험적 기반을 지닌다. 그동안 많

은 선행연구들이 유아기 어휘, 의사소통, 문해기술 등 다양한 

언어적 기술들이 자기통제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기 때문이다(Jacques & Zelazo, 2005; McClelland et al., 2007; 

Roben, Cole, & Armstrong, 2013; Son & Choi, 2011). 더 나아

가, Vygotsky의 이론을 기초로 유아기 자기통제 향상에 미치

는 혼잣말 사용의 중재효과를 보여준 연구(Diamond, Barnett, 

Thomas, & Munro, 2007)나, 유아기 언어발달이 실행기능 발

달을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Fuhs & Day, 2011)는 모두

가 언어능력이 자기통제의 발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와의 관계가 보고된 언어능력에는 어휘, 문해기술

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수용어휘는 그 

관계가 가장 일관되게 보고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이

해력과 관련되는 수용어휘는 유아기 표현어휘나 읽기와 같은 

다른 언어적 기술 발달의 주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일반 언

어지능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arlson, Moses, & Claxton, 2004; Y. Kim, Hong, 

Kim, Jang, & Lee, 2009; Weiland, Barata, & Yoshikawa, 2014). 이

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일반적 언어능력을 측

정하기 위한 단일 척도로 표준화된 수용어휘 척도가 사용되

곤 하였다(e.g., Carlson et al., 2004; Petersen et al., 2013). 그 예

로 Carlson과 Beck (2009)은 자기통제의 발달에서 내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용어휘로 측정된 언어능력은 어린 아동

이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신과

의 대화(“나는 X를 하고 싶지만, 그러한 충동[X]을 억제하고, 

대신에 Y를 해야 한다.”)를 내면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최근의 종단연구(Hughes, Ensor, Wilson, & Graham, 

2009)에서도 유아기 후반 실행기능 발달을 예측하는 여러 변

인 중에서 수용어휘로 측정된 언어능력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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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고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자기통제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

근 그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와 학령

기 아동 모두에게서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Hughes & 

Ensor, 2011; S. Kim, 2014; Sulik et al., 2015), 특히 어릴 적부터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일수록 자기통제적 결함과 더욱 밀접

히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alkins & Keane, 2009). 자기

통제의 향상은 유아기 발달과업으로, 유아기 후반이 되면 아

동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에 보다 숙달된다. 그

러나 그러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동들은 이후에도 행

동 문제를 지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 예로, Eisenberg 

등(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주의조절력과 행동조절력

이 낮은 아동일수록 이후 학령기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한 외

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의 메타분

석 연구(Chang & Park, 2015; Schoemaker, Mulder, Deković, & 

Matthys, 2013)도 유아기와 학령기 동안 다양한 개념과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된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외현화 문제의 발달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모두 함께 아동의 언어, 자기통

제, 외현화 문제행동이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 나간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성인에 의해 제시되는 사회적 규칙과 그 합리적 이유, 문제해

결 책략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적절한 충동이나 생각,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보다 적응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 영역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

해서는 아동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 자기통제,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일관되

게 보고된 영역들이기 때문이다. 유아기 남아들은 대체로 여

아들보다 평균적으로 언어능력이 낮고(Bornstein, Hahn, & 

Haynes, 2004), 자기통제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 외현화 문제

행동 영역에서도 남아의 성별이 그 발달적 위험을 높이는 주

된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정도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 높은 수

준의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Coie & Dodge, 1998). 

이로 인해 외현화 문제에서 남아가 지니는 발달적 취약성이 

낮은 언어능력에서 비롯되거나(Brownlie et al., 2004), 혹은 낮

은 자기통제 수준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Lonigan 

et al., 2017). 비록 이들 세 영역을 함께 고려한 관계에서의 성

차는 알려진 바가 제한적이지만, 외현화 문제에서 남아의 높

은 취약성이 언어적 지연과 자기통제적 결함 모두에 기인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Hay, 2007).

한편, 학령초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의 성차

가 더욱 뚜렷해지는데, 이는 유아기를 거치면서 외현화 문

제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Keenan & Shaw, 1997).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아동이 학교

규칙의 준수, 교사 지시에 대한 순응, 또래와의 협력, 구조화

된 학습과제 수행 등 새로운 사회적, 학업적 도전에 직면하는 

발달의 주요 전환기다. 이러한 시기에 외현화 문제가 자리 잡

으면, 아동은 많은 발달과업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부적응적 문제가 장기화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Campbell et 

al., 2010). 따라서 학령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을 예방하고 

적응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나 자기통제와 같이 가정이

나 학교에서 조기 중재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기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모두 종합하면, 유아기 언어능력이 어떻게 학령기 외현화 

문제에까지 그 종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통제와 성별을 모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언어와 자기통제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이

론적, 경험적 기반에 근거하면, 초기 언어가 이후 외현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자기통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

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어린 아동의 언어능력은 유아

기 후반에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자기통제의 개인차를 낳을 것

이고, 이러한 자기통제의 개인차는 이후 외현화 문제에서의 

개인차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로는 여아에 비해 외현

화 문제의 발달에서 보다 취약하다고 알려진 남아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에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르는데, 그 이유

는 지금까지 학령기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유아기 변인들을 

살펴봄에 있어 언어와 자기통제를 함께 고려한 연구도 제한적

이지만, 이들 변인 간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Lonigan et al., 2017). 또한, 성차와 

관련해서도 각 변인에서의 성차만 주로 많이 보고되었고, 변

인 간 관계에서의 성차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특히 세 변인

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본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나마 일부 

선행연구에서 이들 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성차를 살펴보

았으나 연구가설에도 불구하고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 등(e.g., 

Campbell et al., 2010) 그 결과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5세에서 7세 사이

에 초기의 언어능력과 자기통제, 그리고 이후의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가 아동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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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기존의 이론과 경험자료를 토대로, 유

아기 언어능력이 자기통제를 매개로 초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경로는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서 보다 취약하다고 알려진 남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지표로

는, 언어능력의 경우 유아기 아동의 일반적 언어능력에 대한 

단일 지표로 종종 사용되는 수용어휘력을, 자기통제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일상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충동

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통제 지표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행동 적응에 대한 가장 

포괄적 지표 중 하나인 전반적(overall) 외현화 문제행동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성별에 따라 5세의 언어능력, 6세의 자기통제, 7세의 외

현화 문제행동 각각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성별에 따라 5세의 언어능력, 6세의 자기통제, 7세의 외

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 성별에 따라 5세 언어능력이 6세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7세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차년도(2013년), 7차년도(2014년),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에 신생아를 출생한 2,150가구를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여, 이

후 매해 아동발달,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모든 연구변인에 응

답한 1,102가구의 자료였다. 6차년도 7차년도 조사에서 아동

은 각각 5세(시기 1)와 6세(시기 2)로 취학 전이었고, 8차년도 

조사에서는 7세(시기 3)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연구대상 남

아는 569명(51.6%), 여아는 533명(48.4%)으로 그 분포가 유사

하였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시기 1을 기준으로 남아 62.59개월

(SD = 1.30), 여아 62.59개월(SD = 1.43)로 거의 동일하였다. 부

모 학력과 가구소득도 남아와 여아에게서 그 분포가 서로 유

사하였다. 남아의 경우 부 학력이 대졸 385명(67.7%), 고졸 141

명(24.8%), 대학원졸 41명(7.2%), 중졸 2명(0.4%) 순으로, 모 

학력이 대졸 388명(68.0%), 고졸 160명(28.1%), 대학원졸 20

명(3.5%), 중졸 1명(0.2%) 순으로 많았다. 여아의 경우도 부 학

력이 대졸 316명(59.3%), 고졸 154명(28.9%), 대학원졸 61명

(11.4%), 중졸 2명(0.4%) 순으로, 모 학력이 대졸 337명(63.2%), 

고졸 160명(30.0%), 대학원졸 32명(6.0%), 중졸 4명(0.8%) 순으

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도 Table 1에 제시되었

듯이, 남아(M = 419.93, SD = 172.68)와 여아(M = 435.79, SD = 

198.14)에게서 서로 유사하였다.

연구도구 

언어능력

5세(시기 1)의 언어능력은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조사에서 표

준화 검사인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Y.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력검사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EVT-R])를 사용

하여 측정되었다. REVT-R은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만 2세 아동부터 16세 이

상 성인의 수용어휘력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외

국의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PPVT-R; Dunn & 

Dunn, 1981)을 기초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그림어휘력검사(Y. 

Kim, Jang, Lim, & Baek, 1995)와 .90이 넘는 높은 상관이 보고되

어 있다. REVT-R (총 185문항)은 아동이 4개의 보기 그림 중에

서 검사자가 들려준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후반으로 갈수록 제시되는 어

휘 난이도가 높아지며, 아동이 연속된 8개 문항 중 6개 이상 틀

리면 검사가 종료된다. 각 문항에서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

점으로 채점된다. 검사의 원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아동의 수용어휘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

6세(시기 2)의 자기통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서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ocial Skills Ratings System 

[K-SSRS]; Suh, 2004)를 패널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거쳐 검토 ·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K-SSRS은 Gresham과 Ell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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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이 미국에서 표준화한 Social Skills Ratings System (SSRS)

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으로,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다. K-SSRS은 부모평정용과 교사평정용이 있는

데, 부모평정 척도(총 32문항)는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

임성의 4개 하위척도로, 교사평정 척도(총 21문항)는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중 

부모평정 자기통제 척도(7문항)와 교사평정 자기통제 척도(7

문항)를 둘 다 사용하였다. 이는 척도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평가되어야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로운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Suh, 2004). Wright와 Beaver (2005)도 

SSRS의 부모평정 자기통제 척도가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의 자

기통제를 측정하는 신뢰로운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는 있으나, 

교사평정 자료에 비해 신뢰도가 다소 낮고, 가정 밖 행동은 포

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을 함

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K-SSRS의 자기통제 

척도는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충동과 감정

을 통제하는지,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지 등을 평가한다. 부모

평정 척도는 가정 및 일상생활 맥락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

며(예: “부모의 지시에 따른다.”), 교사평정 척도는 학교 맥락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다(예: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

의 감정을 조절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평정용이 .80, 교사평정용

이 .84이었다. 단일변인 구성을 위해 두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r = .20, p < .001), 교사평정과 부모평정 점수를 합한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여 자기통제 단일변인을 구성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초등학교 1학년(7세, 시기 3) 외현화 문제행동은 한국아동

패널 8차년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다. CBCL 6-18은 Achenbach와 Rescola (2001)가 개발한 척

도를 Oh와 Kim (201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6-18

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정하는 척도다. CBCL 

6-18 (전체 120문항)은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내재화 문제행

동 척도,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된다. 이중 본 연구

는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척

도(총 35문항)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현

화 문제행동 척도는 그 하위척도인 공격행동 척도와 규칙위

반 척도의 총점으로 계산되므로, 두 하위척도와의 구별을 위

해 전반적(overall)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로도 불린다. 문항 예

로는, “싸움을 많이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
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척도의 원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시기 1의 부 학력, 모 학력, 가구소득 세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들은 선행연구(e.g., Choi, Choi, & Nam, 

2013; Petersen et al., 2013; Sulik et al., 2015)에서 언어, 자기통

제,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

들로, 본 연구의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또 다른 영향

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

는 변인들이다. 부 학력(Mdn = 6 [4년제 대학졸업])과 모 학력

(Mdn = 5 [전문대학졸업])은 둘 다 각각 무학력(1점)부터 대학

원졸업(9점)의 9개 범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가구소득 변인

은 가구 월평균 소득의 합계(단위: 만원)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분석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졌

다. 먼저, 모든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아동 성별에 따

라 제시하고, 주요 변인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연구문

제 1)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의 평균차 검증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 관계와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연구문제 2와 3) 남녀 아동별로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통

계분석에는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Results

성별에 따른 유아기 언어능력 및 자기통제와 
초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의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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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는 아동 성별에 따른 모든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와 함께, 각 변인의 평균에 대한 성차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연구문제 1(성별에 따른 언어능력, 자기통제,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에서의 차이)을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세 변인 각각에서 모두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시기 1에 언어능력 평균(t = -4.06, 

p < .001)과 시기 2에 자기통제 평균(t = -6.63, p < .001)이 모두 

낮았고, 시기 3에는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이 높았다(t = 3.37, p 
< .001). 통제변인에서의 성차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유아기 언어능력 및 자기통제와 
초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2에는 연구문제 2(성별에 따른 언어능력, 자기통제, 외

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와 관련하여 남녀 아동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연구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아들의 경우 언어, 자기통제, 외현

화 문제행동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아들은 시기 1

에 언어능력이 낮을수록, 시기 2에는 자기통제 수준이 낮았고

(r = .19, p < .001) 시기 3에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

(r = -.14, p < .01). 또한, 시기 2에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시

기 3에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r = -.35, p < .001).

다음 여아들의 경우에는 언어능력과 자기통제의 상관과 자

기통제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관만이 유의했다. 즉, 여아들

은 시기 1에 언어능력이 낮을수록 시기 2에 자기통제 수준이 

낮았고(r = .19, p < .001), 시기 2에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ll Variables by Child’s Gender

Variables
Boys (n = 569) Girls (n = 533)

Gender differenceM SD M SD
Time 1
    Paternal education 5.48 1.28 5.57 1.49 ns
    Maternal education 5.25 1.09 5.30 1.26 ns
    Family income 419.93 172.68 435.79 198.14 ns
    Language ability 58.21 9.89 60.48 8.73 Girls > Boys, p < .001
Time 2
    Self-control  16.85 2.19 17.70 2.04 Girls > Boys, p < .001
Time 3
    EXT behavior problems 4.61 4.33 3.74 4.26 Boys > Girls, p < .001
Note. EXT = externalizing; ns = nonsignificant.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s Between All Variables for Boys and Girls

1 2 3 4 5 6
Time 1
    1. Paternal education — .55*** .29*** .11** .08 -.06
    2. Maternal education .52*** — .37*** .14** .15** -.08
    3. Family income .23*** .29*** — .08 .01 -.04
    4. Language ability .17*** .12** .09* — .19*** -.07
Time 2
    5. Self-control .14** .07 .04 .19*** — -.26***
Time 3
    6. EXT behavior problems -.14** -.12** -.02 -.14** -.35*** —

Note. Boys’ n = 569; Girls’ n = 533; EXT = externalizing.
Values below the diagonal reflect boys, whereas values above the diagonal reflect girl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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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3에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r = -26, p < .001). 그

러나 시기 1 언어능력과 시기 3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관은 유

의하지 않았다.

남아와 여아의 결과를 비교하면, 남아들은 모든 주요 변인

의 상관이 유의했으나, 여아들은 언어능력(시기 1)과 외현화 

문제행동(시기 3)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상관만이 유의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어능력과 외현화 문제의 상관은 남아

들에게서만 유의했고 여아들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

기통제와 외현화 문제의 상관도 여아들보다 남아들에게서 좀 

더 강했다. 한편, 언어능력과 자기통제의 상관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는 

아동 성별에 따라 변인의 관계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과 동시에, 이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상관의 기본 조건이 

남아에게서만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유아기 언어능력과 초등학교 1
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
의 매개효과

앞선 상관분석 결과에서 여아의 경우 언어능력과 외현화 문제

행동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한 매

개효과 검증은 주요 변인 간 상관이 모두 유의했던 남아를 대

상으로만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 (1986)

가 제안한 방식에 따른 세 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방식에서는, 1)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2)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3) 예

측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

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인의 추가

로 인해 예측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

하지 않거나(완전매개), 또는 실질적으로 감소해야(부분매개) 

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인인 부 학력, 모 학력, 가구소

득을 제일 먼저 한 블록으로 함께 투입하였는데, 이들 통제변

인의 설명력 합은 회귀분석마다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 ps < .01).

Table 3에 요약되어 있듯이,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 남아의 

언어능력(예측변인, 시기 1)은 외현화 문제행동(종속변인, 시

기 3)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12, p < .01).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 언어능력은 자기통제(매개변인, 시기 2)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β = .18, p < .001). 마지막 세 번째 분석단계

에서, 언어능력과 자기통제를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하자 종속

변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예측력은 매우 유의했으나(β = -.33, 

p < .001), 언어능력의 예측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기통제의 추가로 인해 종속변인에 대한 언어능력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12 ( p < .01, step 1)에서 -.06 (ns, step 3)

으로 크게 줄어들어 그 예측력이 더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 것

이다. 여기서 자기통제는 완전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해석할 

Table 3
Summary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Mediating Role of T2 Self-Control in Predicting T3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1 Language Ability for the Boys

Step Dependent variable Predictors β R2 F
1 EXT behavior problems (T3) Language ability (T1) -.12** .04 5.21***
2 Self-control (T2) Language ability (T1) .18*** .05 7.52***
3 EXT behavior problems (T3) Language ability (T1) -.06 .14 17.77***

Self-control (T2) -.33***
Note. Boys’ n = 569.
Paternal education, matern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t Time 1 were included as covariates in all analyses.
**p < .01. ***p < .001.

Figure 1. Boys’ self-control fu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Paternal 
education, matern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t Time 1 
were controlled for in all analyses.
**p < .01. ***p < .001. 

Self-Control 
T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3 

Language Ability 
T1 

Mediated  = -.06 
(Unmediated  = -.12**) 

 = .18***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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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세 번째 분석단계에서, 통제변인, 언어능력, 자기통제

는 모두 함께 종속변인 변량의 14%를 설명하였다(F (5, 563) = 

17.77, p < .001).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기통제의 완전 매개효

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값이 

-3.72 ( p < .001)로 나타나 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1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아에게 나타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Discussion

이론적으로 어린 아동의 언어능력은 적응적인 행동 발달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통제력의 주요 도구로 간주된다(Barkley, 

1997; Fernyhough,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안과 기존의 경

험자료를 토대로 유아기의 언어능력이 자기통제를 매개로 초

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에 그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경로에서 아동

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 순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유아기의 언어능력 및 자기통제와 

초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본 결과는 이들 세 영역 모두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아들은 대체로 여아들에 비해 5세에 

언어능력이 낮았고, 6세에는 자기통제 수준도 낮았으며, 초등

학교 1학년인 7세에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유아기 언어능력에서의 성차(e.g., Bornstein et al., 2004)와 자

기통제력에서의 성차(e.g., Else-Quest et al., 2006), 그리고 학령

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의 성차(e.g.,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Seo, 2011)와 모두 일치하는 결과다.

연구문제 2 즉, 유아기 언어능력과 자기통제, 그리고 초등

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가 남아와 여

아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성별에 따

라 그 관계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아들에

게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5세의 언어

능력 및 6세의 자기통제 각각이 지니는 상관의 정도는 여아들

에게서 나타난 상관보다 모두 더 강했다. 특히 언어능력과 외

현화 문제행동의 상관은 오직 남아들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언어와 학령기 외현화 문제

의 종단적 관계에서 보고되었던 성차(e.g., Baker & Cantwell, 

1982; Brownlie et al., 2004; Petersen et al., 2013)나, 유아기 자기

통제와 학령기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보고되었던 성차(e.g., 

Lonigan et al., 2017)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에 따라, 마지막 연구문제 3에 대해

서는 남아들만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모든 검증단계에서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

제한 후에도, 5세 언어능력과 7세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6세 자기통제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남

아들의 학령초기 외현화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 유아기 언어능

력은 자기통제를 통해서만 그 종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언어와 이후 행동 문제의 

관계가 자기통제 발달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기존의 제안

(Barkley, 1997; Fernyhough, 2010)은 이 시기 남아들을 대상으

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된 매개모형에서 나타난 성차와 관련해서는 이들 세 

변인과 성별을 함께 고려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데다가 연구

에 사용된 척도도 서로 달라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Campbell 등(2010)의 

연구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언어 및 자기통제 둘 다 외현화 문

제에 대한 예측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Campbell 등의 연구가 매개효과를 가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변인 관계에서 성차를 가정했음에도 성차가 검증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용된 언어 척도(표

현언어와 언어이해력의 총합)나 자기통제 척도(만족지연 과

제수행)가 남녀 아동 모두에게 그 종단적 관계를 포착하기에 

적절치 않았을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비

교적 뚜렷이 나타난 성차가 Campbell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연구자들의 논의처럼 척도나 지표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비교보다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의 

해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들에게 있어 언어, 자기통제,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마다 대체로 일관된 성차가 보고되어왔

고, 보다 최근에는 외현화 문제에 대한 언어 또는 자기통제 각

각의 관계에서도 그 부적 관계의 정도가 대체로 남아에게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 Bongers et al., 2003; Brownlie 

et al., 2004). 이러한 일관된 성차 패턴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Hay (2007)의 주장처럼,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에서 남아가 지니는 취약성이 남아의 또 다른 내

적 취약성인, 언어적 지연과 자기통제력 부족 모두로부터 비

롯된다고 가정할만한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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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정된 종단적 매개모형이 남아에게만 

유의하고 여아에게서는 검증되지 못한 것은 여아의 경우 검증

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언어능력(예측변인)과 외현화 문제행

동(종속변인)의 관계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Brownlie 등(2004)의 종단연구에서 오직 남아들의 경우에만 5

세의 언어적 결함이 이후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고

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록 그 정도가 남아

보다 약할지라도 여아에게서도 매개효과를 기대할 만한 근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은 연구대

상 아동들의 연령시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시기적으

로 5세와 7세는 각각 언어능력과 외현화 문제에서 성차가 크

게 두드러지는 시기인 데다가,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2년이라

는 시간적 거리도 다른 변인에 비해 멀었기 때문에 그 종단적 

관계가 포착되기 더욱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관

련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후속연구에서 실증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남아들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대해 유아기 언어적 지연이 미치는 종단적 영향이 

자기통제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는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

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남아들은 대체로 여아들

에 비해 유아기에 언어능력과 자기통제 수준이 모두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높았다. 이에 따라 

유아기 언어능력과 자기통제가 각각 이후의 외현화 문제와 부

적으로 관계되는 정도도 남아들에게서 현저히 강했고, 결과적

으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도 남아들에게서만 검증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언어적 지연이 이후의 

자기통제 발달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

킬 것이라는 가정은 남아들에게서 보다 확고히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지니는 의의는 첫째, 학령전환기 외현화 문

제행동에 대한 유아기 언어능력의 종단적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국규모의 패널 자료를 통해 그동안 주로 간접적으로 

추론되었던 자기통제의 잠재적 매개역할(e.g., Barkley, 1997; 

Petersen et al., 2013)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 언어, 자기통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발달경로가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에게서 현저히 강

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경험자료를 확장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유아기 아동들에게 언어와 자기통제 모두를 목표로 하

는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중재가 남아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부터 나

타나는 문제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비행, 학업실패, 반사

회적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발달결과를 야기할 위험

성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Broidy et al., 2003; Campbell, 2002).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아동기 특히, 유아기는 언어와 자기통제

의 발달이 모두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환경 자극의 영향

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능성도 크다고 알려져 있

다(Blair & Diamond, 2008). 최근에 유아기 아동들의 언어능력

과 자기통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중재나 훈련이 단기

적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사실(Blair & 

Raver, 2014; Diamond et al., 2007)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변인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주로 단일 척도로 구성된 변인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지

닌다. 비록 이들 척도가 선행연구를 참고한 것이지만, 단일 척

도만으로 각 변인이 지니는 모든 측면을 포착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언어와 자기통제는 둘 다 광범위한 변인이므로, 후속연

구에서 각 변인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종합적

인 척도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의 경우, 이

론적으로 자기통제적 기능을 지닌다고 가정되는 아동의 내적 

언어는 수용언어뿐 아니라 표현언어와도 관련된다(e.g., Fuhs 

& Day, 2011).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언어의 어

느 측면이 자기통제와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종단분석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자료만 고려했기에 변인 

관계의 방향성이나 변화량에 대한 결론은 명확지 못하다는 한

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설계를 통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더욱 풍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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