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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에 따른 또래유능성: 잠재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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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file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using the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er competence among 
profiles group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76 children, ages 3 through 5, in four kindergarten classes and five 
daycare centers in Busan, and their teachers.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applied a latent profile 
analysis, to derive latent profile groups, and a three-step approach,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er competence among profile groups.          
Results: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were found in five profile groups; Middle 
aggression/Low social withdrawal (25.1%), Low aggression/Unsociability dominated (5.7%), Middle 
aggression/Middle social withdrawal (44.7%), Low aggression/High shyness and unsociability (11.4%), 
and High aggression/High social withdrawal (13.1%).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eer 
competence (sociality, prosocial behavior, and leadership) in five profile group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ogram to help those children who show 
maladaptive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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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

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중

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이러한 관

계 형성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Coplan, Ooi, Rose-Krasnor, 

& Nocita, 2014; J. H. Kim, 2010; Ladd & Burgess, 1999; Yoon & 

Kim, 2011). 유아기 문제행동은 크게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

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유

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외부로 표출되어 공격성,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행동화로 나타나며, 유아기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여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위축된 행동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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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기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K. 

S. Lee, Shin, Chun, & Park, 2004)의 발달과정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Coplan, Ooi, Xiao, & Rose-Krasnor, 2018; Crick, 1997; 

Crick & Grotpeter, 1995; Ko & Sung, 2019)은 그 원인을 규명하

고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문제행동의 하위유형에 관

심을 가져왔다.

공격성은 넓은 범주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며, 일

반적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Crick 

& Grotpeter, 1995). 신체적 공격성은 밀기,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이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특정 유아에 대한 나쁜 소문내기와 같은 행동

으로 또래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방해하여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Crick, 1997).

공격성과 대조적으로 사회적 위축은 넓은 범주에서 내재

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개입하지 않거

나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유아의 사회적 위축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단순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적 참여에 대한 내면적 동기인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라 갈등

적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로 구분된다(Coplan et 

al., 2018). 갈등적 수줍음은 또래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접근 

동기와 또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가 모두 높아 내적

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유형의 유아는 또래 주변을 맴

돌거나 놀이를 구경하는 등 억제된 행동과 낮은 사회적 상호

작용 행동을 보인다. 사회적 무관심은 접근 동기가 낮아 또래

와 상호작용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래와 상호작

용하는 것보다 장난감과 같은 사물에 더 흥미를 보인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회피는 접근 동기가 낮은 반면 회피 동기가 높

아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이 특징이다.

한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분명 다른 문제행동 범주 

안에 있지만, 유아가 나타내는 문제행동들이 정확하게 하나

의 문제행동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Keile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J. R. Lee, Kim, Yi, Song, & Kim, 2017; 

Lilienfeld, 2003).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

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높은 관련성이 있어 함

께 나타나기도 한다(M. S. Kim, Ha, & Oh, 2014). 4, 5, 6세 유

아의 문제행동 프로파일을 분석한 연구에서 외현화와 내재

화 문제행동이 낮은 ‘문제없는’집단,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행

동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일반’집단, 외현화 문제행동이 연령

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임상수준을 넘어선 

‘위험’집단을 확인하였다(J. R. Lee et al., 2017). 이는 유아의 문

제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문제행동을 줄

이기 위한 개입과 방안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아 개인마다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에서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한 

결과, 공격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은 집단, 사회

적 위축 수준이 높고 공격성 수준이 낮은 집단, 공격성과 사회

적 위축 수준이 둘 다 높은 집단,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둘 다 낮은 집단이 확인되었다(Farmer, 2000; Ladd & Burgess, 

1999; Ledingham & Schwartzman, 1984). 즉,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여러 집

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의 하위 유형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

축은 유아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기존 연구

에서 유아 개개인은 신체적 · 관계적 공격성 수준에 따라 네 가

지 잠재집단 즉,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둘 다 높은 집단,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둘 다 낮은 일반 집단 중 한 집

단에 분류되었다(Crick, 1997; Shin, 2008). 또한, 개별 유아는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 유형인 갈등적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잠재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

라 다양한 잠재집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 중심적(person-oriented) 접근 방법

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하여 유아

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변수 중심적

(variable-oriented) 접근 방법으로 임의의 점수를 기준으로 특

정 집단에 속하는 유아의 특성을 비교하고 차이를 검증하는 

결정론적 관점으로 개별 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문제행동 특성

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기준 점수를 통해 분

류된 집단에 속한 유아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임의의 기준 점수로 분류되어 한 집단에 속

한 모든 유아들의 특성은 과연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과 달

리 모집단 내 이질성을 허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관심 기울이

는 사람 중심적(person-oriented) 접근 방법으로 모집단 내 하

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유용하다(Bergman & Magnu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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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유형을 추정함으로

써 각 유형 간의 이질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이 또래

유능성에서 어떤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

하는 능력을 또래유능성이라 한다(J. Park & Rhee, 2001). 또래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에게 잘 수용되며 심리적으로 건강

하고 적응을 잘하는 반면(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 또래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고립

되기 쉬우며(S. Y. Kim & Jung, 2001),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필

요한 능력이다.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능력인 또래유능성

은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 Y. Park, Kang, & Kwon, 2010; Shin, 2009; Yoon & Kim, 

2011). 관계 맺기에 있어 부적절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공격성 

행동은 또래거부와 낮은 또래유능성과 관련이 있다(J. Y. Park 

et al., 2010).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또래유능성과

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낮은 친사회성과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다(Ladd, Price, & 

Hart, 1990).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는 신체적 공격성 

유아들처럼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지만(Crick & Grotpeter, 

1995) 친사회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Shin, 2008; Yoon & Kim, 2011). 이는 관계적 공격 성향을 보

이는 유아들이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사회적 지능 수준이 높

다는 것과(Björkqvist, Österman, & Kaukianen, 1992), 언어적 기

술뿐만 아니라 사회인지적 기술이 관계적 공격성 전략의 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Crick, 1997). 이처럼 

유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또래유능성의 차이

를 통해 문제행동 잠재집단유형에 따라서 또래유능성에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유아는 사회적 불안과 함께 자신의 사회적 기

술이 부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Younger & Daniels, 

1992), 실제로도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사회적 문제 해결

에 있어 부적응적인 정보처리 양식을 보인다(Rubin, Daniel-

Beirness, & Bream, 1984).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는 교

육기관에서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

며(Rubin, Coplan, & Bowker, 2009), 낮은 친사회성과도 관련

됨이 보고되고 있다(Shin, 2009).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교육기관의 부적응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Coplan et al., 2018; Coplan & Weeks, 2009), 친사회성과 정적인 

상관을, 또래거절 및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Farmer, 2000; J. H. Kim, 

2010; Ladd & Burgess, 1999).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의 이유

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라 또래유능성에서 차이가 나

타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별 또래관계와 적응과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접근 동기와 높은 회피 동기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갈등적 

수줍음을 보이는 유아와 낮은 접근 동기와 높은 회피 동기를 

가진 사회적 회피 유아는 또래문제와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보였지만, 낮은 접근 동기를 가진 사회적 무관심 유아

는 또래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Coplan 

et al., 2018). 또한 사회적 무관심 유아는 또래거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arrist, Zaia, 

Bates, Dodge, & Pettit, 1997).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유형별 접근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모두 높은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격성 수준

이 높은 집단,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집단과 비교하여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 모두 높은 집단은 또래수용이 낮고 상

호작용하는 친구의 수가 적었으며, 높은 외로움과 낮은 사회

적 만족감을 나타냈다(Ladd & Burgess, 1999). 즉, 유아의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에 따라 또래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또래유능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

축의 잠재집단유형에 따른 또래유능성 차이를 규명하여 각 잠

재집단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첫째,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 확인 및 각 잠재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둘

째, 잠재집단에 따라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해 및 이들 유형과 또래유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유아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유형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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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유형에 따라 또래유

능성은 차이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 4개 구에 소재한 5개 어린이집과 4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 376명과 그들의 담

임교사 26명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남아 190명

(50.5%), 여아 186명(49.5%)이며, 3세 172명(45.7%), 4세 113

명(30.1%), 5세 91명(24.2%)으로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Boy 190 (50.5)

Girl 186 (49.5)
Age 3 172 (45.7)

4 113 (30.1)
5 91 (24.2)

Note. N = 376.

연구도구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 (1997) 및 Crick과 

Grotpeter (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보고용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예: “다

른 유아로부터 놀이감을 빼앗는다.”)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

정하는 6문항(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놀이집단

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로 협박한다.”)으로 총 11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1점]~매우 그렇다[5점])이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소 유아

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기초하여 공격성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 구성과 하위요인별 신뢰계수 

(Cronbach’s α)는 신체적 공격성이 .81, 관계적 공격성이 92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등(2018)이 개발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3 (CSPS-3)를 Ko와 Sung (2019)이 유아교

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위축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기 위해 수

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SPS-3는 갈등적 수줍음 요인 

7문항(예: “아이는 다른 친구가 먼저 놀이를 제안하더라도 수

줍음 때문에 함께 놀기 어려워할 것이다.”), 사회적 무관심 요

인 4문항(예: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

히 노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적 회피 4문항(예: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한다.”)으로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 5, 12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

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 구성

과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갈등적 수줍음이 

.89, 사회적 무관심이 .72, 사회적 회피는 .87로 나타났다.

또래유능성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J. Park과 Rhee (2001)가 개발

한 교사 보고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5문항

(예: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친사회성 5문항(예: “어

려움에 처한 아이를 잘 도와준다.”), 주도성 5문항(예: “다른 아

이들이 따라 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한다.”)으로 구성되었

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유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 구성과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사교성이 .93, 친사회

성 이 .89, 주도성이 .90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부산시 4개 구에 소재한 5개 어린이집과 4개 유치

원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유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또래유능성 및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2018

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8일 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388부

였으며, 이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 12부를 제외한 

37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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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Mplus 8 (Muthén & Muthén, 20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인 만 3-5세 유아의 인구학

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

다. 둘째, 유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

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

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에 따라 또래유능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3단계 접근방법(three-step approach)을 실시하였다.

Results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유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또래유능성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갈등적 수줍음, 사회

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와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의 공격성의 하위유형별 평균은 신체적 공격성 

2.36점, 관계적 공격성 2.40점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는 5

점 척도로 유아들의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별 평균은 사회적 무관심 2.35점, 갈등적 수줍음 2.12

점, 사회적 회피 1.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척

도는 5점 척도로 유아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갈등적 수줍음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사회적 회피는 중간보다 낮은 정도의 수

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하위유형

별 평균은 사교성 3.33점, 주도성 3.33점, 친사회성 3.25점 순

으로 나타났다. 또래유능성 척도는 5점 척도로 유아들의 사교

성, 친사회성, 주도성은 중간보다 높은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분석 결과, 신체적 공격성은 갈등적 수줍음(r = .12, p < 

.05)과 사회적 회피(r = .29,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지만 사회적 무관심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회피(r = .28,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갈등적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과는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유능성의 모든 하위유형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교성(r = -.38, p < .01), 

친사회성(r = -.52, p < .01), 주도성(r = -.11, p < .05)에서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교성(r = -17, p < 

.01)과 친사회성(r = -.32,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

였지만 주도성(r = .10, p < .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

타냈다.

사회적 위축의 모든 하위유형은 또래유능성과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s = -.58~-.15, all ps < .05).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Physical aggression —

2. Relational aggression .67** —

3. Conflicted shyness .12* .06 —

4. Social disinterest .02 -.04 .70** —

5. Social avoidance .29** .28** .80** .63** —

6. Sociability -.38** -.17** -.45** -.39** -.35** —

7. Prosocial behavior -.52** -.32** -.22** -.15** -.22** .78** —

8. Leadership -.11* .10* -.58** -.48** -.37** .77** .63** —

M 2.36 2.40 2.12 2.35 1.91 3.33 3.25 3.33
SD .79 .88 .68 .66 .65 .73 .70 .74
Note. N = 376.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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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유형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잠재프로파일 수를 분류하기 위해 모형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AIC와 BIC 값이 작아지므

로 6개 모두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Entropy는 0.8 이상이

고 1과 가까울 때 적절한 모형이므로 6개 모두 적절한 모형이

지만, 잠재프로파일 수가 5개일 때 Entropy가 가장 1에 가깝고 

LMRLRTT p값은 .055, BLMR p값은 .000이므로 5개일 때 좋

은 모형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론적 해석 가능성과 간명성

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가 5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

으로 결정하였다.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5개 집단 프로파일은 Figure 1과 같다.

각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평균 수준 공격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으로 ‘중간 공격

성/낮은 사회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

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중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낮은 공

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프

로파일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 평균 수준이므로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잠재프로

파일은 공격성 수준이 낮고 갈등적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높게 나타나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

심’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공격성과 사

Table 3
Information Criteria and Model Fit Indices for 2 to 6 Latent Profiles

LMRRLRTT
(p -value)

BLMR
(p -value)No. of profiles AIC BIC Entropy

2 3778.88 3841.75 0.81 0.00 0.00
3 3492.28 3578.73 0.89 0.00 0.00
4 3367.00 3477.03 0.91 0.03 0.00
5 3297.17 3430.77 0.92 0.06 0.00
6 3258.30 3475.49 0.89 0.50 0.00

 

Figure 1. Characteristics of latent profiles on the indicator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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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위축 모두 평균 이상 수준이므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

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형에 
따른 또래유능성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집단들이 또래유능성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접근방법

(three-step approach)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단계 접근 결과, 모든 잠재집단은 또래유능성의 사교성(χ2 

= 72.628, p < .001), 친사회성(χ2 = 36.265, p < .001)과 주도성(χ2 

= 120.126, p <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

으로, 사교성은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과 중

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이 그 다음으로 낮은 공격성/

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심 집단과 높은 공격성/높

은 사회적 위축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은 낮은 공격

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

축 집단과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주도성은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이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과 낮은 공격성/높은 수줍

음·무관심 집단보다 높았으며,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

음·사회적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기 문제행동

에 있어 유아 개인 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유형 확인 및 잠재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각 잠재집단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서 어떤 차별적

인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기 공

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한 결과, 통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에서 다섯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가장 적합하였다. 공격성

과 사회적 위축에 따른 각각의 잠재프로파일은 중간 공격성/

낮은 사회적 위축(25.1%),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5.7%),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44.7%), 낮은 공격성/

높은 갈등적 수줍음·사회적 무관심(11.4%),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13.1%)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에 따라 네 개

의 잠재집단을 나누었던 기존 연구결과(Farmer, 2000; Ladd & 

Burgess, 1999; Ledingham & Schwartzman, 1984)와 다소 상이

한 양상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여 유아 개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이질

성을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

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개개인마다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유아 개개인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수준에 따라 개

입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Table 4
Peer Competence by Latent Profile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lass 1.
Middle 

aggression
/low social 
withdrawal

(n = 94)

Class 2.
Low aggression
/unsociability 

dominated
(n = 22)

Class 3.
Middle 

aggression
/middle social 

withdrawal
(n = 168)

Class 4.
Low aggression
/high shyness . 
unsociability

(n = 43)

Class 5.
High aggression

/high social 
withdrawal

(n = 49)

M (SD) M (SD) M (SD) M (SD) M (SD) χ2 Scheffé

Sociality 3.80 (.08) 3.43 (.16) 3.26 (.05) 2.93 (.10) 2.99 (.08) 72.63*** 1 > 2,3 > 5,4

Prosocial behavior 3.44 (.09) 3.81 (.13) 3.15 (.53) 3.20 (.14) 3.04 (.06) 36.27*** 2 > 1,4,3,5    
1 > 3,5

Leadership 3.89 (.08) 3.04 (.19) 3.34 (.05) 2.51 (.11) 3.01 (.12) 120.13*** 1 > 3 > 5 > 4   
3 = 2, 5 = 2

Note. N = 376. 1 = class 1; 2 = class 2; 3 = class 3; 4 = class 4; 5 = class 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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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유아가 속해있는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공격

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

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

러한 상황에서 유아에게 문제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의 한 학급 내 약 40%의 유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에 1회 이상 문제행동을 보이며, 약 10% 

정도의 유아는 하루 6회 이상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

다(Willoughby, Kupersmidt, & Bryant, 2001). 일반적으로 유아

기 동안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S. Kim, 2018; K. S. Lee et al., 2004). 이는 유아의 사

회인지능력,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이 발

달함에 따라 문제행동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Hill, Degnan, 

Calkins, & Keane, 2006; Olson, Choe, & Sameroff, 2017), 본 연

구에서 확인된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과 중간 공

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유아기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신체적 공격성, 관계

적 공격성, 갈등적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가 모

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Keiley et al., 2003; J. R. Lee et 

al., 2017; Lilienfeld, 2003)를 지지하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이 함께 나타난 선행연구(Farmer, 2000; Ladd & Burgurse, 1990; 

Ledingham & Schwartzman, 1984)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를 함께 보이는 유

아, 그리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함께 보이는 유아는 다른 

유아들과 비교하여 또래관계와 기관적응에 있어 부적응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Ladd & Burgess, 1999; J. R. Lee et al., 

2017). 이를 바탕으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

은 다섯 개의 잠재집단 중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사

회적 회피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회피가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Asendorpf, 1990; Coplan 

et al.,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사회적 회피로 설명할 수 있

다. 사회적 회피는 수줍은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동안 느

껴지는 두려움과 사회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 너무 강해져 사

회적 접근 동기가 점차 사라지고(Schmidt & Fox, 1999), 부정

적인 또래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회피 동기가 강해진 것으로

(Coplan et al., 2014) 극단적인 수줍음의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회피 유아는 갈등적 수줍음 유아나 사회적 무

관심 유아보다 복잡한 내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실제로 사회적 

회피 유아가 여러 내재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Coplan et al., 

2018). 따라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에 속하는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 집단유형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

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회

피 유아 및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함께 보이는 유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사회적 회

피 및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함께 나타나는 유아를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

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 유아의 적응을 도모함

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잠재프로파일은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위축 유형(갈등적 수줍음, 사

회적 무관심, 사회적 위축)에 따라 그 프로파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특징을 가진 잠재집단으로 낮은 공격

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과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

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사회적 위축에서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유아는 표면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 결과처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유형들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사회

적 위축 유아의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프로파일에서 공

격성 수준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

성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

적 공격성 수준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 집단, 관계적 공격성 집

단, 신체적·관계적 공격성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와 상이

한 결과이다(Shin,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공격성은 

3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며(Crick, 1997), 여아에게서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Crick & Grotpeter, 1995). 그러나 남

아, 여아 모두 관계적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또래가 화나게 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보고가 있다(Goldstein, Tisak, & Boxer, 2002). 즉 화가 나는 

상황에서 표현이 미숙한 유아들은 신체적 공격성 만큼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와 상호작용과정에서 친구에게 소외감을 느끼도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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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고 자신의 공격행동을 정당화하여 주변 사람들이 수

용할 수 있게 하는 행동으로 언어능력, 사회적 이해 및 기술과 

같은 사회적 능력 그리고 마음이론과 관련 있다고 보고된다

(Crick, 1997; Shin, 2008; 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본 연구는 4세와 5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언어능

력, 사회적 능력과 마음이론 발달이 초기단계인 3세가 포함되

어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또래유능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교성은 중간 공격성/

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낮은 공격성/

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과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과 낮

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

타났다. 친사회성은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

이 가장 높고,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중간 공

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과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도성은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가장 높고,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이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과 낮

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보다 높았

으며 낮은 공격성/높은 수줍음·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사교성은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

관심 집단과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적 수줍음 유아와 사회적 회피 유

아가 또래문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Coplan et al., 2018)와 공

격성과 위축을 함께 보이는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

는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Ladd & Burgess, 1999). 

사교성은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

심 유아는 내면에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갈등하여 또래

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낮은 사교성을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줍은 아동을 돕기 위해 Brophy 

(1996)는 또래 개입과 교사 개입을 제안하였다. 또래 개입의 

경우 수줍은 아동을 위해 연령을 교차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

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내면적 갈등으로 또래에게 다가가

기가 어려운 갈등적 수줍음 유아에 또래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수줍은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과 기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사회적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줍음 유아를 친근한 친

구들 사이에 앉히거나, 수줍은 유아의 작은 스트레스나 난처

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수줍은 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사회적 회피의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낮은 접근 동기와 높은 회피 동기로 또

래와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특징 때문에 사교성이 낮

은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은 또

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그 내면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이 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

회적 회피의 특징을 가진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

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친사회성은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무관심 유아가 또래 문

제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회적 위축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유

능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두려움이 없다는 선행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Asendorpf, 1990; Coplan et al., 2004; Coplan et al., 

2018; Harrist et al., 1997). 사회적 무관심 유아는 낮은 접근 동

기로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이 적고 또래보다는 장난감과 같은 

사물에 더 흥미를 보이지만, 낮은 회피 동기로 다른 유아와 상

호작용할 때 불편해하지 않는다(Asendorpf, 1990). 사회적 무관

심 유아는 갈등적 수줍음 유아와 사회적 회피 유아 보다 부적

응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교적 낮은 사

회적 접근 동기로 인해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

나 또래 사이에서 덜 호감 가는 특징이 될 때 또래 거절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Coplan, Rose-Krasnor, Weeks, Kingsbury, & 

Bullock, 2013; Harrist et al., 1997)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도성의 경우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사

회적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갈등적 수줍음 유아가 불안과 또래 사이에서 고립

이 높고 사회적 기술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Harrist et al., 1997).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다섯 개

의 잠재집단유형이 공격성 수준에 따라 주도성에서 차이가 나

타난 것이다.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과 중간 공격성/낮

은 사회적 위축 집단보다 주도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은 사교성이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

과 차이가 없었으며 친사회성은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지만, 주도성에선 중간 공격성/낮은 사회적 위축 집단

보다 낮고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과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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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갈등적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Asendorpf, 1990)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공격성이 낮은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

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과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

형 집단이 낮은 주도성 수준을 보인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

된 유아들이 또래와 어울려 지내는 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보다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자

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에 속하는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을 돕기 위해서 주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잠재집단유형별 교육

기관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잠재집단유

형을 확인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다양한 문제

행동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의 기관 적응을 위한 개입과 

중재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기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 공격성/중간 사회적 위축 집단과 중간 공격성/낮은 사

회적 위축 집단은 대부분의 유아가 속한 집단으로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아기에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등의 발

달이 미숙한 결과(Hill et al., 2006; Olson et al., 2017)로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은 낮은 공격성/높

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심 집단과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보다 사교성이 높고 다섯 집단 중 친사회성

이 가장 높아 공격성과 사회적 회적 위축이 높은 높은 공격성/

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과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심 집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완만하게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 유아는 또래보다 장난감과 같은 사물에 더 흥미

를 보일 수 있어 비교적 적은 양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Asendorpf, 1990). 유아기는 타인과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

을 습득하는 시기로, 이 시기 타인과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이

후 건강한 관계 발달에 필수적이다(Asher & Coie, 1990). 따라

서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형 집단 유아들에게 또래 

및 다양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낮은 주도성을 보인 낮은 공격성/사회적 무관심 우세

형 집단과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줍음 · 사회적 무관심 집

단 유아들이 자신의 의견 또는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

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낮은 공격성/높은 갈등적 수

줍음·사회적 무관심 집단 유아는 사회적 참여에 대한 내면적 

갈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교

사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우선 그들의 내면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높은 공격성/높은 사회적 위축 집단 유아는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으로 인해 회피 동기가 높아진 것이므로, 주 양육

자나 교사와 같은 안정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이를 토대로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

형을 단일 시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재집단유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 걸쳐 측정된 종단자

료로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달과정을 규명하고 이후 교육기관 적응

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위축 척도는 국외에서 개

발되어 타당화가 이루어진 척도로 국내 초기 적용단계이다.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지 타당화를 거쳐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또래유능성의 각 하위요인간 상

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보고에 의해서만 측정되어 

유아의 행동들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잠재집단유

형 따른 또래유능성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을 파악하

여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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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

석을 활용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집단의 특성과 또래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

에 유아 개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고

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적절한 개입과 방안을 제안한 것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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