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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이영애†

정현희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또래·학교요인, 부모 감독의 부모요인, 성별의 개인적
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 자료 중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
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
소년들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최초 측정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수준은 개
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 있어서도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
른 결과를 나타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 학교
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었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이었으며, 학교적응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었고, 변화율에 대해서는 이들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종단적 변화양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
였다.
＊ 주요어 :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 또래애착,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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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다른 발단 단계에 비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행동을 나타내기가
더 쉽고, 이런 문제는 때로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이어져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각성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내
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는 내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인 행
위를 포함하는 비행 행동과 같은 외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Achenbach와 Rescorla(2001)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경험적 접근에 의해 내재화

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하였다. 경험적 접근은 임상적 분류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서로
관련된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 접근에 기초하여 내재화 문
제는 과잉통제 혹은 불안, 우울, 위축 및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외현화 문제는 과소통제
혹은 공격성 및 파괴적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적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Barber, 1992; Cantwell &
Baker, 1991), 외현적 공격행동은 집단에서 따돌림이나 배척의 원인(Kupersmidt, Coie &
Dodge, 1990)이 되는 행동으로 청소년기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문제로 제기되었다(오

영경, 이형실, 2010).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연구 경향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별로 상이한 연령 집단
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Millings, Buck, Montgomery, Spears, & Stallard, 2012; 강경훈, 최수미, 2013;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김동일, 최수미, 홍상두, 2007;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김
은이, 오경자, 2014; 박선영, 도현심, 김민정, 2010;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오영경, 이형
실, 2010; 윤혜미, 박병금, 2005; 정연옥, 2010; 조미정, 김민주, 2014). 이들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특정 발달단계 혹은 연령의 한 시점에서 측정하여 비교하는 횡단 연
구방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최근 들어 위계적 선형모형, 혼합모형 그리고 잠재성장모형이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
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추이를 탐색하는 종단 연구를 통
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특히, 잠재성장모형은 여러 영역에서의 초기치와 변화율뿐만 아니라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변화의 발달궤적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Ashman, Dawson,
& Panagiotides, 2008; Gilliom & Shaw, 2004; Lansford et al., 2006; Sterba, Prinstein & Cox,
2007). 5세에서 17세까지 3년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한 Leve, Kim과 Pears(2005)의 연구에 의하면 5세에서 17세까지
모 평가에 의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변화에 따라 여자에게서만 증가하였고, 외현화 문제
는 남녀 모두 감소하였다. Keily, Bates, Dodge와 Pettit(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 평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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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여자 아동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고, 2세에서 6세의 외
현화 문제는 남녀 아동 모두 점차 감소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제
시하였다(Gilliom & Shaw, 2004). Deater-Deckard, Dodge, Bates와 Pettit(1998)는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 부모
양육, 그리고 또래집단경험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영역은 외현화 문제행동 예측
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 영역을 성별, 기질의 개인적 요인, 사
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및 인종의 사회문화적 요인, 강압적 양육태도의 부모요인, 그리고
또래거부와 무시의 또래요인으로 구분하여,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부모와 교사 평가에
의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검증하였다(Keily et al., 2000; Keil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국내 종단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재화 문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고하였고(좌현숙, 2010), 초등
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며(강지현, 2014; 이주리, 2008),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내재화
문제(좌현숙, 오승환, 2011),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강
지현, 2014),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주리,
2008)은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조정아, 2009)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는 남자 집단보
다 여자 집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민원홍, 이봉주, 2015; 이은주, 2010; 좌현
숙,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체계학적
접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 기초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내적 요인(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 등), 또래 및
학교 요인(또래거부, 또래애착, 학교소속감, 학교적응 등), 가족 및 부모요인(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등) 그리고 지역사회요인(지역사회 감독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예측요인
들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성별 또는 발달단계 그리고
측정방법 및 예측변인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궤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청소년 중기에 해당
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 않았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되는 개
인적 요인 중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강지현, 2014; 이주영, 오경자, 2011; 이
현지 외, 2005; 조미정, 김민주, 2014). 이현지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12세에서 17세 남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K-CBCL과 K-YSR 점수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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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외현화 문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
타내어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Tambelli, Laghi, Odorisio와 Notari(2012)는 11세에서 19세의
이탈리아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
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중기 청소년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는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었고, 여자는 내재화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어 일관
된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다(Leve et al., 2005; Keily et al., 2003).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대
상자의 연령, 집단의 분류, 측정도구의 평가자, 측정시기와 관심변인의 선정에 따라 성별 차
이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
나로 또래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또래거부와 무시를 제시하였다(Reitz, Dekovic', Meijer, &
Engels, 2006; Keily et al., 2003). 또래거부를 겪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었고(Laird, Jordan, Dodge, Pettit, & Bates, 2001),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
를 동시에 나타내는 아동의 집단과 좋지 못한 또래관계는 관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위축을 나타내었다(Panak & Garber, 1992; Wright, Zakriski, & Drinkwater, 1999). 이와 더불
어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최정아, 2012), 중학교 2학년의 비행또래 수(오영경, 오형실, 2010), 초
등학생의 또래관계(강지현, 2014)와 비행또래(이주리, 2008) 그리고 11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또래애착(Tambelli et al., 2012)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 관련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오승환(200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희은, 문수백, 2011; 한신애, 문수백, 2011). 학교소속감과 우울은 부
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교소속감과 우울의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유형에 의해 감
소되었고 또래애착 유형을 우울의 예측인자로 보고하였다(Millings et al., 2012). 이들 선행연
구들에 의하면, 학교적응과 또래애착의 또래 및 학교요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이들 변인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
교 1학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 않아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발달궤적의 예측인자로 부모 및 가족요인을 검토한 연
구들에 의하면(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강압적 부모양육은 5세에서 17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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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재화와 외현화 발달궤적의 예측인자로써 17세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Leve et al., 2005), 2세에서 6세의 남녀 아동에 대한 모의 부정적 행동통제
는 시간경과에 따라 높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Gilliom & Shaw, 2004). Galambos 외(2003)의 연구는 부모들의 확고한 행동통제가 일탈된
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높은 발달궤적을 멈추게 하고, 내재화 문제의 초기
치는 낮은 행동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부모의 청소년과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양육은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 또래 영향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Hoffman, Welte,
Farrell, & Dintcheff, 2006). 한편,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통해(이은주,
2010; Albrecht et al., 200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부모와

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고 강압적이거나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
동 및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정
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조미정, 김민주, 2014; 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Galambos et al., 2003;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Leve et al., 2005; Owens &
Shaw, 2003; Tambelli et al., 2012). 또한 부모의 감독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

는지 또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 있는 양육행동으로
써 부모의 감독이 부족할 때 청소년은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성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 등
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고(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청소년기
6년에 걸친 비행행동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et al., 2006). 청

소년 문제행동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관계를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검증한 Duncan,
Duncan과 Strycker(2000)의 연구에서 일탈친구, 연령,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족지지

가 관계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연구경향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동발달에 관한 인과적 방향
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시
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변화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Keily et al., 2000). Patterson과 Capaldi(1990)는 실패모델에 기초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은
종종 내재화 문제행동에 선행한다고 전제하였다. 다시 말하면 외현화 문제는 사회적 발달과
업의 성공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과 일관되게, Capaldi(1991)는 6학년 남자 아동의 품행문제가 같은 시기에 측정된
우울감을 통제한 후에도 2년 후의 우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의 변화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는 이후 발달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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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Fanti, Henrich, Brookmeyer, & Kupermine, 2008; Mesman, Bongers, & Koot, 2001).
또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에 일방향 보다는 양방향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
(Gilliom & shaw, 2004; Keily et al., 2000)를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율 간에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호
적 인과관계를 탐색한 이은주(2011)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아
동효과 및 부모효과의 상호관련성을 제기하였다. Buist, Dekovic', Meeus와 van Aken(2004)
이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상호관계성를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간에 부적 상호관계가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비행 및 공
격적 행동과 관계되었다. 또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각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양상은 어떠한 영
향변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패널 자료를 통한 종
단연구에 의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으나 두 문제행동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
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또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측정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
한 발달궤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발달궤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 기질 등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양
육행동이나 부모애착의 부모 및 가족요인과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사회환경적 성격을 가진
또래·학교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양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Bronfengrenner(1979)의 생태
체계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이나 발달은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미리
외,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요 환경적인
맥락으로 가정, 친구 그리고 학교를 들 수 있다. 이들 맥락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
면서 청소년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로
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또래들은 부모와 학
교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부모와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
해감에 따라 그가 처해있는 맥락들도 양적 ․ 질적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마다 상
이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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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발달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과 생
태체계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 부모요인, 또래․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성별, 부모의 감독,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관심변인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라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또래·학교요인인 또래애착과 학
교적응, 부모요인인 부모의 감독 그리고 성별의 영향변인들이 이들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
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2차년도에서 4차년도의
자료이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실시되는 종단 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널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인 2011년도부터 2013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된 2351명 중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71명을 제외한 222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1152명, 여자는 1077명이다.
측정도구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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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8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 우울 8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였으며, 사회적 위축 5문항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신체증상 8문항
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
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환산하여 사용하
였다. 패널 조사가 2010년에 시작되었으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사용된 자료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측정되어서 2011년(중2) 자료를 1차년도, 2012년(중3) 자료는 2차년도,
2013년(고1) 자료는 3차년도로 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년도 .93, 2차년도 .94, 3차

년도 .92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을 측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공격성 척도는 조붕환과 임경
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 보완한 자료이
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
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
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년도 .81, 2차년도 .81, 3차년도 .79이었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
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의 문항씩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한 황미
경(2010)이 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 보완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구성은 소외 3
문항,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

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활동 5문
항, 학교규칙 5문항, 선생님과의 관계 5문항, 성적만족도 1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학교생활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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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학교규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학생용 학교
생활적응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 5문항을 제외하고 수
정․보완하였고, 성적만족도 1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작성하여 사용한 자
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
고, 이들 1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
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총 43문항 중에서 부
모의 감독 3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
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척도
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부모의 감독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
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어디에 있는
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과 적응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다.

성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자는 0, 남자는 1로 재부호화 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 학
교적응, 부모감독 및 성별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3년 종단 자료
를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2와 같다. 연구모형에 기초한 자료 분석

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 곡선을 모델링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였다.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의 잠재성장모형에는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
(slope)이 포함된다. 모형 1은 무변화 모형으로 3년간 각각의 문제행동에 변화가 없었을 경우

를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 2는 선형변화 모형으로 3년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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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변화율의 측정회기별 요인계수를 0, 1, 2로 부여하였다.
모형 3은 자유모수변화모형으로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하고 2차
년도의 변화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이다.
두 번째 단계로, 무조건 모형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한 후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투입한 조건모형을 통해, 이들 변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
2

가하기 위해 χ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모형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χ2 외에 CFI, RMSEA, EVIC를 이용하였다. CFI>.90, RMSEA<.05~.08, EVIC는 작을수록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문수백, 2013). 자료의 기술통계에는 SPSS 21.0, 잠재성장모
형의 분석에는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무조건 모형

[그림 2] 조건 모형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인 또래애착, 학교적

응, 부모감독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 1,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정상분포조건(왜도< 2, 첨도< 4)을 나타내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켰다(김주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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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홍세희, 201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년도(중2)에서 3차년도(고1)에 이르기까지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다소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감독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p<.01). 성별을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내재화 문제행동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변인

1

2

3

4

5

6

7

내재화1차
내재화2차

.498**

내재화3차

.448**

.522**

또래애착

-.226**

-.277**

-.194**

학교적응

-.154**

-.160**

-.136**

.193**

부모감독

-.139**

-.167**

-.210**

.178**

.162**

성별

-.101**

-.104**

-.137**

-.123**

-.021

-.047*

N

2229

2223

2077

2223

2229

2077

평균

2.045

2.076

2.001

3.104

2.746

3.095

표준편차

.539

.559

.483

.513

.491

.581

왜도

.115

-.025

-.084

-.212

-.077

-.406

첨도

-.1.210

-.201

-.330

-.886

.471

.500

2229

1. 내재화1차 2. 내재화2차 3. 내재화3차 4. 또래애착 5. 학교적응 6. 부모감독 7. 성별(남자=1,여자=0)
*p<.05, **p<.01, ***p<.001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1차 년도에
서 2차 년도까지는 다소 증가했다가 3차 년도에서 감소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
인 또래애착, 학교적응 및 부모감독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p<.01). 성별에서 외현
화 문제행동은 여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현화 문제행동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외현화1차
외현화2차

.422**

외현화3차

.379**

.472**

또래애착

-.117**

-.144**

-.118**

학교적응

-.204**

-.157**

-.147**

.193**

부모감독

-.147**

-.135**

-.15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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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1

2

3

4

5

6

-.046*

-.022

-.054*

-.123**

-.021

-.047*

N

2229

2223

2077

2223

2229

2077

평균

2.129

2.203

1.965

3.095

3.104

2.746

표준편차

.572

.598

.527

.581

.513

.491

왜도

.091

.022

.046

-.406

-.212

-.077

첨도

.090

-.077

-.428

.500

.886

.471

7
2229

1. 외현화1차 2. 외현화2차 3. 외현화3차 4. 또래애착 5. 학교적응 6. 부모감독 7.성별(남자=1,여자=0)
*p<.05, **p<.01, ***p<.001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3년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그리고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무변화 모형의 RMSEA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낮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고, 선형모형의 RMSEA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기의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χ2 차이검증 결과 내재화

∆

∆

2

2

문제의 경우 무변화 모형( χ (1)=842.689)과 선형모형( χ (1)=875.349)에 비해 차이가 났고,
CFI, RMSEA, EVIC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모형이었다. 따라서 자유모수변화 모형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최종적합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모형 적합도
NPAR

내재화
문제
행동
외현화
문제
행동

χ (df)

p

CMIN/
DF

CFI

RMSEA
(LO90/HI90)

EVIC

2

무변화

7

32.765(2)

.000

16.383

.978

.083(.060 / .109)

.021

선형

6

875.454(3)

.000

28.515

.942

.111(.092 / .132)

.044

자유모수변화

7

.105(2)

.949

.053

1.000

.000(.000 / .003)

.006

무변화

7

27.350(2)

.000

13.675

.976

.075(.052 / .102)

.019

선형

6

239.613(3)

.000

79.888

.776

.188(.168 / .209)

.113

자유모수변화

7

3.676(2)

.159

1.838

.998

.019(.000 / .050)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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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추정치
초기치

*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내재화 문제행동

2.046***

.138***

-.045***

-.017**

-.021***

외현화 문제행동

2.124***

.137***

-.157***

-.028**

-.018***

**

p<.05, p<.01,

***

p<.001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자유모수변화 모형에 기초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
율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값은 평균 2.046, 분산 .138로 나타났고, 초
기값과 평균과 변량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년도(중2)의 초기값이 청소
년들 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045, 분산은 -.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내재화 문제의 변화 정
도가 개인마다 다름을 나타낸다. 변화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3년간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초기값과 변화율간의 공분산은 부적 추정치
인 -.021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
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로 측정한 예측평균과 관찰평균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예측평균은 조건모형
을 적용한 평균값이고, 관찰평균은 기술적 통계에 의한 평균값이다. 이 값들은 각
연도별로 유사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년도에서 2차년
도에 미세하게 증가하였고 2차년도에서 3차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
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5>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지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관찰평균

예측평균

관찰평균

예측평균

1차년도

2.045

2.046

2.129

2.124

2차년도

2.076

2.075

2.203

2.207

3차년도

2.001

2.001

1.965

1.96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르는 3년 동안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
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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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조건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조건모형 적합도
NPAR

χ2(df)

CMIN/DF

CFI

RMSEA(LO90/HI90)

EVIC

내재화 문제행동

25

41.119(10)

4.112

.957

.037(.026 / .050)

.041

외현화 문제행동

25

49.330(10)

4.933

.973

.042(.031 / .054)

.045

<표 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측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초기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율

초기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또래애착

-.226***

-.310

.072***

.-.105

.099***

학교적응

***

-.131

.024

-.053

-.160***

-.172

*

-.067

-.100

***

부모감독

-.111

***

성별
****

p<.001,

-.154
**

-.205

-.026

-.000

표준화
계수

-.138

.029

-.057

-.213

.029

-.049

***

-.166

-.012

-.035

***

-.085

-.011

-.023

-.106

-.036

변화율
비표준
화계수

-.063

*

p<.01, p<.05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고, 변화율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부모의 감독이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적응과 성별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은 각각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높아지고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그리고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으
나, 변화율에 대해서는 이들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은 여자이면서,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달궤적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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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또래·학교요인, 부모의 감독의 부모요인, 성별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일반적인 선형적 궤적을 보이지는 않

았다.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초 측
정 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수준과 변화율은 개인마다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표집을 사용한 기존 연구결과(박종효, 2007;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
은경, 2005)에 의하면,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시기에 꾸준히 증가
하다 중학교 3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고등학교 시기에 다소 완만하거나 안정된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간의 종단자
료를 분석한 한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에서는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편 중학교 3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조정아, 2009)에서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중 3 시기부터 고 3 시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미국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미국 청소년의
우울 변화경향에 대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남녀 청소년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실
제 청소년 개인 간의 우울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청소년
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따라 우울 수준은 매우 다르며 변화양상도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되면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변화를 겪는 전이시기이지만, 남녀 청소년들이 자존감, 자기효능감, 인지 및 행동대
처 양식 그리고 사회적지지 기반 등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 초기에 비해 변화 발달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발달경로는 다양한 경로 또는 요인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
경로를 통해 한 가지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동일결과론과 다중결과론의 개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추후의 장기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들(박종효, 2007; 이주리, 2008; 조미정, 김민주, 2014; 좌현숙, 오승환, 2011; 황혜
원, 2007)과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은 K-YSR과 K-CBCL 모두에서 내재화 문
제와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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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이현지 외(2005)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비교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조미정, 김민주(2014)의 연구결과와도 맥
락을 같이 하였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학생이 초기치가 더 높고 여학생의 변화율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불일치한 면을 보였다(강지현, 2014). Keily 외(2000)
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교사 평가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
고, 모 평가에 의하면 또래거부를 경험하는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외현화 행동을 규정한 내용과 측
정방법이 서로 다르고, 빈곤지역 아동, 일반 청소년, 중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대상
자와 측정변수 및 측정도구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모든 대상자를 포괄
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또래애착은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
화 문제는 초기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좌현숙, 오승환(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내재화와 외현화의 두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강지현, 2014). 또래애착이 높
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수준이 높은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최정아, 2012), 내재화 문제집단의 청소년들
이 다른 문제가 공존하는 집단에 비해 또래애착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과(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그리고 내재화 문제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예측된다는

결과(Tambelli et al., 2012)와도 유사한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발달단계
보다도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친
구들과 잘 어울리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또래관계가 정서적 지지의 자원으로 작
용하게 되는데 또래의 거부나 무시를 경험한 불안정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부적응, 우울 및
위축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거부는 높은 외현화 증상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Laird et al., 2001; Keily et al., 2003)를 고려해볼 때 외
현화 문제행동은 비행또래, 소속된 또래집단의 성향 및 비행 접촉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인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학교적응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예측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이 낮
을수록 불안, 우울 및 위축의 내재화 문제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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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외현화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이정
윤, 이경아, 2004; 윤혜미, 박병금, 2005; 좌현숙,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이희은, 문수백,
2011; 한신애, 문수백, 2011). 청소년 우울의 예측인자로서 우울과 학교 소속감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보호적 기능을 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Millings et al., 2012). 학교적응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또래관계, 교사, 학교
분위기에 수용되고 지지와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은 문제행
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켜주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보호적 요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07).
다섯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부모의 감독이라는 변
인을 검증을 한 결과, 부모의 감독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그리고 외현화 문
제행동은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행동,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남정민 외, 2014; 조
미정, 김민주, 2014; 이은주, 2011;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Vieno & Nation, 2009). 부모
의 강압적 처벌은 높은 외현화 증상과 관계되었고, 부모의 강압적 처벌은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공동으로 관계된다는 연구결과도 유사하게 일치하였다(Keily et al., 2000;
Keily et al., 2003).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또는 친구들과 함께 무

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 있는 행동적 통제의 양육행동이다. 부모의 행
동적 통제는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예측인자로
비행또래(박선영 외, 2010; Galambos et al., 2003; Laird et al., 2003), 충동성(Leve et al.,
2005) 그리고 가족지지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Duncan et al, 2000)의 변인을 보고한 연구결과

를 통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다양한 변인들과 상호관련성이 있거나 매개 및 조절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으나, 본 연구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관련 변인을 다루지 못
한 점은 추후연구를 통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라는 발
달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상황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개인, 가족, 또래․학교요인을 중심으
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발달단계
상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로 우울, 사회적 위축 및 불안의 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공격행동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탐색함으로써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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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환경적․맥락적 차원에서 또래․학교
요인과 가족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적 요인을 검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에 있어
청소년들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인적 자원을 고려한 다중체계적 접근에 의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에서 자기
보고에 의존한 자료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나 교사의 보고와 자기보고 방법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
요인과 또래요인 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속성 또한 변화하는 시변변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변변수들을 다룬 연구방법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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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behaviors and the impact factors of peer, parent, school
and gender on the phas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middle 1st grade cohort's and asked to fill out the surveys every year until
they reached to the 1st grade high schoo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results showed 1) that the level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of problems decreased from at the first measurement to the third one; 2) that at
the first measurement, there were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intercept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resulting in vari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terms of the slope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3) that all the impact factors
such as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parental control level on their children's behavior
and gender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intercept of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both
peer attachment and parental control level were influenced on the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4) that for externalizing problem, all the factors were influenced on the
intercept but not influenced on the slope.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latent growth curve model,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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