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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K-ESP 2관문 척도들을 2년간 적용한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유아의 행동성향별, 연령별, 성별 정서․행동문제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115명의 3세-5세의 어린이다. 종단연구를 통한 유아의 행동성향별, 연
령별, 성별 정서․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Pearson 상관계수, Fisher Z
transformation에 의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집단 모두 전반
적으로 공격성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안정성(연속성)을 보였으나.
일부 문항은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는 비연속성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와 적응행동
척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였으나, 일부 긍정적 행동이 향상하는 비연속성을 보였다. 둘
째, 2년이 경과한 후 3세-5세 유아들은 공격성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적응행동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긍정적 행동은 향상되고, 일부 부정적 행동
은 감소되었다. 셋째, 시간경과에 따른 성별 변화에서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
아가 여아보다 높은 문제행동의 안정성을 보였고,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와 적응행동 척도에서는 여
아가 남아보다 좀 더 안정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정서·행
동문제 변화 및 안정성에 대해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논의하였다.
<검색어>

안정성, 공격적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문제행동총빈도 척도(적응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이런 변화의 과
정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했던 신생아는 시간이 흐
르면서 기고 걷고 말하고 친구를 사귀며 드디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강위영
외, 1999). 이와 같은 발달의 과정에서 정서 및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 및 아동
은 힘든 유년기를 겪게 된다. 정서 및 행동문제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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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 문제와 내재적 문제로 분류한다. 외현화 문제는 통제결여라고도 부르며, 공격성
이나 반항행동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이 타인이나 환경을 향해 표
출되는 상태를 포함한다(이성봉 외, 2014). 내재화 문제는 과잉통제라고도 부르며 우울,
위축,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이 외적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내
면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태를 포함한다(이성봉 외, 2014). 정서 및 행동문제는 외현
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양분되기 보다는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
는 대상이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Lilienfeld, 2003; McConaughy & Skiba, 1993;
Cullinan, Osborne, & Epstein, 2004). 우리나라에서도 허윤석(2003)이 개발한 ‘아동용 문
제행동 선별 질문지(CPSQ: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를
적용하여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의 공존에 대해 연구(진흥신, 2013)를 실시한 결과,
단일의 내재화 문제 또는 외현화 문제를 지닌 대상보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동시에 지닌 대상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정서 및 행동문제를 지닌 대상은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유아기 이후인 초등학교 및 그 이후에도 지속되며(황혜
정, 1996; Campbell & Ewing, 1990),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유아 및 아동들은 발달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행동의 변화는 미비함을 주장하고 있다(Pattersons et
al, 1992). 황혜정(1996)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초등학교 아동의 57.7%가 2년 8
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였음을 밝혔고, 정서 및 행동문제가 지속
된 아동 중 성별로 조사해 볼 때 남아는 60.5%, 여아는 33.3%가 일관적으로 지속되었음
을 밝혔다.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점은 조기 중
재를 제공하여 정서 및 행동문제를 조기에 경감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강조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중요성에 입각하여 여러 학자들은 정서 및 행동문제 유아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
는 도구들을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서 및 행동문제 유아를 선별하기 위해 표준화
한 검사 도구로 유아 행동평가척도-부모용(CBCL 1.5-5:Child Behavior Checkist)(김영아
외, 2009)과 유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C-TRF: Caregiver-Teacher Report Form)(김영아
외, 2011)등이 있으며, 예비표준화가 된 도구는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
(K-BASC)(이경숙 등, 2003), 한국판 부모 보고형 아동행동진단검사(KBASC-2 Parent
Rating Scale-Child)(안명희, 2007), 한국판 정서․행동문제 유아 체계적 선별(K-ESP)(진
흥신, 심우정, 2015)등이 있다.
ESP(Early Screening Project)는 정서 ·행동장애 유아 조기 선별을 위해 Feil(1994)이
개발한 정서․행동장애 유아 체계적 선별 절차다. ESP는 Walker와 Severson(1992a,
1992b, 1992c)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장애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한 체계적 선
별절차(SSBD: Systematic Screening for Behavior Disorders)를 유아에게 적용 할 수 있
도록 확장한 것이다(Feil et al., 1995). ESP는 SSBD와 마찬가지로 정서․행동장애 유아
선별을 다관문 즉 3관문을 통과하면서 선별하도록 되어 있다. ESP 1관문은 교사추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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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서, 일반교사가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유아를 대상으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상위
3명의 유아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상위 3명의 유아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ESP 2관
문은 1관문에서 추천된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가 평정척도를 적용 한 후, 기준을 초과한
유아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ESP의 2관문에 적용되는 척도는 5개로서 위기사건 척도
(Critical Events Index: CEI), 공격적행동 척도(Aggressive Behavior Scale: ABS), 사회
적상호작용 척도(Social Interaction Scale: SIS), 문제행동총빈도 척도(Combined
Frequency Index: CFI)인 적응행동 척도(Adaptive Behavior)와 부적응행동 척도
(Maladaptive Behavior)를 통해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모두를 평정한다. ESP 3관문
은 2관문에서 5개 평정척도 적용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관찰을 실
시하는 단계다. 직접관찰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 비/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직접관찰을
실시하고, 부모/양육자 질문지를 적용하는 단계다. 다관문 절차는 선별에 있어서 발생하
는 오류를 최소한 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체계를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한국판 정서․행동문제 유아 선별 도구(K-ESP) 예
비표준화 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관문 척도들에 대해 신뢰도
(검사-재검사와 평정자간 신뢰도)및 타당도(문항타당도, 변별타당도)가 대체로 높게 나왔
다. 또한 2관문 척도들간 일관성도 입증되었다. K-ESP는 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현
장 교사들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유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조기에 선별하여 예
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유용한 도구다.
따라서 본 연구는 K-ESP를 유아에게 2년간 적용한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유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하고, 외현화 및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지닌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 및 행동의 일반적인 발달 경향과 문제행동의
발달 특성의 조사는 정서 및 행동문제 유아의 조기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 할 수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K-ESP의 2관문 척도들을 2년간 적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
른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행동성향별 정서․행동문제 변화를 알아본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른 연령별 정서․행동문제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시간경과에 따른 성별 정서․행동문제 변화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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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1차 및 2차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한 대상자는 한국판 ESP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진흥신, 심우정, 2014) 및 예비 표준화 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에 참여한 대
상자 중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녀 추적 연구가 가능한 K광
역시 소재 1개 유치원과 2개 어린이집의 3세에서 5세 유아 115명(3세: 32명, 4세: 28명, 5
세:5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수
115명은 Gpower【Gpower: α err prob 0.05, power(1- β err prob) 0.95)】에 의해 산출
하였다. ESP 1관문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각 학급에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유
아 상위 3명과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유아 상위 3명씩을 각각 추천하는 단계로서, 본 연
구 참여자 중 외현화 및 내재화 유아 상위 3명 추천은 1차 자료의 추천에 의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집하였고, 2차 자료 수집은 2016년 12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14명이며 연구대상자가 소속
한 학급의 담임교사 및 유아를 잘 알고 있는 보조교사가 참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현황

연령

집단

3세
4세
5세
합계
총계

일반집단
남
여
10
10
7
7
15
15
32
32
64

외현화집단
남
여
6
1
7
2
10
2
23
5
26

내재화집단
남
여
2
3
2
3
5
8
9
14
23

남
18
16
30
64

계

합

115

여
14
12
25
51

총계
32
28
55
115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공격적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문제행동총빈도 척도(적
응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는 Feil(1994)이 정서․행동문제 유아 체계적 선별(ESP:
Early Screening Project) 2관문에 사용하도록 제작한 도구를 진흥신, 심우정(2015)이 우
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도구다. 공격적행동 척도는 9개 문항
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적행동 척도의 타
당화 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 평정자간 신뢰도는
.74**였고, 9개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간 상관은 .55**-.87**였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의
문항 수는 8개이며, 7점 척도로 평정하며,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상호작용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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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타당화 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7**. 평정자간 신뢰
도는 .68**였고, 8개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간 상관은 .84**-.91**였다. 문제행동총빈도
척도는 적응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적응행동 척도는 8개 문항, 부
적응행동 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적응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는 최근 30
일 동안 유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적응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에서 검사-재
검사 신뢰도는 .85**. 평정자간 신뢰도는 .75**였고, 8개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간 상관은
.78**-.86**였고, 부적응행동 척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 평정자간 신뢰도는 .52**
였고, 9개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간 상관은 .53**-.88**였다.
3.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모집

1차 자료에 대한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연구
에 대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사와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의하였으며, 2차
자료는 1차 대상자 중 K광역시 소재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녀 추적연구가 가능한
유아 115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기간 및 장소

1차 자료 수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집하였고, 2차 자료 수집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급의 담임교사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3) 교사훈련

1차 자료 평정을 위한 교사훈련은 K-ESP의 기초연구 및 예비 표준화 연구(진흥신, 심
우정, 2014; 진흥신, 심우정, 2015)에 의하였다(K-ESP 전반적인 개요 설명, 1관문 및 2관
문 절차를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받아 충분히 숙지시킨 후 해당 학급에서 ESP 1관문 교
사추천과 2관문 척도 평정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교사훈련은 1차 자료 평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사에 한하여 연구자가 2관문 평정 도구
에 대해 설명하고, 평정 지침을 안내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K-ESP에 적용되는 4개 척도(공격적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적응행
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후 정서․행동문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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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적연구다. 1차 자료 수집은 한국판 정서․행동문제 유아 선별검사(K-ESP) 기초연
구 및 표준화 예비연구(진흥신, 심우정, 2014; 진흥신, 심우정, 2015)에서 사용한 대상자
중 115명의 자료에 의하였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 대상자 중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
적으로 같은 K광역시 소재의 유지원 및 어린이집에 다녀 추적연구가 가능한 유아 115명
에게 K-ESP의 4개 척도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K-ESP 2관문에 적용하는 4개
척도(공격적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적응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의 2회 수
집한 종적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Pearson 상관계수, Fisher Z transformation에 의하였
다.

Ⅲ. 결과
본 연구는 K-ESP 2관문 척도들의 2년간 종단자료(1차 자료 2014년, 2차 자료 2016년)
에 의해 유아의 행동성향별(외현화, 내재화, 일반), 연령별, 성별 정서·행동 변화를 조사하
였다. 먼저 K-ESP 2관문 척도들의 점수 변화를 알아보고, 그 점수들의 변화가 의미 있
는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K-ESP 2관문 4개척도(공격적행동 척도,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적응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차이
검증을 Fisher Z transformation로 실시하였다. 공격적행동 척도는 총 9개 문항인데
K-ESP 표준화 예비연구(진흥신, 심우정, 2015)에서 타당도가 높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
고 6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문항 -총점간 상관이 1차 자
료 혹은 2차 자료 어느 하나라도 상관계수 .40미만의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행동성향별 정서․행동문제

K-ESP에 반응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행동성향별 점수를 살펴보면, 공격적행동 척
도의 모든 문항 점수 및 총점이 3집단 모두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에서 감소되었다.
총점의 경우 일반집단은 0.17점, 외현화집단은 3.34점, 내재화집단은 0.91점이 감소되어,
외현화 집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재화집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일반집단은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해도 차이가 미비하였다. 일반집단의 이와
같은 결과는 1차 자료에서 공격적 행동이 외현화집단 및 내재화집단에 비해 낮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도 3집단 모두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가 모든
문항의 점수와 총점이 향상되었다. 총점이 일반집단은 8.85점, 외현화집단은 9.83점, 내재
화집단은 17.97점 높게 나와 3집단 중 내재화집단이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
다. 적응행동 척도에서도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가 모든 문항 및 총점에서 3집단 모두
향상되었다. 총점이 일반집단은 5.53점, 외현화집단은 8.45점, 내재화집단은 9.26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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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여 내재화집단이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고, 다음은 외현화집단이 향상을 보였
다. 또한 부적응행동 척도에서도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의 점수가 3개 집단 모두 모든
문항 점수 및 총점에서 감소하였다. 총점의 경우, 일반집단은 3.05점, 외현화집단은 12.2
점, 내재화집단은 5.56점이 낮은 점수를 보여 외현화집단의 부적응행동이 가장 많이 감소
되었다. 따라서 2년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3집단 모두 공격적 행동과 부적응행동은 감소
되었고, 사회적상호작용과 적응행동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척도 점수들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척도들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문항-총점 상관계
수 차이검증을 Fisher Z transformation로 실시하였다. 행동성향별 각 집단의 1차· 2차 척
도 점수와 문항-총점 상관의 차이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일반집단의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
은 없었다.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9문항 중 8문항(‘활동참여 거절,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
한 반응, 규칙들에 도전, 교사 관심 욕구됨, 짜증, 행동통제 필요, 과도한 애정표현’)은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란 피움(z = 7.76, p <.01).’문항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 ‘또래들에게 반응함, 긴 대화에 참여,
웃음 공유, 토의 자발적 참여’문항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말함(z = 2.00, p < .05), 또래들과 과제수행(z = 3.00, p < .01), 또래들에게
시도함(z = 2.30, p < .05)’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적응행동 척도에서는 8문항
중 7문항 ‘순서와 방법 따름, 화 적절하게 표현, 협력, 교사 관심 얻음, 집단 활동 참여,
교사 지시 따름, 긍정적 상호작용’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성을 보였고, ‘또래
관심 얻음(z = 2.22, p < .05)’ 1문항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2년이 경과한 후 일반집
단의 정서 및 행동문제 변화를 종합하면, 정서 및 행동문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였
다는 점이다.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였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부정적 행동의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
호작용 척도 문항에서는 안정성을 보인 문항 수와 향상을 보인 문항 수가 비슷하였다.
적응행동 척도 문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일부 문항은 적응행동이 향상된 결과
를 보였다.
외현화집단은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소유물 손상(z = -2.13, p
< .05)’문항은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성질부리기, 성인들에게 폭행, 부적절한 감정, 교
사 경고 무시’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는
9문항 중 ‘활동참여 거절(z = -2.87, p < .01), 부적절한 반응(z = -3.03, p < .01), 교사관
심 욕구됨(z = -3.03, p < .01), 짜증(z = -3.63, p < .01)’문항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부적절한 행동, 규칙들에 도전, 소란 피움, 행동통제 필요’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는 8문항 중 ‘웃음공유(z
= -2.08, p < .05), 토의 자발적 참여(z = -2.45, p < .05), 또래들과 과제수행(z = -2.35,
p < .05)’문항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고, ‘또래들에게 반응함, 긴 대화에 참여, 자발적으로
점

<표 2> 행동성향별 K-ESP척도 점수 및 차이검증(2년간 자료)

KESP
척도

문항
1. 성질부리기
폭행
공격적 2.3. 성인들에게
소유물 손상
행동 4. 부적절한 감정
경고 무시
척도 5.6. 교사
놀림당함
총점
1. 또래들에게 반응함
2. 긴 대화에 참여
공유
사회적 3.4. 토웃음
의 자발적 참여
상호 5. 자발적으로 말함
리더
작용 67.. 또래
들과 과제수행
8. 또래들에게 시도함
총점
1. 순서와 방법 따름
2. 또래 관심 얻음
적응 3.4. 화협력적절하게 표현
행동 5. 교사 관심 얻음
활동 참여
척도 67.. 집단
교사 지시 따름
8. 긍정적 상호작용
총점
1. 활동 참여 거절
2. 부적절한 행동
3. 부적절한 반응
들에 도전
부적응 4.5. 규칙
소
란
행동 6. 교사 관피심움요구됨
척도 7. 짜증
8. 행동통제 필요
9. 과도한 애정표현
총점
* p < .05, ** p < .01

일반집단
외현화집단
내재화집단
척도 점수
문항-총점 상관
척도 점수
문항-총점 상관
척도 원점수
문항-총점 상관
1차
2차 1차 상관 2차 상관 Fisher‘s Z 1차
2차 1차 상관 2차 상관 Fisher‘s Z 1차
2차 1차 상관 2차 상관 Fisher‘s Z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63 .81 1.20 .48 .90** .77** 1.66 2.75 1.21 1.49 .85 .85** .76** 0.83 1.43 .73 1.19 .40 .76** .72** 0.32
1.00 .00 1.03 .18 .40* .61** -1.09 1.11 .42 1.17 .65 .49** .78** -1.69 1.09 .29 1.00 .00 .88** 0 4.44**
1.03 .17 1.07 .25 .22 .63** -1.97* 2.07 1.05 1.26 .75 .80** .94** -2.13* 1.13 .46 1.05 .22 .46* .48* -0.11
1.14 .43 1.27 .87 .58** .79** -1.54 1.93 1.12 1.35 .65 .72** .87** -1.39 1.52 .99 1.10 .30 .79** .70** 0.61
1.14 .36 1.17 .38 .76** .74** 0.10 2.18 1.02 1.43 .79 .68** .76** -0.54 1.13 .34 1.05 .22 .74** .18 2.46*
1.00 .00 1.03 .18 .10 .02 0.29 1.04 .19 1.04 .21 .54** -.03 2.11* 1.00 .00 1.00 .00 .87** .48* 2.51*
6.94 1.77 6.77 2.34
11.08 5.01 7.74 3.90
7.30 2.81 6.39 1.14
5.00 2.19 6.40 .72 .90** .81** 1.39 4.75 1.69 6.09 .85 .74** .89** -1.52 4.24 1.74 6.32 .72 .90** .14 4.23**
5.11 2.31 6.47 .86 .90** .85** 0.87 4.96 1.48 5.91 1.28 .83** .92** -1.28 4.32 1.73 6.23 .75 .84** .45* 2.29*
5.52 1.86 6.47 .90 .89** .87** 0.18 5.21 1.42 6.00 1.00 .79** .94** -2.08* 4.44 1.56 6.00 1.07 .85** .74** 0.98
5.06 2.26 6.37 .96 .91** .85** 1.05 4.00 1.74 5.57 1.59 .85** .96** -2.45* 3.44 1.76 6.05 1.00 .80** .63** 1.17
5.09 2.02 6.10 1.47 .93** .81** 2.00* 4.82 1.70 5.39 1.53 .76** .92** -1.96 4.04 1.77 6.00 1.20 .83** .80** 0.33
4.56 2.39 4.97 2.08 .93** .37* 4.69** 3.25 1.69 2.26 1.89 .83** .86** -0.37 2.28 1.46 5.36 1.73 .75** .89** -1.40
4.68 2.34 6.07 1.08 .96** .83** 3.00** 3.79 1.52 5.34 1.64 .76** .93** -2.35* 3.64 1.66 6.05 .84 .83** .75** 0.67
5.32 2.07 6.37 .96 .96** .86** 2.30* 4.69 1.91 5.83 1.37 .86** .92** -0.99 4.04 1.86 6.18 .85 .80** .90** -1.13
40.35 16.22 49.20 6.58
35.60 10.48 45.43 10.21
30.21 10.49 48.18 5.75
4.22 .76 4.83 .38 .72** .71** 0.05 3.50 .92 4.42 .72 .65** .86** -1.74 4.00 1.17 4.45 .60 .84** .63** 1.57
3.78 1.15 4.67 .55 .93** .80** 2.22* 3.00 .86 4.33 .87 .73** .90** -1.72 2.77 1.07 4.41 .85 .69** .87** -1.588
3.36 1.15 4.60 .50 .80** .67** 1.09 2.75 .97 4.21 .88 .53** .89** -2.76** 2.61 1.20 4.68 .72 .61** .74** -0.77
3.86 .99 4.60 .62 .78** .76** 0.27 3.39 1.10 4.08 .93 .84** .85** -.014 3.23 .99 4.36 .79 .86** .69** 1.47
4.14 .90 4.67 .50 .75** .79** -0.38 3.14 1.00 4.17 .96 .76** .92** -1.91 3.69 1.09 4.45 .60 .70** .69** 0.02
4.33 .76 4.70 .47 .89** .87** 0.23 3.43 1.20 4.25 .99 .85** .90** -0.67 3.61 1.47 4.55 .80 .87** .77** 0.94
4.33 .63 4.70 .47 .68** .77** -0.79 3.32 .98 4.29 1.12 .65** .92** -2.74** 4.27 1.15 4.73 .70 .83** .79** 0.29
3.94 1.26 4.73 .45 .87** .81** 0.67 3.18 1.19 4.38 .88 .76** .97** -3.96** 3.38 1.52 4.86 .35 .85** .40* 2.67**
31.97 6.14 37.50 3.01
25.68 5.98 34.13 6.62
27.24 7.09 36.50 3.92
1.64 .68 1.10 .40 .40* .68** -1.58 2.46 1.20 1.26 .62 .42* .87** -2.87** 2.50 1.03 1.09 .29 .49* .55** -0.29
1.25 .55 1.00 .26 .84** .66** 1.63 2.75 1.17 1.22 .52 .86** .90** -0.60 1.62 1.02 1.23 .43 .90** .64** 2.24*
1.36 .59 1.03 .41 .60** .55** 0.29 2.32 .98 1.22 .52 .58** .92** -3.03** 1.69 .97 1.04 .21 .75** .70** 0.34
1.33 .68 1.03 .32 .81** .76** 0.48 2.86 1.04 1.43 .79 .71** .87** -1.45 1.58 .90 1.18 .50 .83** .83** 0.00
1.19 .52 1.07 .37 .75** .64** 7.76** 2.61 1.13 1.48 .79 .71** .85** -1.16 1.54 1.14 1.18 .39 .83** .48* 2.07*
1.42 .84 1.07 .37 .71** .69** 0.19 3.21 1.10 1.52 1.08 .77** .96** -3.03** 2.96 1.22 1.18 .50 .48* .69** -1.06
1.50 .81 1.07 .37 .66** .77** -0.93 2.93 1.27 1.35 .71 .60** .94** -3.63** 1.77 1.37 1.18 .50 .89** .52* 2.64**
1.17 .56 1.00 .26 .85** .78** 0.79 2.79 1.10 1.22 .67 .76** .90** -1.55 1.65 1.57 1.04 .21 .88** .70** 1.69
1.72 1.2 1.17 .46 .79** .66** 0.07 2.14 1.08 1.22 .42 .04 .40 -1.25 1.69 1.72 1.23 .53 .79** .35 2.25*
12.58 4.60 9.53 2.19
24.11 6.16 11.91 5.31
15.92 6.40 10.3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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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 리더, 또래들에게 시도함’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적응
행동 척도에서는 8문항 중 ‘화 적절하게 표현(z = -2.76, p < .01), 교사 지시 따름(z =
-2.74, p < .01), 긍정적 상호작용(z = -3.96, p < .01)’문항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순서와 방법 따름, 또래 관심 얻음, 협력, 교사관심 얻음, 집단 활동 참여’문항은 유의미
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외현화집단의 정서 및 행동문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
으나, 부정적 행동 및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일부문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내재화집단은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는 ‘놀림당항(z = 2.51,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가 되었고, ‘성질부리기, 소유물 손상, 부적절한 감정’문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는 ‘부적절한 행동(z =
2.24, p < .05), 소란 피움(z = 2.07, p < .05), 짜증(z = 2.64, p < .01)’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었고, ‘활동참여 거절, 부적절한 반응, 규칙들에 도전, 교사 관심 요구, 행동통제
필요’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
는 ‘긴 대화에 참여(z = 2.29, p < .05)’문항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웃음 공유, 토의 자
발적, 자발적으로 말함, 리더, 또래들과 과제수행, 또래들에게 시도’문항은 유의미한 차이
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적응행동 척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z = 2.67, p < .01)’
문항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순서와 방법 따름, 또래 관심 얻음, 화 적절하게 표현, 협
력, 교사 관심 얻음, 집단활동 참여, 교사 지시 따름’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
이었다.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외현화집단과
내재화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안정적인 부분이 적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분이 더 많
았다. 즉 일반집단은 1차 자료에서 낮은 부정적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자료에서도 낮
은 부정적 행동을 보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비해 외현화 및 내재화집단은 1차 자료에
서 높은 부정적 행동을 보인 부분이 2차 자료에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행동성향별 3집단 중 외현화집단과 내재화집단에 대해 K-ESP 4개 척도의 1차 · 2차
문항별 평균총점에 근거하여 남아와 여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외현화집단의
경우 1차와 2차 모두 여아가 남아 보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와
적응행동 척도 점수는 높고,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
점수는 낮았다. 내재화 집단의 경우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사회적상호작용 척도와
적응행동 척도)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총점이 높았다. 그리고 부정
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1차는 남아가 여아보
다 평균총점이 높았으나 2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외현화집단의 경우,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차에 비해 2차에서는 3.46점 감소한 반면에 여아는 4.30점 감소하였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2.83점 감소한 반면에 여아는 9.80감소하였다. 내재화집단의
경우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95점 감소한 반면에 여아는 0.72점 감소하였다. 그리
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차에 비해 2차에서 6.09점 감소한 반면에 여아는 5.23감
소하였다. 또한 K-ESP 4개 척도 평균에 근거하여 외현화 및 내재화집단의 남아와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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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외현화집단 남아는
.85(p < .05)의 상관을 보였고, 외현화집단 여아, 내재화집단 남아 및 여아는 유의미한 상
관이 없었다. 부적응행동 척도에서도 외현화 남아집단만 .71(p < .05)의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 외현화집단 남아는 .74(p < .05), 내재화집단 남아는 .82(p <
.05), 여아는 .75(p < .05)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적응행동 척도에서는 외현화 및 내재
화집단의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표 3> K-ESP 4개 척도의 1차 · 2차 문항별 평균총점 성별 비교

내재화
여
남
여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척도 1차
평균 표준 평균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표준
총점 편차 총점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공격적
행동 11.57 5.68 8.11 4.19 10.50 4.47 6.20 .45 8.17 3.54 6.22 .44 7.28 3.22 6.56 1.6
척도
사회적
상호작 34.77 11.38 44.11 10.62 38.67 5.82 50.20 7.63 35.00 11.96 47.60 7.45 26.71 9.72 46.86 5.91
용척도
적응
행동 24.55 6.01 32.89 7.13 29.83 3.87 37.83 2.64 28.70 6.86 37.25 2.66 27.36 6.25 36.79 2.46
척도
부적응
행동 25.50 5.47 12.67 5.80 19.00 6.29 9.20 .45 16.09 6.17 10.00 2.07 15.85 7.07 10.62 2.29
척도
남

외현화

2. 연령별 정서․행동문제 변화

2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얻어진 K-ESP의 척도 점수들을 근거로 연령별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격적행동 척도 점수는 모든 연령(3-5세)에서 2년
이 지난 후에 감소하였다. 즉 공격적행동 척도의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에서 3세는
2.10점, 4세는 1.46점, 5세는 2.10점이 낮게 나왔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점수는 모든 연
령(3-5세)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증가하였다. 즉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의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에서 3세는 5.33점, 4세는 11.54점, 5세는 5.3점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총빈도
척도에 해당하는 적응행동 척도에서도 모든 연령(3-5세)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증가하였
다. 적응행동 척도에서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의 점수가 3세는 4.5점, 4세는 6점, 5세
는 4.5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행동 척도 점수에서 모든 연령(3-5세)의 유아들이 2
년이 지난 후에 부적응행동이 감소되었다. 3세는 7.72점, 4세는 4.39점, 5세는 7.73점이 감
소되었다. 이와 같은 척도 점수들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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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Fisher Z transformation
로 실시하였다. 연령별 각 집단의 1차· 2차 척도 점수와 문항-총점 상관의 차이검증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3세는 ‘성질부리기(z = 3.60, p < .01)’문
항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소유물 손상, 부적절한 감정, 교사 경고 무시’문항은 차이
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4세는 ‘성인들에게 폭행(z = 2.94, p < .01), 소유물 손상(z = 2.36,
p < .05), 교사 경고 무시(z = 2.48,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되었고, ‘성질 부리
기, 부적절한 감정’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5세는 ‘부적절한 감정, 교
사 경고 무시, 놀림당함’ 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3세는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반응, 규칙들에 도전, 소란 피움, 교사 관심 요구됨, 짜증,
행동통제 필요’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4세는 9문항 중 ‘부적절한 행동(z =
2.34, p < .05) 1문항만 유의미하게 변화가 되었고, 8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5
세는 9문항 중 ‘부적절한 행동(z = 3.18,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활동 참
여 거절,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반응, 규칙들에 도전, 소란 피움, 교사 관심 요구됨, 짜
증, 행동통제 필요’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부적응행동 척도는 3세-5세 전반적
으로 안정적이었다. 공격적행동 척도 문항에서는 4세 유아가 가장 많은 문항에서 변화를
보였으며, 3세와 5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일부 문항은 감소하였다. 부적응행동 척
도에서는 모든 연령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였으며, 일부 문항의 부적응행동은 감소되
었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 3세와 4세는 8문항 중 ‘리더(3세
z = 3.71, p < .01, 4세 z = 2.93, p < .01)’문항만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7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5세는 8문항 ‘또래들에게 반응함(z = 2.38, p < .05), 긴 대화에 참여
(z = 2.45,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되었고, 6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적응행동 척도에서 3세는 8문항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4세는
8문항 중 ‘교사 지시 따름(z = -4.73, p < .01), 긍정적상호작용(z = -3.53, p < .01)’문항
은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6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5세는 8문항 중
‘순서와 방법 따름(z = 2.83, p < .01), 집단활동 참여(z = 2.64, p < .01)’문항은 유의미하
게 변화되었고, 6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3. 성별 정서․행동문제

2년이 경과한 후 성별에 따른 K-ESP 척도 점수를 살펴보면, 공격적행동 척도 총점에
서 남아와 여아 모두 감소하였으며, 남아는 2.33점, 여아는 1.22점 감소하여 남아가 여아
보다 더 감소되었다. 또한 공격적행동 척도 모든 문항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 2년이 경
과한 후에 감소하였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모든 문항의 점수와 총점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총점이 1차에 비해 2차에서 남아는

<표 4> 연령별 K-ESP 척도 점수 및 차이검증(2년간 자료)

3세집단
4세집단
5세집단
척도
점
수
문항-총
점
상관
척도
점
수
문항-총
점
상관
척도
점
수
문항-총점 상관
문항
1차
2차 1차 상관2차 상관Fisher‘s Z 1차
2차 1차 상관 2차 상관 Fisher‘s Z 1차
2차 1차 상관 2차 상관Fisher‘s Z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성질부리기 1.71 1.05 1.00 .00 .87** .41* 3.60** 1.64 1.03 1.46 .78 .91** .81** 1.41 1.71 1.05 1.00 .00 .72** 0 3.42**
2. 성인들에게 폭행 1.03 .17 1.00 .00 0 .07 -2.27 1.14 .45 1.17 .64 .92** .60** 2.94** 1.03 .17 1.00 .00 .47** 0 1.93
물 손상
1.29 .62 1.00 .00 .65** .58** 0.46 1.46 .88 1.25 .68 .96** .84** 2.36* 1.29 .62 1.00 .00 .53** 0 2.25*
공격적행동 3.4. 소유
부적
절한 감정 1.54 .89 1.03 .19 .71** .80** -0.87 1.75 1.00 1.29 .62 .89** .77**
.89 1.03 .19 .61** .75** -1.0
척도 5. 교사 경고 무시 1.40 .74 1.10 .31 .68** .76** -0.60 1.57 .88 1.17 .48 .97** .86** 2.41.308* 1.54
1.40 .74 1.10 .31 .76** .61** 1.05
6. 놀림당함
1.29 .67 1.03 .19 .36* .00 1.46 1.54 .74 1.00 .00 0 .79** -3.64* 1.29 .67 1.03 .19 .54** .75** -1.40
총점 8.26 4.14 6.16 .69
8.80 4.98 7.34 3.20
8.26 1.41 6.16 .69
1. 또래들에게반응함 5.60 1.48 6.28 .65 .80** .64** 1.29 5.25 1.21 6.67 .56 .88** .73** 1.57 5.60 1.48 6.28 .65 .86** .58** 2.38*
2. 긴 대화에 참여 5.89 1.47 6.10 .72 .83** .92** -1.46 5.36 1.47 6.62 .71 .91** .88** 0.51 5.89 1.47 6.10 .72 .90** .68** 2.45*
3. 웃음 공유 5.80 1.39 6.10 .82 .91** .88** 0.76 5.50 1.04 6.71 .69 .91** .89** 0.32 5.80 1.39 6.10 .82 .83** .79** 0.40
의자발적 참여 4.74 1.74 5.86 1.03 .85** .87** -0.31 4.75 1.55 6.71 .91 .93** .87** 1.02 .4.74 1.74 5.86 1.03 .93** .87** 1.10
사회적 4.5. 토자발적으로
1.74 5.83 1.07 .91** .85** 0.98 5.39 1.52 6.50 1.02 .80** .83** -0.23 5.49 1.74 5.83 1.07 .83** .81** 0.21
상호작용 6. 리더 말함 5.49
3.46 1.98 5.14 1.66 .88** .40* 3.71** 4.36 1.83 5.79 1.82 .93** .67** 2.93** 3.46 1.98 5.14 1.66 .65** .71** -0.43
7. 또래들과과제수행 5.23 1.83 5.79 .98 .89** .88** 0.21 4.71 1.61 6.63 1.06 .93** .94** -0.35 5.23 1.83 5.79 .98 .82** .71** 1.01
8. 또래들에게시도함 5.74 1.62 6.14 .79 .93** .88** 1.09 5.39 1.20 6.63 1.06 .91** .91**
0.01 5.74 1.62 6.14 .79 .89** .83** 0.88
총점 41.94 11.01 47.24 5.80
40.71 10.29 52.25 6.44
41.94 11.01 47.24 5.80
1. 순서와 방법 따름 4.23 .88 4.73 .45 .64** .72** -0.55 4.36 .78 4.75 .53 .82** .92** -1.44 4.23 .88 4.73 .45 .90** .62** 2.83**
2. 또래 관심 얻음 3.77 1.03 4.70 .47 .86** .89** -0.44 3.82 .86 4.75 .68 .81** .92** -1.60 3.77 1.03 4.70 .47 .74** .64** 0.67
3. 화적절하게표현 3.80 1.08 4.53 .57 .59** .70** -0.75 3.64 .95 4.54 .83 .91** .86** 0.82 3.80 1.08 4.53 .57 .77** .60** 1.24
4.09 .92 4.30 .70 .80** .74** 0.60 4.00 .72 4.62 .77 .89** .94** -0.95 4.09 .92 4.30 .70 .80** .75** 0.44
적응행동 4.5. 협력
교사
관
심 얻음 4.14 .88 4.47 .57 .83** .85** -0.22 3.79 1.13 4.67 .70 .90** .92** -0.50 4.14 .88 4.45 .57 .75** .70** 0.38
척도 6. 집단활동 참여 4.31 1.13 4.73 .52 .78** .88** -1.19 4.00 .94 4.71 .69 .90** .96** -1.43 4.31 1.13 4.73 .52 .93** .74** 2.64**
7. 교사 지시 따름 4.17 .82 4.67 .48 .67** .84** -1.60 3.93 .94 4.75 .68 .77** .98** -4.73** 4.17 .82 4.67 .48 .80** .72** 0.70
8. 긍정적 상호작용 3.89 1.16 4.80 .41 .79** .89** -1.39 4.00 .86 4.75 .68 .88** .98** -3.53** 3.89 1.16 4.80 .41 .76** .86** -1.10
총점 32.43 6.38 36.93 2.92
31.54 6.19 37.54 5.18
32.43 6.38 36.93 2.92
1. 활동 참여 거절 2.17 1.10 1.07 .37 .07 .79** -3.90** 2.00 .98 1.21 .59 .57** .73** -0.92 2.21 1.09 1.07 .38 .59** .71** -0.78
2. 부적절한 행동 1.86 1.29 1.00 .27 .85** .69** 1.55 1.57 .96 1.21 .51 .95** .82** 2.34* 1.88 1.30 1.00 .27 .93** .67** 3.18*
3. 부적절한 반응 1.86 1.09 .97 .19 .56** .64** -0.46 1.36 .62 1.13 .45 .81** .93** -1.68 1.88 1.09 .96 .19 .90** .89** 0.24
들에 도전 1.91 1.17 1.00 .27 .91** .88** -0.76 1.71 .94 1.13 .45 .80** .93** -1.80 1.91 1.19 1.00 .27 .89** .74** 1.85
부적응행동 4.5. 규칙
소란 피움 1.60 1.03 1.07 .37 .82** .71** 1.11 1.54 .84 1.17 .48 .91** .85** 0.93 1.62 1.04 1.07 .38 .89** .76** 1.54
심 요구됨 2.34 1.35 1.07 .37 .81** .92** -1.88 2.21 1.34 1.25 .68 .87** .94** -1.28 2.32 1.36 1.07 .38 .67** .76** -0.56
척도 67.. 교사관
짜증
2.03 1.38 .97 .19 .69** .86** -1.82 1.79 1.03 1.17 .48 .85** .90** -0.69 2.06 1.39 .96 .19 .85** .89** -0.65
8. 행동통제 필요 1.57 .98 .97 .19 .91** .84** 1.14 1.43 .79 1.13 .61 .91** .95** -1.06 1.59 .99 .96 .19 .91** .89** 0.50
9. 과도한 애정표현 1.54 .98 1.07 .37 .50** .28 1.03 1.25 .59 1.13 .34 .56** .57** -0.11 1.44 .79 1.07 .38 .31 .76** -2.53*
총점 16.89 8.07 9.17 1.98
14.89 6.52 10.50 3.92
16.91 8.19 9.18 2.02
* p<.05, ** p<.01
K-ESP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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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점, 여아는 10.7점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총빈도 척도에 해당하는 적응행동 척도
총점에서도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에서 남아는 7.12점, 여아는 6.15점 높게 나왔고, 모
든 문항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 높게 나왔다. 또한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적응행동 척도
총점과 모든 문항의 점수가 1차 자료에 비해 2차 자료에서 낮게 나왔으며, 총점의 경우
남아는 8.3점, 여아는 4.38점 감소되어 남아가 여아보다 부적응행동이 더 많이 감소되었
다. 이와 같은 척도 점수들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척도들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Fisher Z transformation로 실시
하였다. 성별 각 집단의 1차· 2차 척도 점수와 문항-총점 상관의 차이검증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미하게 변화된 문
항은 없었다.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안정적인 문항은 남아의 경우 ‘성질부리기, 성인들에게
폭행, 소유물 손상, 부적절한 감정, 교사 경고 무시’문항이고, 여아의 경우는 ‘성질부리기,
부적절한 감정, 교사 경고 무시’문항이었다. 그리고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활동 참
여 거절(z = -2.88, p < .01), 교사관심 요구(z = -2.78, p < .01)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
되었고, 7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여아는 ‘부적절한 행동(z = 4.62, p < .01), 행
동통제 필요(z = 2.89, p < .01)’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가 나타났고, ‘활동 참여 거절, 부
적절한 반응, 규칙들에 도전, 교사 관심 요구됨, 짜증, 과도한 애정표현’문항은 차이가 없
이 안정적이었다.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에서 남아는 ‘또래들에게
반응함(z = 2.42, p < .05), 리더(z = 2.53,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 되었고, ‘긴
대화에 참여, 웃음 공유, 토의 자발적 참여, 자발적으로 말함, 또래들과 과제수행, 또래들
에게 시도함’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여아는 ‘또래들에게 반응함(z = 2.81, p <
.01)’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되었고, ‘긴 대화에 참여, 웃음 공유, 토의 자발적 참여, 자발
적으로 말함, 리더, 또래들과 과제수행, 또래들에게 시도함’문항은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
었다. 그리고 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순서와 방법 따름(z = -2.18, p < .05), 화 적절
하게 표현(z = -2.62, p < .01), 교사지시 따름(z = -2.94, p < .01)은 유의미하게 변화되
었고, ‘또래 관심 얻음, 협력, 교사 관심 얻음, 집단활동 참여, 긍정적 상호작용’문항은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여아는 ‘화 적절하게 표현(z = 2.04, p < .05), 협력(z
= 2.03, p < .05), 긍정적 상호작용(z = -2.41, p < .05)’문항은 유의미하게 변화 되었고,
‘순서와 방법 따름, 또래 관심 얻음, 교사 관심 얻음, 집단활동 참여, 교사지시 따름’문항
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안정적이었다.

IV. 논의
K-ESP의 2관문 척도들을 2년간 적용한 종단연구에 근거하여 3가지 측면 즉 행동성향
별, 연령별, 성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행동성향별 측면에서 문제행등은 시간이 경과

<표 5> 성별 K-ESP척도 점수 및 차이검증(2년간 자료)

K-ESP척도

문항

1. 성질부리기
2. 성인들에게 폭행
물 손상
공격적행동 3.4. 소유
부적
한 감정
척도 5. 교사절경고
무시
6. 놀림당함
총점
1. 또래들에게 반응함
2. 긴 대화에 참여
3. 웃음 공유
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4.5. 토자발적으로
말함
상호작용 6. 리더
7. 또래들과 과제수행
8. 또래들에게 시도함
총점
1. 순서와 방법 따름
2. 또래 관심 얻음
3. 화 적절하게 표현
적응행동 4.5. 협력
관심 얻음
척도 6. 교사
집단활동 참여
7. 교사 지시 따름
8. 긍정적 상호작용
총점
1. 활동 참여 거절
2. 부적절한 행동
3. 부적절한 반응
들에 도전
부적응행동 4.5. 규칙
소란 피움
척도 6. 교사 관심 요구됨
7. 짜증
8. 행동통제 필요
9. 과도한 애정표현
총점
* p < .05, ** p < .01

남아집단
척도
점수
점 상관
1차
2차 1차 상관문항-총
2차 상관 Fisher‘s Z
M SD M SD
2.06 1.14 1.36 .69 .79** .72** 0.89
1.12 .41 1.08 .44 .53** .71** -1.58
1.55 .91 1.16 .55 .70** .82** -1.49
1.79 1.13 1.30 .76 .71** .77** -0.68
1.91 1.16 1.30 .61 .78** .78** 0.03
1.12 .75 1.02 .14 .45** .05 2.28*
9.55 5.50 7.22 3.19
4.61 1.92 6.24 1.04 .84** .64** 2.42*
4.79 1.80 6.18 1.04 .91** .86** 1.14
5.18 1.61 6.26 .96 .85** .82** 0.55
3.97 1.92 6.06 1.28 .91** .89** 0.55
4.65 1.91 5.82 1.51 .88** .86** 0.39
3.17 1.85 5.02 1.92 .83** .61** 2.53*
3.80 1.96 5.88 1.32 .88** .90** -0.47
4.70 1.98 6.16 1.08 .92** .89** 0.86
34.85 13.02 47.62 8.10
3.76 1.00 4.48 .74 .75** .88** -2.18*
3.24 1.12 4.38 .90 .88** .91** -0.81
3.13 1.19 4.26 .96 .71** .88** -2.62**
3.51 1.16 4.30 .89 .87** .90** -0.74
3.61 1.07 4.32 .89 .82** .90** -1.66
3.69 1.22 4.38 .88 .87** .92** -1.37
3.66 1.09 4.42 .99 .76** .92** -2.94**
3.46 1.44 4.52 .74 .84** .86** -0.37
27.94 7.36 35.06 6.27
2.01 1.01 1.14 .50 .48** .79** -2.88**
2.12 1.23 1.16 .47 .91** .82** 1.88
1.91 .95 1.14 .50 .69** .74** -0.53
2.25 1.16 1.26 .66 .79** .83** -0.66
2.03 1.29 1.28 .67 .87** .84** 0.66
2.85 1.41 1.30 .84 .81** .93** -2.78**
2.27 1.37 1.26 .63 .82** .88** -1.20
2.13 1.42 1.10 .51 .88** .85** 0.75
1.84 1.39 1.14 .45 .43** .51** -0.48
19.08 7.94 10.78 4.25

여아집단
척도
점수
문항-총점 상관
1차
2차
M SD M SD 1차 상관 2차 상관 Fisher‘s Z
1.74 1.02 1.09 .30 .73** .68**
0.50
1.03 .18 1.02 .14 .37** .65** -0.10
1.15 .54 1.06 .23 .39** .66** -2.07*
1.40 .90 1.21 .66 .79** .75**
0.58
1.32 .78 1.11 .32 .72** .60**
1.13
1.09 .76 1.02 .14 .59** .17
2.60**
7.73 4.18 6.51 1.79
4.95 1.89 6.40 .88 .87** .66** 2.81**
5.21 1.88 6.49 .78 .85** .78**
1.14
5.00 1.72 6.25 1.02 .90** .85**
1.07
4.48 2.07 6.17 1.03 .88** .84**
0.98
5.01 1.90 6.08 1.19 .88** .80**
1.51
3.68 2.25 4.75 2.21 .80** .63**
1.90
4.45 2.14 6.09 1.06 .90** .81**
1.88
5.00 1.89 6.36 1.04 .89** .89**
0.05
37.88 13.60 48.58 7.04
4.24 .94 4.70 .50 .81** .67**
1.57
3.55 1.14 4.63 .62 .80** .80**
0.09
3.31 1.22 4.59 .60 .74** .51** 2.04*
3.74 .94 4.52 .64 .81** .63** 2.03*
4.05 .97 4.65 .52 .75** .79** -0.52
4.13 1.14 4.67 .70 .88** .86**
0.38
4.32 .90 4.70 .50 .67** .76** -0.97
3.81 1.27 4.76 .51 .79** .91** -2.41*
31.07 6.48 37.22 3.40
1.98 1.01 1.19 .48 .55** .65** -0.88
1.48 .88 1.08 .27 .88** .44** 4.62**
1.52 .82 1.02 .14 .79** .60**
1.96
1.48 .84 1.08 .27 .82** .70**
1.50
1.38 .79 1.11 .32 .80** .33** 3.98**
1.94 1.19 1.17 .51 .68** .57**
0.87
1.86 1.29 1.15 .41 .80** .63**
1.87
1.43 1.07 1.02 .14 .85** .60** 2.89**
1.83 1.43 1.21 .45 .54** .44**
0.70
14.40 5.90 10.0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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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도 지속되는 안정성(연속적)측면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제행동이 변화하는
비연속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외현화
집단과 내재화집단 모두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공격적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
도)와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사회적상호작용 척도, 적응행동 척도)에서 전반적으
로 안정성을 보였다. 특히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외현화집단의 경우 공격적행
동 척도 6문항 중 5문항, 부적응행동 척도 9문항 중 5문항, 내재적집단의 경우 공격적행
동 척도의 6문항 중 5문항, 부적응행동 척도 9문항 중 6문항이 1차자료(2014년)와 2차자
료(2016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 행동 척도의 총
15문항 중 외현화집단의 경우 67%, 내재화집단의 경우 73%의 문항이 안정적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시간이 경과해도 문제행동은 지속된다는 Smith et al.(2004)의 주장 및
반사회적 행동은 안정적이라는 Patterson 등(1992)의 견해와 상통하였다. 그리고 1년 추
적연구를 통해 유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는 윤현수 등
(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으며,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남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 50%, 외
현화 문제 70%이상, 여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 65%가 1년 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결과(윤
현수 등, 2011)는 여아의 외현화 문제를 제외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본 연구와 상통하였
다.
문제행동의 변화(비연속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현화집단과 내재화집단은 긍정적 행
동을 측정하는 척도와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는 문항이 일
부 있었다.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의 총 15문항 중
외현화집단은 5문항(33%), 내재화집단은 4문항(27%)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
다. 이런 결과는 유·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Wicks-Nelson과
Israel(2011)의 제안과 상통하였다. Wicks-Nelson과 Israel(2011)은 학령전기에 공격적이었
던 대상이 청소년기에는 공격적이지 않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였
으며, 조기 발병경로는 청소년기 발병경로보다 덜 일반적이다고 하였다(정명숙외 역,
2011). 같은 맥락에서 Wicks-Nelson과 Israel(2011)은 일찍 발병한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안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동은 발달과정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인
다고 하였다.
문제행동의 변화(비연속적) 측면에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외현화 집단과 내재화 집단
이 성별에 따라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차이점은 외현화집단 여아가 공격적
행동 척도에서 남아보다 좀 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즉 외현화집단의 경우, 공격적행동
척도는 1차에 비해 2차에서 여아가 남아 보다 척도의 평균 총점이 더 많이 감소{남아
3.46점 감소, 여아 4.30점 감소; 남아 1차 2차 상관 .85(p < .05), 여아 유의한 상관 없음}
되어 여아가 좀 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부적응행동 척도는 남아가 여아 보다 더 많이
감소(남아 12.83점 감소, 여아 9.8점 감소)하여 남아가 여아 보다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1차와 2차의 상관에서 남아는 .71(p < .05)로 높은 안정성을 보였고, 여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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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차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좀 더 많은 결과는 6세 여아와 남아를 대상으로 외현화 · 내재화 문제의 안정성 및 변화
에 대해 연구한 Hammarberg와 Hagekull(2006)은 여아가 남아 보다 외현화 문제에서 긍
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결과와 상통하였다. 또한 윤현수 등(2011)은 1년이 지난 후에 남
아의 외현화 문제는 많이 안정적이었지만, 여아의 외현화 문제는 지속된 유아가 없었음을
밝히고 여아의 경우 유아기에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윤현수 등(2011)의 이런 결과는 본 연
구의 외현화 여아의 공격적행동 척도의 긍정적 변화와 상통하였으며, 외현화 문제에 해당
되는 공격적행동 척도에서 남아의 1차와 2차 상관이 .85(p < .05)로 높은 안정성을 보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내재화집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정적 행
동(공격적행동 척도,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즉 공
격적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차 보다 2차에서 1.95점 감소하였고, 여아는 0.72점 감소하였
으며,,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남아는 1차 보다 2차에서 6.09점 감소하였고, 여아는 5.23점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재화집단의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적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
1차와 2차 자료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Hammarberg와
Hagekull(2006)이 내재화 문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결과와
상통하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2년간 종단연구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행동(공격적 행동, 부적응 행
동)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변화가 있었
다. 공격적행동 척도 및 부적응행동 척도 점수에서 모든 연령(3-5세)의 유아들이 2년이 지
난 후에 공격적행동과 부적응행동이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문항은
‘성질부리기(3세), 소유물 손상(4세), 성인들에게 폭행(4세), 교사경고 무시(4세), 부적절한
행동(3세, 4세)’이었으며, 그 외의 문항은 안정적이었다. 연령별 유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
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아기 정서 및 행동문제는 지속된다는 연구(Smith et al., 2004)와 일
치하며, 정서 및 행동문제가 일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사회적 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
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한다(황혜정, 1996)는 점과 일치하
였다. 연령별 변화 측면에서 특이할 만한 발견은 전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4세 유아가 6세가 된 2년 후에는 공격적 행동이 유의미한
변화를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공격성의 경우 나이가 어린 2-3세는 도구적 공격성이 나타
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구적 공격성이 점점 줄어드는 점(정옥분, 2006)과 ‘소유물 손
상’이 유의미하게 감소를 보인 결과는 상통하였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 6세를 전후로 도
구적 공격성이 적대적 공격성으로 변화(강위영 외, 1999)되는 시점에서 도구적 공격성이
감소되었는지는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유아의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척도 및 적응행동 척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측면과 안정성을
띤 부분이 함께 나타났다. 3-4세 유아의 사회적상호작용 능력은 2년이 경과한 5-6세에 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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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향상된 문항은 ‘리더’였고, 5세가 2년이 경과한 7세에 유의미하게 향상된 문항은
‘또래들에게 반응, 긴 대화에 참여’였다. ‘리더’의 향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관리능력
및 건설적인 사고영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더쉽이 발달한다는 임은경, 유연옥(2012)과 일
치하였다. 하지영, 서소정(2012)은 영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경향을 연구한 결과
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중 ‘도움주기/나누기, 애정적 신체접촉하기, 자기의견 제안하기, 도
움 요구하기, 또래 모방하기, 승인/인정 요구하기’는 안정성을 보였고, ‘대화/미소짓기/웃기’
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측면에서는 감소된 부분(언어적 공격과 거절하
기)과 안정적인 부분(신체적 공격과 방해하기)이 함께 보였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안정성측면과 변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상통하였
다. 본 연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유아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적응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소된다는(Campbell et al., 2000) 변화 측면과 유아기의 문제
행동은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Smith et al., 2004)는 안정성 측면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임
을 뒷받침하였다.
셋째, 정서·행동문제의 성별에 대한 2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
동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Rutter et al., 1970; Wang et al., 1989)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4개척도 중 부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성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 1차
· 2차 자료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성 및
불순응행동 등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남아가 여아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Lavigne et
al.(199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교사 지각에 의한 유아의 문제행동 분석(장영숙, 조정애,
2000)에서도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긍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와 적응행동 척도에서 1차
2차 자료 모두 여아가 남아 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연
구한 Walker와 Severson(1992)의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와 적응행동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도 상통하였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여아가 남아 보다 높게 나타
난다는 장보경, 이연규(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적응행동척도의 문항에 해당하는
‘화 적절하게 표현’문항에서 여아는 남아 보다 1차 및 2차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분노의 시간이나 빈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시간동안 높은 빈도를 보인다(강
위영 외, 1999)는 점과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4개의 척도가 전반
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특히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적행동 척도의 모든 문항(문항-총점이
.40미만 문항 제외)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이런 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
문제행동(내재화 및 외현화)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
한다는 연구(윤현수 외, 2011)와 상통하였다. 공격성 및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높은 안정성은 보이고, 내재화 문제는 낮은 안정성을 보인다 점(Rose et
al., 1989)과 본 연구에서 공격적행동 척도의 높은 안정성을 보인점은 상통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인 반면에 일부 문항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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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상호작용 척도(‘또래들에게 반응함, 리더’), 적응행동(‘순서와 방법 따름, 화 적절
하게 표현, 교사 지시 따름’) 및 부적응행동 척도(‘활동 참여 거절, 교사 관심 요구됨’), 여
아는 사회적상호작용(‘또래들에게 반응함’), 적응행동(‘화 적절하게 표현, 협력’), 부적응행
동(‘부적절한 행동, 소란 피움, 행동통제 필요’)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즉 긍정적 행
동 증가 문항은 남아가 많았고, 부정적 행동 감소는 여아가 많았다.
2년간의 시간 경과를 통해 유아기의 정서·행동 문제를 행동성향별, 연령별, 성별로 나
눠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변화가 함께 나타났으나 K-ESP 문항 중 안정성을
보인 문항이 변화를 보인 문항 보다 많았다. 따라서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안정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을 고려
하여 적절한 조기중재를 통한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이 필요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스럽게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기의 문제행동 지도 및 부모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행동성향별 정서․행
동문제 변화를 알아본 결과, 외현화 및 내재화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적 행동에서 안
정성(연속성)을 보였으나. 일부는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는 비연속성을 보였다. 그리고 긍
정적 행동도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였으나, 일부 긍정적 행동이 향상하는 비연속성을 보
였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른 연령별 정서․행동문제 변화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3세
-5세 유아의 부정적 행동과 긍정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긍정적 행
동은 향상되고, 일부 부정적 행동은 감소되었다. 셋째, 시간경과에 따른 성별 정서․행동
문제 변화를 알아본 결과, 부정적 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문제행동의 안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긍정적 행동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좀 더 안정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년간의 종단연구라는 점과 외현화집단 여아의 수가 적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좀 더 장기종단연구를 통해 정서․행동문제의 발달 경향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서․행동문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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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Study on Children’s Emotional․Behavioral
Problem Over Time: Focusing on 2-year
Longitudinal Study Applying K-ESP
Jin Heung-shin(Nambu University)
Chau Ngoc Hieu(Nambu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hang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fter two years by
age, gender, and behavior disposition were examin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5 children between 3 and 5 years old who attended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isher Z trans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groups showed stability (continuity) 2 years later
in aggressive behavior scale and maladaptive behavior scale on the whole over time.
However, some items showed discontinuity, where negative behavior decreased. And
stability was shown on the whole in social interaction scale and adaptive behavior
scale as well, but discontinuity was shown, where some positive behaviors improved.
Second, children aged 3 years-5 years was stable on the whole in aggressive
behavior scale, maladaptive behavior scale, social interaction scale and adaptive
behavior scale 2 years later. However, some positive behaviors improved, and some
negative behaviors decreased. Third, in a change according to gender over time, male
children showed higher stability of the challenging behavior than female children in
aggressive behavior scale and maladaptive behavior scale. And female children showed
a little more stability that male children in social interaction scale and adaptive
behavior sca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hanges and
persistence(stabilit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ver time we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Stability, Aggressive Behavior Scale(ABS), Social Interaction Scale(SIS),
Combined Frequency Index(CFI; Adaptive Behavior, Maladap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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