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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aProblem Behavior
RatingScaleforYoungChildren

Go,Hyun
Advisor:Prof.Yoon,Cho-Hee,Ph.D.
DepartmentofEducation
GraduateSchool
ChosunUniversity

Thepurposeofthepresentstudywastodevelopaproblem behaviorrating
scaleforyoungchildrenandtoverifyitsadequacy.Researchquestionstobe
answeredforthispurposeareasfollows.
Question1:How validistheratingscaleforyoungchildren’sproblem behavior
developedinthisstudy?
Question2:How discriminativearethequestionsintheratingscaleforyoung
children’sproblem behaviordevelopedinthisstudy?
Question 3:How reliable is the rating scale for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developedinthisstudy?
Inordertoanswerthesequestions,weconductedthreepreliminarystudiesfor
constructing and drafting questions and a validation study forverifying the
adequacyoftheratingscale.Thepreliminarystudiesfordraftingquestionswere
conductedfrom January7toApril9,2006.Beforethepreliminarystudies,we
reviewedpreviousresearchonyoungchildren’sproblem behaviorandexamined
existingratingscalesforyoungchildren’sproblem behavior.Basedonthereview,
atotalof216preliminaryquestionsweredeveloped.The1stpreliminarystudyfor
testingfacevaliditywasconductedwith10fieldteachers,the2ndonewith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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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sinearlychildhoodeducation,andthe3rdonewith50teachersand50
parents.Throughtheseprocedures,44questionswereadoptedfinallyfortesting
theirvalidityandreliability.
Thevalidationstudywasconductedfrom May3toJune24,2006.Thesubjects
ofthestudywere3163～5yearoldchildrenattendingoneof11earlychildhood
educationinstitutionsinlargecities,small/medium cities,townsandvillages.The
concurrentvalidityandthetest-retestreliabilityofthescalewereverifiedwith
127childrenselectedoutofthe316children,andthediscriminativevalidityofthe
questionswastestedwith158children whobelongedtothetop25% orthe
bottom 25%,basedonthemeanscoreofthescale.
Themethodsofdatacollectionandanalysiswereasfollows.Inordertoanswer
Question1“How validistheratingscaleforyoungchildren’sproblem behavior
developedinthisstudy,”theconstructvalidityandconcurrentvalidityofthescale
were analyzed.The constructvalidity was tes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esusingSPSS15.0andconfirmatoryfactoranalysesusingAMOS7.0.In
ordertotestconcurrentvalidity,Pearson’sproductmomentcorrelationcoefficient
wascalculated between theproblem behaviorrating scaleforyoung children
developedinthisstudyandK-CBCL whichwasdevelopedbyAchenbachand
Edelbrock(1983)andtranslatedbyOh,Lee,Hong,andHa(1997).
InordertoanswerQuestion2“How discriminativearethequestionsinthe
ratingscaleforyoungchildren’sproblem behaviordevelopedinthisstudy,” tests
wereperformedonthebehaviorscoresofthechildrenbelongingtothetop25%
orthebottom 25%,basedonthemeanscoreofthescale.
InordertoanswerQuestion3“How reliableistherating scaleforyoung
children’sproblem behaviordevelopedinthisstudy,”Pearson’sproductmoment
correlationcoefficient wascalculatedbetweeneachquestionitem andthetotal
scoreoftheratingscale.Inaddition,Cronbach α wascalculatedforverifyingthe
reliabilityofthescalebasedoninternalconsistencyamongthequestionitems.
Finally,test-retestreliabilitywas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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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First,theresultsoftheexploratoryfactoranalysisfortesting theconstruct
validityoftheratingscaleshowedthatthefactorsrelatedtoproblem behavior
werepeerrelation,development,basiclifehabit,emotion,moralityandsex,and
thatthefactorloading ofeachfactorrangedbetween.419and.819.Thesix
factorsexplainedaround51% ofthewholevariance.Inaddition,theresultsofthe
confirmatoryfactoranalysisshowedthatthegoodnessoffitofthemeasurement
modelrepresentedbyavarietyofindexeswasacceptable.Astheindicatorof
concurrentvalidity,thecorrelationoftheratingscaledevelopedinthisstudyand
K-CBCLwas.688,whichindicatedarelativelyhighcorrelationbetweenthetwo
measures.Consequently,theratingscaledevelopedinthisstudywasfoundto
haveconstructandconcurrentvalidity.
Second,thestandarddeviationforeachquestioninthescalewasfoundto
rangefrom .35to.95,showingthatthedistributionofthechildren’sresponses
wasnottoonarrow.Alsotheresultsoftheanalysisforthediscriminativevalidity
ofthequestionsshowed thatthetop 25% and bottom 25% groupsshowed
significantdifferencesineachquestionitem andeachfactorat α <.001.This
suggeststhattheratingscalecandiscriminatebetweenagroupinwhichproblem
behaviors are observed frequently and one in which problem behaviors are
observedinfrequently.
Third,theresultsofthereliabilityanalysesshowedthatthecorrelationbetween
thescoreofeachquestionandthetotalscoreofthescalerangedbetween.33
6～.687,andthecorrelationbetweenthescoreofeachsub‐factorandthetotal
scorerangedbetween.530～.874.Thissuggeststhatthequestionsandthesub
factorsoftheratingscalearehomogeneousintheinternalstructure.Inaddition,
theinternalagreementofthescalerangedbetween.69～.90,showingthatthe
questionsoftheratingscalearehomogeneousandhavehighlyreliableinternal
consistency.Furthermore,theresultsofthecorrelationalanalysisofthetestand
retestscoresshowedthatthecorrelationcoefficientbetweenthetestand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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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ineachsub‐factorandthetotalscorerangedbetween.864～.897,proving
thattheratingscaleisreliable.
Inconclusion,theproblem behaviorratingscaleforyoungchildrendevelopedin
thisstudywasfoundtobevalidandreliablewithquestionsthatcandiscriminate
problem behaviorsobservedinchildren’severydaylife.Inaddition,unlikeother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s for young children,the currentrating scale
providesteachersandparentswithapreliminarydiagnostictoolcomposedofthe
samequestionitemsandamuchsmallernumberofitems.Thereforethecurrent
ratingscaleisconsideredtoenablebothteachersandparentstocollectobjective
andreliabledataonchildren’sproblem behaviorforeducational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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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유아들도 독
립적인 인격체로서,그리고 가정이나 유아문제행동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면서 성장해간다.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유아들도 사회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그러나 일부 유아들은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어리게 행동하거나 통상적
인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적응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이러한 유아 문제행동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
육적 조치나 임상적 치유를 제공하면 교정이 가능하지만,적절한 도움 없이 방치하면
학습 부진과 비행,우울증 등 보다 심각한 행동문제를 야기하거나 청소년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rber,1984).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유아교사들과 부모들은 물론,많은 연구자들에게도 관심과 연
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그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임
명희,1998;황혜신,황혜정,2001),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송
진숙,2002;유가효,윤요은,2002;장영숙,조정애,2000),성과 연령별 차이 등 개인차
에 대한 연구(오경자,이혜련,홍강의,1991;한미녀,2004),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미치
는 장ㆍ단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Graham & Rutter,1985)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만큼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학자마다
다르다.정상적인 또래집단에서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행동으로 문제행동을 정의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안창일,1983;정문자,1988),주어진 혹은 주변 상황에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반응행동으로 문제행동을 정의하는 연구자도 있다(성영혜,1992).전자는 문
제행동의 판단기준을 동일 연령대의 또래 반응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는 상황에 근거
하여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그밖에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임창재,
1998)이나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 등으로 문제행동이 정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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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현,1996).이들 정의를 통합하면 유아가 동일 연령대의 유아에게 기대되는 규범
적 반응을 벗어나 지도하기 힘든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문제행동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행동의 유형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되고 있다.일부 연구자는 관찰
가능 여부에 따라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현적 문제행동으로 이원적 분류를 하기도 하
며(황혜신,황혜정,2001;Achenbach& Eelbrock,1983;Loeber& Schmaling,1985),
일부는 두 가지 행동특성을 모두 보이는 혼합형 문제행동을 문제행동의 범주에 포함
하여 분류하기도 한다(황혜정,윤명희,강성빈,성낙운,황혜신,2002;Achenbach&
Edelbrock,1978).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현적 문
제행동으로 생활습관문제,예의범절 문제,또래관계 문제,도덕성 문제,과잉행동 등을
들 수 있으며 내현적 문제행동으로 우울증,강박증,불안증 등을 들 수 있다.두 가지
행동특성을 모두 보이는 혼합형 문제행동으로는 사회적 위축이나 미성숙 행동 등을
들 수 있다.하지만 기존에 소개된 문제행동의 유형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동시에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성 관련 문제 등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하
위요소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간명한 문제행동의 개념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개념과 문제행동을 구성하
는 하위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지향적인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은 모두 유아가 속한 가정이나 유아교육 기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
로,유아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유아기
문제행동은 대인관계,긍정적 자아개념,사회적 유능감,기관 적응이나 사회 적응 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경우 아동기나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친다(황혜정,2005;Graham & Rutter,1985;McGuire& Richman,1988;Richman,
Stevenson, Graham,1982).즉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부모나 교사가 그냥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학령기 자아개념이나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
기적으로는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사회생활을 할 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
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raham과 Rutter(1973)는 유아기에 문제행
동을 보인 사람의 75%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도 하였다.따라서 유아기의 문제행동 진단을 조기에 실시하고 진단에 따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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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 문제행동의 조기 진단은 부모에 의해 가능하다.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오랜 시
간동안 유아와 같이 생활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유아를 관찰할 수 있고 유아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서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자로
간주되어 왔다.그러나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녀의 문제를 관찰하거나 자녀의 행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행동 관찰을 유아교육 기관에 전적으
로 위탁,의지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유아행동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이 부모에게
서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에게로 분담됨에 따라,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관찰은 문제행동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내리는 평정은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판별에 있어서 보다 신뢰롭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illman& McDevitt,1980).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부모관찰에 비하여 유아
문제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관찰되는
유아 행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찰행동의 스펙트럼이 넓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반면 교사의 인성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편견이 작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Mcloughlin& Lewis,1981),문제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 유
형들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 비해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Green,Beck,Forehand,& Vosk,1980).즉 특정 유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
들 교사로 하여금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만 주의집중하게 하거나 관찰한 내용을 왜
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그와 더불어,오랜 시간동안 가까이에서 소수의
자녀를 관찰하는 부모에 비하여 단시간에 여러 명의 유아를 관찰해야 하는 교사는 관
찰행동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이처럼 부모나 교사 어느 한 쪽도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정
보를 통해 다각적으로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Hinshaw,Han,Erhardt,
& Huber,1992).그러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
해서 부모와 교사가 각각 주요한 정보제공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유아 문제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평정자로
참여시키고 있지만,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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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황혜정,2005;Achenbach,McConauhgy,& Howell,1987;Matsuuraet
al.,1993;McGeeetal.,1985;Rutter,Tizard,& Whitmore,1970).이러한 부모평정과
교사평정 간의 불일치는 맥락과 상황(가정,유아문제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
아 문제행동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예를 들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문제행동이나 사회적 기대 혹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문제행동들은 주로 유아문제행동
에서 관찰되는 반면,미성숙한 행동,습관,우울증 등은 가정에서 주로 관찰되는 행동
들이다.맥락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양상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문제행동의 발
생율도 어떤 맥락에서 평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평정자간 불일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맥락에 관련 없이 유사한 내용과 정도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이 부모와 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이다(Hinshaw,Han,Erhardt,& Huber,1992;McGeeetal.,1983).예를 들면,
황혜정(2005)은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를 별도로 제작하여 부모와 교사의 기준점
수를 비교하였는데 두 평정자 간의 기준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이 연구에서
부모평정에 의해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아의 수는 교사평정에 의해 판명
된 유아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정(2005)은 이에 대한 해석으로 많은 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에 비해 비교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모의 경우 문제
행동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진단을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혜정
(2005)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개발된 검사도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황혜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문항 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그러나 기존의 다른 연구들
(Achenbach,McConauhgy,& Howell,1987;Hinshaw,Han,Erhardt,& Huber,1992)
에서 사용된 부모용 검사도구와 교사용 검사도구는 상이한 하위 영역과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점수 간의 일치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에 따
라,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를 동일한 문항수와 내용으로 구성하여 맥락에 따른 차
이나 인식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히 비교하고 두 평정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가정과 유아문제행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측
면을 배제하고 두 환경에서 동시에 관찰될 수 있는 문제행동을 평정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은 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동시에 비교ㆍ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
아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타당하고 정확한 진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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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아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Achenbach와 Edelbrock(1983,
1991)의 CBCL(ChildBehaviorChecklist)을 비롯하여,K-CBCL(오경자,이혜련,홍
강의,하은혜,1997),PKBS(PreschoolandKindergartenBehaviorScales;Merrell,
1994),PBCL(PreschoolBehaviorChecklist;McGuire,& Richman,1988),유아 문제
행동 진단 검사도구(황혜정 외,2002;황혜정,2005)등이 국내ㆍ외에서 개발되었다.
이들 도구는 임상 장면과 교육 현장에서 유아 문제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
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도구들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내용
들이 많아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또한 임상학적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도구의 문항 내용은 일반 유아에게서 관찰하기 어려운 문제행동이 포함됨으로써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예를 들면,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
내의 일부 검사도구(황혜정 외,2002;황혜정,2005)도 120～125문항으로 문항수가 너
무 많고,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하위 요인(예:정신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그리고 평정주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검사도구가 부모용
또는 교사용으로 제작되거나 부모용/교사용 검사도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상이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평정주체의 인식이나 판단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
려운 제한점이 있다.또한 지나치게 많은 문항은 교사와 부모들로 하여금 중앙값에
체크하도록 하는 중심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
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우리나라의 유아를 대상으로 임상유아가
아닌 일반유아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문항구성과 내용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둘째,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보다 객관적인 진
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장소인 유아문제행동과 가정 모두에서 공통으로 관찰 가능
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셋째,부모와 교사가 제한된 시간 내
에 간편하게 문제행동을 평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문항으로만 검사도구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이처럼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
한 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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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나라 일반 유아에게서 관찰 가능한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가 공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개발된 검사도구는
임상적 진단 이전에 부모와 교사가 간편하게 유아의 문제행동 여부를 예비 진단하고,
필요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도움을 줄 것이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1-1.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1-2.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변별도는 어떠한가?
2-1.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어떠한가?
2-2.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 및 하위 영역 변별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1.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전체점수와 문항 및 하위 영역과의 상관

은 어떠한가?
3-2.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어떠한가?
3-3.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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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교사나 부모가 동일 연령대의 유아에게 기대하는 규범적 반응
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유아가 속한 사회의 통상적인 기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교육
적으로 지도하기 힘든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그 하위 구성요인은 또래관계 문제
행동,발달 문제행동,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도덕성 문제행동,정서적 문제행동,그
리고 성 문제행동이다.

2.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문제행동

또래관계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자발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따라서 또래관계 문제행동이란 비슷한 연령대
의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의미한
다.

3. 유아의 발달에 관한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응 수준을 벗어나 지
나치게 어리게 혹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문제행동

기본생활습관이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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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을 의미한다.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가정이나 유아
문제행동에서 기대되는 기본적인 예의,규칙,습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여 특별한 지
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유아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행동

도덕성이란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사회적 규
범을 이해하고 선악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심성
을 의미한다.도덕성 문제행동은 유아가 가정이나 유아문제행동에서 보편적으로 준수
해야 하는 근원적인 가치 규범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
다.

6. 유아의 정서에 관한 문제행동

정서문제란 유아가 내ㆍ외적인 환경변화에서 야기되는 자극에 대해 평형을 유지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반응으로,가정이나 유아문제행동 등 유아가 속한 사
회집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유아가 보여주는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으
로부터 벗어나는 정서반응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7. 유아의 성에 관한 문제행동

성 역할이란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자신이 속
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지식,태도,그리고 행동 양식을 의
미한다.성 역할에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며,이
러한 기대와 규준에 어긋나는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성과 관련된 표현을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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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문제행동의 개념

유아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정의하고,어
떻게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본 절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의 연구부터
최근의 연구까지 문제행동의 개념 정의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본 연
구에서 문제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행동의 정의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부터이다(신은혜,1984).1950년대 초기까지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사회
적 부적응(socialmaladjustmen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1950년대 이후부터는
Freud의 영향을 받아 정서장애(emotionaldisorder)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1960년대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한 문제행동은 그 범위와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문제행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된 1970년대에 Dinkmeyer와 McKay(1976)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손상을 주는
행동으로,상황의 요구에 맞지 않는 반응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이는 문제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
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 후,1980년대에 와서 안창일(1983)
은 문제행동을 정상적인 유아들의 행동과는 다른,다소 비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Garber(1984)는 연령이나 상황적 측면에서 정상 패턴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정문자(1988)는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지도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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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문제행동을 정의하고 있다.즉 1980년대는 부적절성의 기준을
상황적 측면 뿐 아니라 동일 연령대 유아의 정상적인 반응패턴으로 상정하는 관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또래집단 내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유아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이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까지 문제행동에 포함시키고 있
다.예를 들면,Harper(1984)는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보편적인 사회집단
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행동,특히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 또는 잠정적으로,그리
고 신체적․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보았다.또한 성영혜(1992)는 아동과 가정,학교,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 간
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 발생된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들 견해의
공통점은 유아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실패에 원인을 제공하
는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에 대하여 또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한미현(1996)은 유아가 속
한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즉 유
아가 가정,유아교육 기관,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가면서 유아 자신이 속해있
는 사회집단에서 인정하고 기대하는 규범적 반응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응을 보일 때 문제행동을 갖는다고 설명한다.이와 유사하게
Kauffman(2001)은 사회집단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과
관련하여,유아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다.특히 또래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상황에 적
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교육상 문제
가 되는 행위 등을 모두 문제행동의 정의 속에 포함시켜 가장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문제행동의 다양한 정의를 연도별로 비교ㆍ정리한 것으로서 문제
행동의 개념변천 과정을 보여준다.문제행동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는 요소는 권리침
해,또래와 다른 반응,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반응,교육상 문제를 야기하는 행
동,그리고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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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자자자 정정정 의의의
요요요소소소

권리
침해

또래와
다른
반응

부적절
한
반응

교육상
문제
어려움

사회적
기대나
규범
문제

Dinkmeyer&
McKay(1976)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손상을 주는 행동이며 상
황의 요구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 ○

안창일(1983)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정상적인 유아들과
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정상
적인 사회적 행동

○

Harper(1984) 유아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
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

Garber(1984)
연령별,상황별,발달관계 등 성장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기대되는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비정상
상태

○ ○

정문자(1988)
또래 아동의 수준에 기초해 일반적 행동으로 보
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적응에 있어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

○ ○

성영혜(1992) 아동과 가정,학교,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되는 행동 ○

한미현(1996)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이 발생 빈도
와 표출 정도에 있어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
어난 행동

○

양혜영(1997) 아동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이 과장되거나 왜
곡,실패한 행동 ○ ○

임창재(1998) 교육상 문제가 되는 행동 경향이나 성격 특성과
정서적,사회적 부적응 상태 ○ ○

박효숙(2000)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써,일반 부모나 교
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
기하는 행동

○ ○

Kauffman
(2001)

학문적,사회적,개인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교육
적 상황에 있어서 유아에게 알맞은 적절한 나이,
문화,인종적 규준에 부적합한 행동적,정서적 반
응을 수반하는 장애

○ ○ ○ ○

황혜정(2005)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

○ ○

<<<표표표 111>>>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정정정의의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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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정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초기에는 문제행동이 주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 및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비교적 협소하게 개념화되다가,1980
년대에는 발달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발달패턴에서 벗어난 반응행동으로 그 범
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0년대에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 문제행동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최근에는 지금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문제행동이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화되면서,유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사회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
까지 문제행동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이 중 동일 연령대의 또래에게 기대되는 행
동과 다른 행동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반응행동은 연구 시기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의 개념 정의에 포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개념 정의를 위한 기준은 두 가지이다.먼저,과거 문제행
동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모든 연구자
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행동의 요소는 ‘부적절성’이다.부적절성의 기준은
동일 연령대의 또래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행동일 수 있고,유아가 처해 있는 상황일
수 있으며,보다 넓게는 유아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집단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
동특성일 수 있다.여기서 공통요소는 행동의 부적절성이며 차이요소는 연구자마다
부적절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본 연구에서 부적절성의 판단 기준은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반응행동이나 유아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기대되는 규범
적 행동특성이다.
두 번째 기준은 문제행동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최근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최근의 문제행동 개념은 교육이나 지도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
다.문제행동이 단지 부적절한 반응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실제 부모나 교사
가 지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여 특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관점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이란 ‘교사나 부모가 동일 연령대의 유아에게
기대하는 규범적 반응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유아가 속한 사회의 통상적인 기대에 위
배되는 행동으로,교육적으로 지도하기 힘든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 13 -

2. 유아 문제행동의 유형

문제행동의 유형은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다.가짓수로 보았을 때 적게는 3가지
유형에서 많게는 1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유아 문
제행동의 유형을 유형의 가짓수에 기초하여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행동의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한 연구자로서 Behar와 Stringfield(1974)는 적대-
공격,걱정-불안,과잉행동-산만 유형으로 범주화하였으며,서용운(1978)은 학습상의
문제행동,행동상의 문제행동,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범주화하였다.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자인 Quay와 Werry(1972)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행동장
애,성격장애,미성숙,사회적 비행으로 범주화하였으며,Quay(1979)는 품행장애,불안
-위축,미성숙,사회화된 공격 장애로 범주화하였다.또한 임혜민(2003)은 유치원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또래관계 문제(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싸우는
문제),공격적․파괴적 문제행동(욕하기,때리기,물건 던지기),규칙․질서․예의․절
제의 문제(말을 함부로 하는 행동,거짓말,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실외․실내에서의 위험한 행동으로 범주화하였다.
Kirk(1972)는 문제행동을 공격적 행동,퇴행적 행동,신체적 행동,고립된 행동,두
려움의 표시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Walker(1983)도 과잉행동,위축,주의
산만,원활하지 못한 또래 관계,미성숙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장선철(1988)
은 신체발달상의 문제,생활습관상의 문제,사회성 발달상의 문제,정서 발달상의 문
제,정신 발달상의 문제로,한미현(1996)은 과잉 행동,불안 행동,위축행동,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강문희,강연집과 박혜련(1997),안영진과 이성숙
(1998)은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생활습관,지적 능력,사회성,정서 그리고 기타 행동상
의 문제로 범주화하였다.
7가지 유형 이상으로 분류한 연구자들 중,Willoughby,Kupersmidt와 Bryant
(2001)는 다른 유아에 대한 신체적 공격,놀리기,욕하기,논쟁,위협,물건 훔치기,거
짓말하기 등으로 분류하였으며,미래유아교육학연구회(1994)는 성격적 문제,정서적
문제,잘못된 습관형성,또래관계의 문제,도덕성 문제,언어적 문제,지적 문제,건강
및 신체적 문제,성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매우 포괄적인 범주를 보여준다.
10가지 유형 이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성격,습관,신체적 조건,언어,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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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학습 정서,성,대인관계,생활태도와 예절 등으로 분류하거나,활동 참여 상의
문제,또래관계에서의 문제,공격적․파괴적인 행동,도덕적인 문제,생활습관상의 문
제,규칙․질서․예의․절제의 문제,지적 학습에 관련된 문제,건강(신체 건강,위생,
안전)및 섭식 문제,의사소통 상의 문제,가정 및 가족(형제)관계의 문제,정서 및
사회적인 문제,성격 및 인성의 문제 등 1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임명희,1998).
더 나아가 Walker(1997)는 신체적 공격,심한 고집이나 떼쓰기,또래에 대한 적대적
반응,어른에 대한 반항 및 지시 무시,기물 파손,타인 방해,과잉 행동 등 17가지로,
Burks(1977)는 심한 자책,심한 불안,심한 위축,심한 의존,약한 자아력,약한 체력,
심한 공격성,심한 위축,심한 자학,울화,억제력 부족,주의력 부족 등 18가지로 문
제행동을 다양하게 범주화하였다.이와 같이 유아 문제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3가지
유형에서 18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문제행동을 대분류로 다시 폭넓게 분류하고
있는데,Achenbach와 Edelbrock(1978)은 문제행동을 내면화 증후군,외면화 증후군,
그리고 혼합증후군으로 나누면서,정신분열증,신체고통,강박증,우울증 등은 내면화
증후군으로,과잉행동,공격성,비행 등은 외면화 증후군으로,사회적 위축,미성숙행
동 등은 혼합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그 후 Achenbach과 Eelbrock(1983)은 외로움,
사회적 위축,불안,우울,두려움 등의 내면성 문제와 공격성,과잉운동,거짓말,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 등의 외형성 문제로 문제행동을 재분류하였다.Loeber와
Schmaling(1985)은 공개적인 행동(공격적,반항적인 행동)과 비공개적인 행동(도둑질,
사기,약물 남용,기물 파괴)으로,영국 교육부(DepartmentforEducation,1993)도 사
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성 문제와 정서적․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내면성 문제의 2
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황혜신과 황혜정(2001)이 다양한 문제행동 유형을 행동적인 문제와 내
재적 문제행동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그 후 좀 더 세분화하여 외현적인 문
제행동,내면적인 문제행동,외현적이거나 내면적인 문제행동에 포함되지 않는 혼합형
문제행동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황혜정 외,2002;황혜정,2005).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제행동의 유형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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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자자자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의의의 유유유형형형
Kirk
(1972)

공격적 행동
고립된 행동 퇴행적 행동 두려움의 표시

Quay&Werry
(1972) 사회적 비행 품행장애

미성숙 성격장애
Behar&
Stringfield
(1974)

적대-공격 과잉행동
주의산만

걱정
불안

Burks(1977) 약한 체력
심한 자책
심한 불안
심한 의존

Quay(1979) 사회화된 공격성 품행장애
미성숙

위축
불안

Walker(1983) 또래관계문제 미성숙 과잉행동
주의산만 위축

Loeber&
Schmaling(1985)반사회적 행동

장선철(1988) 사회성 관련
문제행동 신체 미발달 생활습관문제 정서문제

정신증
Achenbach
(1991) 공격적 행동 미성숙 과잉행동 위축행동

불안행동 성 문제
한미현(1996) 과잉공격 미성숙 불안,위축
미래유아교육학
연구회(1994) 또래관계문제

지적,언어적
미성숙
건강문제

습관문제 도덕성 문제 정서문제
성격문제 성 문제

강문희 외(1997)사회성 관련문제행동 지적 미성숙 생활습관문제 정서문제

Walker(1997)
신체적 공격,
타인 방해,
적대적
또래관계문제

떼쓰기
과잉행동
어른에 대한
반항

기물파손
심한 고집

임명희(1998)
활동참여문제
또래관계문제
의사소통문제

건강문제
학습문제
생활습관문제
섭식장애

규범,도덕문제
파괴

정서문제
성격문제

안영진,이성숙
(1998)

사회성 관련
문제행동 지적 미성숙 생활습관문제 정서문제

황혜신,황혜정
(2001) 외현적 문제 내재적 문제
Willoughby,
Kupersmidt,&
Bryant(2001)

놀리기,욕하기
논쟁,위협
신체적 공격

물건 훔치기
거짓말하기

임혜민(2003) 또래관계문제
예의,규칙문제
질서,절제문제
실내외 위험한
행동

파괴

<<<표표표 222>>>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의의의 유유유형형형



- 16 -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초기에는 공격적 행동이나 사회적 비행과 같이 다
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서용운,1978;Behar&
Stringfield,1974;Kirk,1972;Quay,1979;Quay& Werry,1972).유아도 성인처럼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행동의 대상으로 유아 주변의 또래 뿐 아니라 성인들도
강조되었지만,이러한 초기의 관심은 점차 성인보다 또래관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
고 있다(미래유아교육학연구회,1994;임명희,1998;임혜민,2003;Walker,1983;
Walker,1997;Willoughby,Kupersmidt,& Bryant,2001).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행동과 더불어,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언급
하고 있는 구성요인은 심한 두려움이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행동,불안한 행동,
심리적으로 위축된 행동과 같은 정서와 관련된 문제행동과 퇴행이나 미성숙 같은 유
아 자신의 발달과 관련된 행동들이다(한미현,1996;Achenbach,1991;Kirk,1972;
Quay& Werry,1972;Quay,1979;Walker,1983).
정서 관련 문제와 발달상 문제는 비교적 초기 연구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정서관련 문제는 일부 연구자(Achenbach,1991;황혜신,황혜정,2001)에 의해
내면적 문제로 정의되기도 하였다.내면적 문제는 외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
에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에 비하여 관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으면서도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현적 문제에 비하여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요망된다.
또한 초기연구에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발달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유
아기에 나타나는 미성숙 문제가 누적되어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유아발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범주에는 있
으나 또래보다 어린 행동을 보이는 것 또한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Achenbach
&Edelbrock,1983).
Behar와 Stringfield(1974)와 Walker(1983)는 과잉행동이나 주의산만 등을 문제행동
의 새로운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더불어,주의력이 저하되어 학습에 지속적으로
방해를 주는 행동(서용운,1978)또한 문제행동으로 제안되었다.1980년대 이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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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산만한 행동이나 학습문제 등이 생활습관 관련 문제행동에 포함되어
제시되면서 강조되고 있다(강문희 외,1997;미래유아교육학연구회,1994;안영진,이
성숙,1998;임명희,1998;장선철,1988;1994).생활습관문제는 주로 어른에 대한 반
응,섭식,예절,규칙,질서 등 공동체내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
야 할 생활습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기물파손,파괴적 행동,물건 훔치기,거짓말하기 등 도덕과 관련된 행동특
성이 문제행동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Walker,1997;Willoughby,
Kupersmidt,& Bryant,2001).같은 맥락에서 Turiel(1983)은 생명의 가치,정의,존엄
성,책임감,공정성 등의 도덕적 문제행동을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근에 미래유아교육연구회(1994)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성(性)과 관련된 행동을 문
제행동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성과 관련된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언급된 것은 최
근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유아 문제행동의 유형은 시기별로 강조되는 내용이 조
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초기에
서 최근까지 소개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유형을 통합하여 분류하면 크게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발달상의 문제,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제,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정서 문제,성과 관련된 문제 등 전반적으로 6가지 유형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
다.이중에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문제유형도 있지만,일부 유형은 비교적 최
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문제유형들이다.즉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미성
숙,정서적 부적응 행동 등은 초기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행동의 유형에 포함시키
고 있는 반면,성이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행동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본 연구에서 이들 6가지 유형의 선정은 문제행동의 독립적인 범주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최근까지 또는 최근 들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도출된 문제유형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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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유유유형형형의의의 구구구분분분
w공격적 행동
(적대,공격,
사회화된 공격)
w고립된 행동
w사회적 비행
w또래관계문제
w의사소통(논쟁,
위협,놀리기,
욕하기)
w외현성 문제

w퇴행적 행동(지적,
언어)
w품행장애
w신체발달(약한
체력)
w미성숙행동(떼쓰
기)

w과잉행동-주의산
만
w학습문제
w어른에대한반항
w생활습관
w섭식
w예의,규칙,질서,
절제,실내외
위험한 행동

w파손(기물파괴,
공격)
w심한 고집
w규범,도덕
(물건 훔치기,
거짓말하기

w정서문제
w걱정,위축,불안
w심한 자책
w성격장애
w심한 의존
w내면성,내재적
문제
w저 행동

w성(지나친
성적호기심.
성적 행동)

� � � � � �

강
조
점

w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w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w또래보다어린
미성숙한행동

w유아가속한
사회집단(가정,
교육기관)에서
기대되는
기본생활습관에
위배되는행동

w도덕적
규범이나
상황적적절성
판단

w우울,불안,
두려움등의
정서문제

w다른
사람에게
피해를주는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행동

� � � � � �

본연구와
관련된
문제행동
예시

w친구와어울리지
못하고주변을
맴돈다.
w친구를따돌린다.

w같은나이의
또래에비해
자신이참여한
활동이나작업을
마무리하지못한다.
w같은나이의
또래에비해어린
아이같은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w규칙을잘지키지
않는다.
w음식을먹을때
손,발,상체등을
많이움직인다.

w거짓말을자주
하고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w약속을잘
지키지않거나
그약속을모른
체한다.

w표정이밝지
못하고어두울
때가많다.
w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w자위행위를
자주한다.
w싫어하는
여아(남아)에
게강제로
뽀뽀를한다.

� � � � � �

도출된
문제행동
유형

또또또래래래관관관계계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발발발달달달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기기기본본본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도도도덕덕덕성성성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정정정서서서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성성성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표표표 333>>>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유유유형형형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666가가가지지지 유유유형형형의의의 도도도출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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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유아 문제행동 유형의 정의와 내용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 문제행동은 주로 대인관계나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동,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외되
는 고립된 행동이나 타인을 따돌리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타인의 범주에는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또래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이나 유아문제행동의 종사자들도 포함
된다.그러나 주로 또래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래관계 문제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발달상의 문제행동은 미성숙과 관련된 행동으로 퇴행,약한 체력,낮은 지적 능력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즉 동일한 발달단계의 또래에게서 기대되는
행동보다 어리게 보이거나 성숙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발달상의 문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아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기대하는 예의범절,규칙,질서 등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
은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으로 규정하였다.이에는 생활습관문제,예의범절문제 등이
포함된다.또래관계 문제가 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면,기본생활습관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행동이라는 점에서 두 유형이 차
별화된다.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도둑질,거짓말,공격적 행동,기물파손 등 공공의 이
득에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였다.기본생활습관 문제가 주로 생활습관과 관련
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도덕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서와 관련된 문제행동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로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
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걱정,불안,위축,성격문제,저행동,의존 등의 문제행동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기존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구성요인으로 자주
논의된 요소는 아니지만,최근 성과 관련하여 유치원 시기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
해야 한다는 정부방침(교육인적자원부,2006)에 따라,문제행동의 또 다른 범주로 규
정하였다.3～5세 유아가 흔히 보이는 성적행동의 정도를 넘어서서,지나치게 성적표
현을 한다거나 타인에게 성적행동을 나타낼 때 성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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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제행동의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이란 ‘교사나 부모가 동일 연령대의 유아에게 기대하는 규범
적 반응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유아가 속한 사회의 통상적인 기대에 위배되는 행동으
로,교육적으로 지도하기 힘든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그 구성요인으로 또래관계,
발달,기본생활습관,도덕성,정서,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도출되었다.본 절
에서는 이들 하위 구성요인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또래관계와 문제행동

또래(peer)란 사전적 의미로 ‘나이 정도가 서로 비슷한 무리’를 말한다.그러나 단순
히 연령이 같다는 점 외에도 정신적 및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한 아동으로서 사
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Rosenblum & Lewis,1999).
또래관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등으로 정
의된다(이영석,이경영,1989).즉 또래관계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동등한 입장
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최근 핵가족화에 따른 형제 수의 감소와 취업모의 증가로 인하여 유아들을 기관의
종일반에 의탁하는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또래관계가 증가하고 과거 가정 내에서 이
루어지던 인간관계가 감소되었다.따라서 유아들이 자신과 연령 및 발달 수준이 유사
한 또래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유아 발달에 있어 또래가 갖는 역할은 다양하다.비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개
념이 변화한다 할지라도,또래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주며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Youniss,1980).그리고 비록 일시적인 순
간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유아에게 있어서 또래는 흔히 부모의 가치에
버금가는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더 나아가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친밀
감과 유대감이 증가하게 되면 점차 심리적 속성과 유사한 관심에 기초하여 서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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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이
들 유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유하게 됨으로써
친구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유아의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대체로 언어와 행동에서 기인한다(윤경선,2006).예를 들어,신체적․언어적으로 공격
적이고 놀이에서도 다정하거나 우호적이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관계에
서 거부될 확률이 높다.마찬가지로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말을 많이 하며 싸움을 시
작하는 경향이 높은 유아들이나(Coie,Dodge,& Kupersmidt,1990),또래친구를 지배
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들(Schwartz,Dodge,& Coie,1993)은 또래관
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또래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유아는 학령기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따라서 또래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지도를 병행할 필요
가 있다.

2. 발달과 문제행동

발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 자라거나 나아지거나 하여 더욱 완전한 지경에 이
르는 것’을 말한다.발달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신체,운동기능,지
능,사고,언어 등 인간행동특성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Chaplin,
1975).
인간의 발달적 변화는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개인에 따라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정옥분,2002).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는 발
달적 변화의 결과는 누적되어 다음에 일어나는 발달의 바탕을 이룬다.따라서 유아기
에 나타난 발달적 변화도 개인에 따라 속도와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그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유전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분류된다.유전
적 관점에서 발달은 성숙과 생득의 개념으로 설명되고,환경적 개념으로는 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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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험으로 설명된다(정옥분,2002).성숙이란 환경의 영향을 배재한 유전인자에 의
해서만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며 생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
징을 말한다.따라서 성숙과 생득은 환경의 영향보다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반면 학습은 교육학적으로는 지식의 획득,인식의 발전,습관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서 일시적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이처럼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 측면을 강조하느냐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
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발달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발달은 몇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특징적 행동양상이 나타난다.이에 따라,동일 연령대의 유아들은
유사한 발달 수준에 있으며 유사한 발달적 행동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응 수준을 벗
어나 지나치게 어리게 행동하는 문제’로 정의된다.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적 또는 유전
적 변인들 때문에 또래 유아들과는 조금씩 다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이 때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이 늦다는 것은 발달지체와는 다르다.발달지체는 발달의 평균치로부터
의 이탈로써,특정 연령집단의 대다수 유아들이 보이는 성장치나 일반적인 행동 양식
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함을 지체로 보는 것이다.그리고 영․유아기에
는 발달 지체 현상의 확정적인 진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정운길,1999).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또래보다 발달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임상학적 의미가 아니라,일반 유아의 범주에 있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일시적
인 감정 조절의 미숙,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으로 또래보다 어리게 행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예로,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참여한 활동의
마무리를 못하는 행동,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하는
행동,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언어가 늦거나 어린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유아교육의 주된 목적이 유아의 전인발달임을 고려할 때 또래에 비
해 낮은 수준의 발달이나 불균형적인 발달 양상을 나타낸다면 이는 문제행동의 하위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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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생활습관과 문제행동

기본생활습관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해서 유아기부터 꼭 지켜야 할 일상의 버릇’이다.이은화와 김영옥(2001)은 기본생활
습관을 생득적 행동인 반사행동과는 달리,영․유아기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행동의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들은 유아기에 습득할 기본 생활습관으
로 식습관,수면습관,배변습관,청결 및 위생 습관,예절,절제,질서,규칙 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서 바람직한 평가를 획득하면서 조화롭게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학습하고 내면화시켜
야 할 기본생활습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은화와 김영옥이 제시한 기본
생활습관의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주
요 내용으로는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거나 TV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행동,편식하기,남을 의식하지 않고 옷을 마음대로 입는 행동,정리정돈 잘 하
지 않는 것,물건을 아껴 쓰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유아기에 형성되어야 할 기본 생활습관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적응하기 위
해 일정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생활 행동상의 일관된 패턴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차별화된다.이러한 생활습관은 한번 잘못 형성되면 고치기 어렵고 특히 유
아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더욱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유아문제행동의 교사와 부
모는 생활습관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예를 들면,유아교육기관에 자주 결석을
하거나 식사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지 않는 문제 행동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더불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 효율적으로 적응
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유아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김재은,1997),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는 유아의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재은,
이성진,1979).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장차 한 개인의 인격형성의 바탕이 되
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이원영,박찬옥,노영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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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덕성과 문제행동

도덕성이란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Stengel,
1982),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선악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
하고자 하는 심성이다(정운길,1996).유아는 가정,유치원,또래집단 등과 같은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도덕적 합의인 가치규범을 인지하고
내면화하여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유아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에서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가치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도덕과 관련
된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유아는 도덕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도덕성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하게
된다.즉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적응해 가면서 공동사회의 운영원리인 규범을 인식하
고 이해하며 행동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특히 유치원 교실에서 유아의
도덕적 삶은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Noddings,1992).Noddings는 도덕
성을 친밀한 타인에 대한 보살핌으로 보고 있으며,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의 기대
에 부응하고자 하며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것을 도덕성의 기준으로 간주
하였다.여기서 친밀한 타인이란 유치원의 규범들을 모델링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덕적 규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사들이 될 수도 있다.고미경(2003)도 유치원에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가 유치원의 도덕적 기준을 알아야 하며 도덕적 기
준은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유아 도덕교육의 내용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Turiel(1983)은 생명의
가치,정의,공정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Nucci(1987)는 정의,공평,인간
복지를 강조하였다.Benett(1993)는 정직,용기,인내,충성,우정,동정심,자기수양,
책임감,믿음을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국내 연구자로,이경우,이은화,정
확실과 문미옥(1990)은 약속,정직,나누기,규칙 지키기,남의 입장 이해하기,경로와
예절,공평을 유아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김정준(1993)은 약속 지키기,
정직,나누기,규칙 지키기,남의 입장 이해하기 등을 제시하였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3)는 검소,자율,책임,일반예절,정직,정의,질서,협동,국가의식을 유아도덕교
육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국외 연구자들이 주로 정의,공정성,인간성,사랑 등을 도
덕교육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국내 연구자들은 정직,약속 지키기,나누기,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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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내용을 상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은 1차적 사회집단으로 유아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
덕적 가치를 학습하는 곳이다.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가 된다.
Kohlberg(1967)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가족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며,유아의 도
덕성 발달을 자극하는 데 1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Piaget(1975)도 가정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부모와 유아가 동등한
입장에서 양방적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자율적 도덕성을 계발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의 도덕 교육의 책임이 유치원으
로 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그 결과,유치원 현장에서도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
여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도덕적 행위를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의
하나는 모델링이다.즉 유아는 교사나 성인의 모범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
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유아 발달에 있어서 모방 기제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교사의 도덕적 지식(고미경,2003)뿐 아니라 교사
의 실제적인 도덕적 행위(박찬옥,1994)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아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박찬옥(1994)은 자기표현하기,토의하기,문
제해결하기,도덕적 추론하기,귀납적 방법 사용하기,모델링,설명하기를 제안하였으
며,이원영,박찬옥과 노영희(1992)는 자기표현,토의,문제해결,도덕적 추론,설명,귀
납적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홍순정(1998)은 상호교환에 의한 제재,모델링,행동수정,
감정이입의 발달,언어화를 통한 자기 지도를 강조하였고 DeVries와 Zan(1994)은 가
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활동을 강조하였다.그러나 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
수․학습 활동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교수활동 뿐 아니라 관련된 교
수․학습모형에 따라서도 학습의 효과가 달라짐이 보고되고 있다(윤경선,2006).따라
서 교사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교수 활동뿐 아니라 교수․학습 모형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도덕성이란 자신의 욕구보다 도덕적 욕구를 우선시
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되어 사회적 존재로 유아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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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 도덕교육의 내용은 유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인 가정과 유치원의 사
회적인 가치와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따라서 유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부모,교사,또래와의 관계에 성공적이려면 사회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행동
을 학습하고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서와 문제행동

정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이다.Goleman(1995)은 미래의 사회적 성공에는 IQ보다 정
서지능(EmotionalQuotient)이 더 기여하게 된다고 하면서,유아기 때부터의 정서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전통적으로 정서교육에 관
심을 가져 왔다(이원영,1996).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
해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써 1990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인 P.
Salovey와 뉴햄프셔대학교의 심리학자 S.Mayer가 소개하였다.그 후,Goleman(1995)
이 정서 지능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시사 주간지 Time이 EQ라는
용어를 소개함으로써 대중화되었다. Salovey와 Mayer(1990)의 초기모형과
Goleman(1995)의 수정모형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요소를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타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자신
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의 5가
지 요소로 범주화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다.Salovey와 Mayer(1990)는 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정서를 평가하
고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잘 반응하며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한다고 하였다.유아가 자신 및 타인들과 긍
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의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의 정
서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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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Rogers(1951)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타인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고 보았다(이규환,1979,재인용).Saarni(1997)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동정심이 많고 최상의 정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Dunsmore와 Karn(2004)은 유아들의 또래관계를 관찰한 결과,
특별히 친근하고 안정감이 있는 또래 관계를 갖는 유아는 다른 친구들의 정서적 단서
의 미묘한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또래에게 감성을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이처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유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인 것이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개인의 자기 통제력은 인
생의 초기 단계에 성립된다고 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
경하며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좋아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
이 있는 반면,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쾌락을 지연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생각하
며 분별력이 있고 조심성이 있으며 행동보다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고통과
이해에 예민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연 외,2004,재인용).따라서 자신의 정서에
민감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
가는 능력으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Goleman,1995;Salovey＆ Mayer,
1990).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극도로 조절해서
상대방을 동기화시키기도 한다(Salovey＆ Mayer,1990).따라서 자신 및 다른 사람
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행동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고,추리,문제해결,창의적 과제 등에서 적
응적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정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해결에서는 보다 더 적
응적인 정신 태세를 창출하기 때문에,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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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따라서 Goleman(1995)은 정서 지능 구조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장 마지막 단계로 상정하였으며,정서 발달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발달과제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유아는 인지적 발달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정서적 변화가 쉽게 일어나
고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Kauffman(2001)은 정서 문제란 유아가 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서 반응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난
다고 설명하였다.즉 정서 문제란 ‘유아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등 유아가 속한 사
회집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유아가 보여주는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으
로부터 벗어나는 정서반응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정서 문제의 예를 들면,표정이 어둡거나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는 행
동,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행동,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끼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정서 문제는 유아가 내ㆍ외적인 환경변화에서 야기되는
자극에 대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정서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여 반응함으로써,정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성과 문제행동

성 역할은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지식,태도,그리고 행동 양식을 말한
다.그러므로 성 역할에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
며(김경옥,2005),이러한 기대와 규준에 어긋나는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제제를 받게 된다(유희정,2000).따라서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비슷한 연령대의 유
아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표현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에 관한 지식,태도,행동을 이야기하는 성역할의 발달에 대해 정신분석학파인
Freud는 동성 부모의 성 행동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성에 따른 행동을 학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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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이은화,이경우,1987).인지발달론자들은 유아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
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에 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성에 따
른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예를 들어 J.Piaget는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는
아동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조화한 것으로서 사회적 훈련에 의해서 얻
어지는 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아동은 연령이나 지적 성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성역할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또 다른 인지이론가인 L.Kohlberg는
아동이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관련 행동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남아나 여아의 성에 따른 행동이 동성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성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도록 강화된 결과라고 보았다.즉 성역할의 사회
화도 강화,벌,모방,동일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훈련되거나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
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아는 자신의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동성의 주변인물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적절한 성행동을 학습한다.따라서
유아기에 적절한 성 행동은 유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이나 사회 집단의 기
대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성 행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으면
서 일생동안 지속된다.최초의 사회집단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행동,좀 더 자라면 또
래의 행동,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교사의 행동이나 교육활동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예컨대,가정에서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성별에 따라 담요나 딸랑이의 색깔을 달리 함으로써,좀 더 자라면 장난감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 행동을 기대한다.그리고 영아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모가 기대하는 성 행동을 표현하게 된다.
좀 더 성장하면 또래가 중요한 성역할 행동 습득에 기여하는 환경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유아들은 놀이를 위해 또래집단을 형성할 때,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는 성 분리 현상을 보인다(이은화,김희진,김난실,이승연,
1995).이처럼 성에 의해 구별되는 또래집단의 놀이 속에서 성적행동을 학습하게 되
는데,특히 또래의 영향은 유아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유아들은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학습하기도 한다.남아는
남자로서,여아는 여자로서 적합한 성적행동을 또래집단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또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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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롱하는 행동
을 보인다(정영애,김경옥,2003).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나 교사의 행동 또한 유아의 성적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기관은 광범위하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사회적 가치들을 강화와 모방을 통
해서 유아들에게 전달한다.따라서 학교문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교사이며,사회화 과정에서도 성에 따른 행동 유형 형성에 교사는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다(Fraizer& Sadker,1973).이 외에 교육활동의 내용 또한 유아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남아나 여아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
로 만지는 성적행동은 유아기에 중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행동임을 알 수 있다.더
욱이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교육부,2000)는 ‘남자와 여자’를 생활주제의 하나로
제공하여 올바른 성적 행동에 관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최근에 교육인적자
원부(2006)에서도 유아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과 관련된 바람직한 행
동을 유아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또한,윤경선(2006)은 유아에게 가르쳐
야 할 성 행동으로,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을 존중하는 행동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3～5세 유아도 자
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역할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유희정(2000)의 연구와 관련이 있으며,이와 더불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화장실을
엿보는 행동,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는 행동,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남아가 여아의
치마를 들추며 놀리는 행동 등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이 유아기부터 자주 관찰된
다는 선행연구(박선미,2004)와도 관련이 있다.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성적 행
동은 유아 발달 단계 과정에서 보면 성장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며
발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당 연령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또래와
비교해서 너무 자주 관찰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성 행동은 문제행동으로 간
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성에 관한 문제 행동은 성기를 자주 만지는 행동,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싫어하는 친구에게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성에 대하여 지나치
게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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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행 검사도구의 고찰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전에,기존에 소개되어 있는 유아 문제행동 검
사도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즉 본 연구에서 개발될 도구가 이들 선행도구와 어떠
한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또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행동을 진단하는가에 따라 검사도
구의 선정이 달라지므로 기존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향
후 검사도구의 선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본 절에서는 유아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검사도구인 CBCL과 K-CBCL,그리고 기타 검사도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1. CBCL

미국에서 개발된 CBCL(ChildBehaviorChecklist)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
이 개발한 부모평정 척도로 아동․청소년기에 흔히 보고되는 문제행동 118가지를 진
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BCL은 여러 가지 관련 연구논문,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임상 심리학자,정신과 전문의,사회사업가들로부터 기
초자료를 얻어,예비조사를 통하여 빈도 및 반응의 분포를 분석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최종적으로 118문항을 확정하여 구성된 검사도구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증후군의 2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며,사회능력은 다시
사회활동,사회성과 학업수행의 하위척도로,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사회적 위축,신
체증상,불안/우울,사회적 미성숙,주의집중,비행,공격성,성문제 등의 하위척도로
분류된다.CBCL의 반응 방법은 각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문제행동이 지난 6개월간
자주 보였거나 그 정도가 심하였으면 2,가끔 보였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면 1,
그리고 전혀 해당되지 않았으면 0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CBCL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부모 설문형식의 행동조사표로 부모
혹은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
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동평가 도구이다.즉 보고자가 부모 혹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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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라는 점이 CBCL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아동․청소년의
내원과 평가,치료과정에서 아동 자신보다는 부모나 친지가 중요한 정보제공자이자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구들과 차별화된다.CBCL은 특히 4～16세 아
동․청소년들을 위한 문제행동 진단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물론 이러한 부모 설문형
식은 부모 견해의 편파성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모가 평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동안 관
찰할 수 있는 부모가 평정 주체이고,검사도구의 실시 자체가 간편하며,다수에게 쉽
게 적용될 수 있고,기초 역학조사나 보다 철저한 임상평가에 앞선 예비 판별도구로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CBCL의 제작과정 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최초의 CBCL(Achenbach&
Edlebrock,1983)은 다수의 임상집단의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경험적으로 제작ㆍ구성
되었다.둘째,제작된 검사를 광범위한 정상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CBCL의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셋째,정서․행동문제의 평가와 동시에,사회능력 척도를 제작
하고 표준화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긍정적인 적응능력의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마지
막으로,CBCL은 경험에 기초한 다축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다.즉 CBCL은 다양한 상
황이나 장면에서 다양한 평정자들이 아동을 평가한 자료와 함께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Achenbach(1991)는 CBCL과 함께,교사용 행동평가척도(TRF:TeacherReport
Form)와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YSR:YouthSelfReport)등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발달단계와 성에 따라 심리장애가 각각 다른 양상
으로 표현되리라는 가정 하에,남녀를 각각 만 4～5세,6～11세,12～16세의 세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CBCL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 하였다.분석 결과,추
출된 요인 및 각 요인의 구성항목들이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연령별로 상이한 구
성요인과 규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3년판 미국 CBCL은 각 척도가 연령별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5세 유아용 척도는 남녀 통합하여 과잉활동-공격성(충동적,유난히 소란스러움,남
을 괴롭힘,집에서 말 안 들음,과잉활동,안절부절 등 25개 문항),사회적 위축(수줍
고 소심함,걱정,자의식,신경질적임,긴장 등 23개 문항),미성숙(말을 안 함,허공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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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언어장애,대변을 아무데서나 봄 등 17개 문항),비행(학교 가는 것을 겁냄,가정
에서의 도벽,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등 20개 문항),불안(동물ㆍ장소를 무
서워함,낮에 오줌을 쌈,야뇨증,피해의식 등 11개 문항),강박-우울(스스로 완벽을
고집함,자해ㆍ자살 기도,청결ㆍ정돈에 대한 지나친 신경 등 12개 문항),반항(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함,학업 부진 등 6개 문항),신체증상(비만,두통,과식,어지럼증 등
9개 문항)등,총 8개 증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은 1991년에 CBCL의 구성을 대폭 개정하고 대상연령을 청
소년 범위인 18세까지 확대하여,4～18세 대상에게 사용 가능한 단일한 문제행동 증
후군 척도를 제시하였고,남녀 각각 4～11세,12～18세의 총 4개 집단에 대한 규준을
별도로 제시하였다.CBCL1991년판은 1983년판과 마찬가지로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며,사회능력척도는 사회활동,사회성,학업수행,총 사
회능력점수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전 연령에 모두 사용 가능한 단일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연구자는 모든 성,연령군과 함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척도와의 상관계
수를 산출한 후,모든 성/연령군에 공통되는 핵심 증상으로 총 12개 척도를 구성하였
다.척도는 위축,신체증상,걱정/우울,사회적 문제,사고문제,주의집중 문제,비행문
제,공격성,성문제,내면화문제,외현화문제,총 문제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여기서
내면화 문제는 위축,신체증상,걱정/억압점수의 합으로 산출되며,외현화 문제는 비
행문제,공격성 점수의 합으로 산출된다.
CBCL의 사회능력 척도에서 정상아군은 임상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야 하며,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는 임상군이 정상아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Achenbach& Edelbrock,1991).미국에서 개발된 CBCL은 초기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번안되고 임상장면에서 사용되었지만(오경자,이혜련,1990a,1990b),
특정 척도의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으며(예를 들면,비만,정신분열 등),각
문화적 맥락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우리
나라 상황에 보다 적절한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수정ㆍ보완된 K-CBCL을 비롯
하여,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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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BCL

오경자 외(1997)는 Achenbach와 Edlebrock(1983)의 CBCL을 일부 수정ㆍ번안하여
K-CBCL(Korea-ChildBehaviorChecklist)을 제작하고 표준화하였는데,K-CBCL은
아동의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따라서 K-CBCL의 교육적 활용은 주로 특수 교육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K-CBCL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을 검사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대상 연령은 4～17세이며,검사의 하위 척도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분된다.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로 세분화되며,문제행동증후군 척도
는 위축 척도,신체증상 척도,우울/불안 척도,사회적 미성숙 척도,사고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제 척도,비행 척도,공격성 척도,성문제 척도,정서불안정 척도,내재화
문제 척도,외현화 문제 척도 등으로 세분화된다.CBCL의 사회능력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활동 척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들이 많고 변별타당도가 매우
낮아 제외되었으며,두 개 척도의 나머지 내용과 문항수도 조정되었다.또한 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총 119개 항목 중,임상군과 정상군간에 변별력이 떨어지는
두 문항(알레르기,천식반응)은 제외되었으며 정서불안정 척도가 별도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K-CBCL의 척도 구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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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척도도도 명명명 내내내 용용용

사회
적응
능력
척도

사회성
아동․청소년이 다니거나 속해 있는 모임,단체의 개수,
참가활동의 활발 정도,친구 수,친구와 어울리는 정도,
형제자매․또래․부모 등 사회적 관계의 질 등을 평가

학업수행

아동․청소년의 학업수행 정도를
국어․산수(수학)․사회․자연(과학)․ 영어 등 5개 과목별로 0,
1,2,3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특수학급에 있었는지 여부,
휴학여부 등을 평가

총 사회능력 사회성 척도,학업수행 척도를 합하여 전체 사회능력 정도를 지수화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

위축 사회적 위축,철수,소극적 태도 등을 평가

신체증상 의학적 증거 없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

불안/우울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평가

사회적미성숙 발달상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비사교적인 측면들을 평가

사고 문제 강박적사고및행동,환청등비현실적이고기이한사고나관련한행동평가

주의집중문제 주의집중력의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 평가

비행 비행행동의 평가

공격성 공격성,싸움,반항행동 등을 평가

성문제 자신의 성기에 대한 신체적 접촉 및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평가

정서/불안정 잘 울거나 샘이 많고 분노 발작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 등 평가

내재화 문제 내재화되고과잉통제된행동평가.위축척도와신체증상척도의합으로산출

외현화 문제 외현화되고과소통제된행동평가.비행척도와공격성척도의합으로산출

총 문제행동 전체 문제행동문항을 합하여 문제행동 정도를 지수화

<<<표표표 444>>>KKK---CCCBBBCCCLLL의의의 전전전체체체 척척척도도도 구구구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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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CL의 검사 문항으로는,‘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알레르기가 있
다’,‘말다툼을 자주 한다’,‘천식이 있다’,‘(남자인 경우)여자처럼 행동한다’,‘(여자인
경우)남자처럼 행동한다’,‘대변을 아무데서나 본다’,‘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집
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 한다’,‘계속 같은 생각들이 되풀이
되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못 한다’,‘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
치게 많이 움직인다’등이 포함된다.
K-CBCL은 부모가 각 항목에 따라,현재 또는 지난 6개월 이내에 자녀가 특정 행
동을 자주 보였다면 2에 표기하고,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표기하며,전혀 해당하지 않으면 0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채점 방법으
로 총 문제행동 점수가 63T(상위 10%)이상이면 임상범위에 해당되며,척도별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70T(상위 2%)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임상대상으로 진단되
고,사회능력 척도에서 33T(하위 5%)를 기준으로 이하이면 임상대상으로 진단된다.
한국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수정ㆍ보완된 K-CBCL은 특히 4～17세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문제행동 진단도구로서,임상장면이나 특수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자녀 행동에 대한 판단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므로,부모의 정확한
관찰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자녀의 행동문
제를 바라보는 부모 판단의 관대성과 편파성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
지 않고,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모가 평정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게다가,
정상아가 아닌 임상군을 위한 검사도구이므로 가정이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
는 일반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해줄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K-CBCL의 또 다른 제한점은 4～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4세 이전의 유아들
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이에 따라,현장에서는 4세 이전의
유아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되지 않은 국외 검사도구를 임시로 사용하기
도 한다.
CBCL 1983년판,CBCL 1991년판과 K-CBCL의 하위 척도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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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BBBCCCLLL(((111999888333))) CCCBBBCCCLLL(((111999999111))) KKK---CCCBBBCCCLLL(((111999999777)))

사회적응
능력척도

사회성 사회성 사회성
사회활동 사회활동
학업수행 학업수행 학업수행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위축 위축 위축
신체증상 신체증상 신체증상
불안/우울 걱정/우울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회적 미성숙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사고 문제
주의집중 주의집중 주의집중 문제
비행 비행 비행
공격성 공격성 공격성
성문제 성문제 성문제

정서/불안정
내면화 문제 내면화 문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표표표 555>>>CCCBBBCCCLLL(((111999888333))),,,CCCBBBCCCLLL(((111999999111))),,,KKK---CCCBBBCCCLLL(((111999999777)))의의의 하하하위위위 척척척도도도 비비비교교교

3. 기타 검사도구

CBCL 이외에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문제행동 검사도구로 PKBS(Preschooland
KindergartenBehaviorScales;Merrell,1994),PBCL(PreschoolBehaviorChecklist;
McGuire& Richman,1988),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도구(황혜정 외,2002)등이 있
다.
먼저,PKBS는 유아의 사회 및 정서적 행동을 평가할 목적으로 Merrell(1994)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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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평정척도로서,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PKBS는 아동
전기의 행동발달 차원과 일관되게,또래와 성인에 대한 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문제
행동과 관련된 평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부모나 교사 또는 조부모,보호자,사회
복지사 및 교육전문가들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국내에서는 천희영(2003)이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PKBS의 문제행동 척도는 문제행동을 분류하기 위한 Kauffman(1989)의 행동 차원
적 접근에 따라,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의 영역을 포함한다.내재적 문제란 과다
통제된 또는 자기지향적인 증상인 불안,우울,사회적 철회,신체적 증상을 포함하며,
외현적 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또는 타인 지향적인 행동 증상인 공격성,범죄행동,과
잉행동,반사회적 행동,그리고 다른 형태의 분열적인 행동문제들을 포함한다.문제행
동 척도는 예비 선정된 103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거쳐,1992～1993년 미국 전
역에서 표집된 2,855명의 3～6세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평정 자료를 근거로 3～4세
와 5～6세용 규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McGuire와 Richman(1986)이 개발한 PBCL은 22문항으로 되어 있는 2～5세 유아용
문제행동 평정도구로 주로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측정한다.PBCL은 유아문제
행동의 교사가 예비 평정하며,향후 추가적인 평가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
한다.도구는 기관에서 정서,행동,기질,활동수준,집중,사회적 관계,언어,습관 등
의 문제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사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집단적 환경에 적절하게 고안된 도구이므로 향후 위험요
소가 높은 아동의 조기판별에 용이하다.
이외에,황혜정 외(2002)가 제작한 문제행동 검사도구는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진단하도록 하는 부모용 검사도구이다.즉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전문적인 상담이나 처치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도록 도와주려는 목적
을 갖는다.이 검사도구는 기존 검사도구의 분석과 유치원 교사 및 부모와의 심층 면
접을 통하여 125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예비검사를 통하여 문항을 검증하고 본 검사를
통하여 문항을 완성하였다.예비검사와 본 검사 결과,처음 작성한 125문항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문항양호도,타당도,신뢰도,하위 영역 간
상관계수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유아 문제행동을 진단할만한 검사도구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척도는 내재적 문제행동,외현적 문제행동,혼합형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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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사용 검사도구가 추가적으로 제작되었다(황혜정,2005).부모용 검사는
본래 검사가 의도한 125개 문항이 그대로 사용되며,교사용 검사는 5개 문항을 제외
한 1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황혜정(2005)의 연구에서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의 문항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즉 부모용 검사도구에는 가정에서만 관찰
가능한 문제행동이 포함되어 있으며,마찬가지로 교사용 검사도구에는 유치원에서만
관찰 가능한 문제행동이 포함되어 있다.황혜정의 도구는 아직 표준화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문제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
겠다.

4. 선행 검사도구의 비교

지금까지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특징을 요약하
면 <표 6>과 같다.국내에서는 대체로 국외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
고 있거나 임상장면에서 사용하는 검사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또한 문
항 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며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의 문항이 다르게 구성되
어 있다.이러한 문항구성과 내용의 차이는 부모용과 교사용 검사도구의 문제행동 판
단 기준 점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도구로 부모와 교사가 유아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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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구구구명명명 개개개발발발자자자(((연연연도도도)))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하하하위위위 영영영역역역 특특특징징징

CBCL Achenbach&
Edelbrock(1983) 118

�사회능력 척도(사회활동,사회성,
학업수행)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위축,신체증상,
불안/우울,사회적 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
내재화 문제,외현화 문제,성문제)

국외
임상용
부모평정
4～16세
연령별다른
척도

CBCL-
Revised

Achenbach&
Edelbrock(1991) 118

�사회능력 척도(사회활동,사회성,
학업수행)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위축,신체증상,
불안/우울,사회적 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
내재화 문제,외현화 문제,성문제)

국외
임상용
부모평정
4세-18세
모든연령에
동일한척도

K-CBCL

Achenbach&
Edelbrock(1983)의
척도를 오경자
외(1997)가

번안ㆍ표준화함

107

�사회능력 척도(사회성,학업수행)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위축,신체 증상,
우울/불안,사회적 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
성문제,정서불안정,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국내
임상용
부모평정
4-17세용

PBCL McGuire&
Richman(1986) 22 �품행,정서,사회적 관계,집중,발버둥

치며 떼쓰기,언어․습관․대소변
국외
교사평정

PKBS Merrell(1994) 76

�사회적 기술(사회적 협동,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독립)

�문제행동(자기중심/폭발,주의결핍/
과잉행동,반사회적/공격성,사회적 철회,
불안,신체적 증상,내재문제,외현문제)

국외
3～6세
부모평정
교사평정

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도구

황혜정 외(2002) 125

�외향적 문제행동(공격성,과잉행동,
반사회성)

�내재적 문제행동(정서,정신,사회적
위축)

�혼합 문제행동(미성숙,습관,성문제)

국내
일반아용
문항수많음
부모평정

부모교사용
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
도구

황혜정(2005) 125(부)
120(교)

�외현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
�혼합형 문제행동

국내
일반아용
문항수많음
부모평정
교사평정

<<<표표표 666>>>국국국내내내․․․외외외 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진진진단단단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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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될 검사도구가 선행 검사도구와 비교하여 갖는
이점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 검사도구는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검사를 실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CBCL의 경우,전체 문항 수는 118개이며 CBCL을
번안한 K-CBCL도 107개에 이른다.최근의 검사도구인 황혜정(2005)의 ‘부모ㆍ교사용
유아 문제행동 진단 검사도구’는 부모 125개 문항,교사 120개 문항으로 짧은 시간에
유아를 관찰하고 평정하기에 너무 많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McGuire와
Richman(1986)이 제작한 PBCL(PreschoolBehaviorChecklist)은 22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긴 하지만,정서 및 행동문제에 한정되어 문제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해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마찬가지로 PKBS도 76개 문항으로 CBCL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이긴 하지만,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기 위
한 타당화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용한 검사도구는 적은 문항으로도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고 신뢰롭게 측
정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은 문항으로 문제행동의 다
양한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해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CBCL이나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주로 임상장면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
동을 진단하는 목적을 가졌다면,본 검사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상아의 문
제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장점을 갖는다.임상적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규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집단생
활이나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더 나아가 성인기에 사회부적응을 가져
올 수도 있다.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이들 정상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정
상아를 위한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본 검사도구는 부모와 교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검사도구이다.
기존 검사도구는 부모용과 교사용이 별도로 제작되어 서로 다른 문항을 제시하기 때
문에 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이에 비하여,문
항수와 내용이 동일한 단일화된 검사도구는 유아의 행동양상이 환경맥락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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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문제행동의 개념․유형․

 구성요인 검토

•선행 검사도구 검토

문헌 연구 및 설문 조사
•현장교사 대상 문제행동 설문 조사

•부모 대상 문제행동 설문 조사

1111차 차 차 차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연구연구연구연구

1차 예비문항(216개)

2222차 차 차 차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연구연구연구연구

2차 예비문항(99개)

3333차 차 차 차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연구연구연구연구

3차 예비문항(60개)

본 본 본 본 연구연구연구연구

최종 검사문항(44개)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검사검사검사검사>>>>

•현장교사 10명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검사검사검사검사>>>>

•유아교육전문가 46명

<<<<내용내용내용내용타당도 타당도 타당도 타당도 검사검사검사검사>
•부모 50명
•교사 50명

<<<<양호도 양호도 양호도 양호도 검증검증검증검증>>>>

•유아 316명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타 타 타 타 당 당 당 당 도도도도

•문항변별도

•하위 영역 변별도

문항변별문항변별문항변별문항변별도도도도

•문항과 검사도구의 상관관계 
•하위 영역과 검사도구의 상관관계

•문항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검사도구 검사도구 검사도구 검사도구 완성완성완성완성(41개)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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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

1. 검사도구 제작을 위한 연구대상

a. 교사 집단

본 연구에서 현장 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유치원 1,2급 정교사와 원감 자격
증 소지자로 모두 현장에서 유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1차 예비연구에 참여한 현장
교사 현황은 <표 7>과 같다.

배배배경경경 변변변인인인 하하하위위위 내내내용용용 빈빈빈 도도도

연 령
20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4
4
2

성 별 남
여

0
10

교직경력
5년 이하
5～10년 미만
10년 이상

3
4
3

학 력 대졸
석사이상

7
3

지 역 광역시
시,도.군.

7
3

계 10

<<<표표표 777>>>111차차차 예예예비비비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교교교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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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아 교육 전문가 집단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유아의
문제행동’이라는 본 연구 주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집
단에게 2차 예비검사의 문항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분석
결과에 따라 2차 검사도구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겸임교수 이상
의 교수를 의미한다.전문가 내용 타당도 조사에 참여한 유아교육 전문가의 배경 자
료는 <표 8>과 같다.전문가들의 평균 연령은 40세 정도이고 이중 여성의 비율은
91.3%였다.전문가 집단의 평균 교직 경력은 10년 이상이며,이들은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적절한 전문가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배배배경경경 변변변인인인 하하하위위위 내내내용용용 빈빈빈도도도(((%%%)))

연령분포
20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10(21.7)
18(39.1)
14(30.4)
4(8.7)

성 별 남
여

4(8.7)
42(91.3)

교직경력
5년 이하
5～10년 미만
10년 이상

11(23.9)
16(34.8)
19(41.3)

학 력 박사
석사

24(52.2)
22(47.8)

지 역 특별시․광역시
시․도

31(67.4)
15(32.6)

계 46(100.0)

<<<표표표 888>>>222차차차 예예예비비비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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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중소도시 및 읍·면 이하 지역 소재 유아교육기관 11곳에
재원하고 있는 3～5세 유아이다.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을 만 3세부터 실시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갖는 유아의 부모들은 자녀가 3세가 되어서야 이들
이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는 Fornessetal.(1996)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서이다.
유아교육기관은 대도시,중소도시,읍면 지역에서 고루 선정하고자 하였으며,먼저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지지지역역역
표표표본본본 수수수 대대대도도도시시시 중중중소소소도도도시시시 읍읍읍 이이이하하하 전전전체체체

표본 교육기관수
대상 유아 수

5(45.4%)
152(27.6%)

3(36.6%)
150(28.0%)

3(36.6%)
118(35.5%)

11(100%)
420(100%)

<<<표표표 999>>>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양양양호호호도도도 검검검증증증용용용 표표표본본본의의의 분분분포포포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대상 유아교육기관은 대도시에 소재한 5개 기관,
중소도시에 소재한 3개 기관,그리고 읍에 소재한 3개 기관 등 총 11개이다.
대상 유아는 이들 11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420명이다.420명의
유아들을 연령과 성에 따라 살펴보면(<표 10>참조),남아가 210명,여아가 210명으
로 동일한 비율의 분포를 이루며,연령별로는 3세가 140명,4세가 140명,5세가 140명
으로 연령대별로 동일한 비율의 분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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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령령령
성성성별별별 333세세세 444세세세 555세세세 전전전체체체

설문지
배부에 따른
연구대상

남아 70 70 70 210
여아 70 70 70 210
계 140 140 140 420

설문지
회수에 따른
연구대상

남아 46 47 47 140
여아 54 53 69 176
계 100 100 116 316

<<<표표표 111000>>>양양양호호호도도도 검검검증증증용용용 표표표본본본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연연연령령령 및및및 성성성별별별 분분분포포포

3. 공인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 

공인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본 검사의 연구대상 중
에서 대도시인 G시에 소재한 2개 유치원,중소도시인 M시에 소재한 2개 유치원,읍
이하인 H읍에 소재한 유치원,J읍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127명이
다.먼저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한 후,이들 기
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도구인 K-CBCL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유아 문제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표집된 유아
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표 11>과 같다.

연연연령령령
성성성별별별 333세세세 444세세세 555세세세 전전전체체체

남아 20 22 21 63
여아 21 22 21 64
계 41 44 42 127

<<<표표표 111111>>>공공공인인인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용용용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연연연령령령 및및및 성성성별별별 분분분포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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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검사도구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에 대한 이론적
인 검토를 하였다.이론적 배경에서는 문제행동의 의미와 유형,문제행동의 영향,문
제행동의 하위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기존의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특성을 검토하는 한
편,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검사도구 개발의 방향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문헌분석을 토대로 잠재적으로 6개영역(도덕성,기본생활습관,또래관계,발달,정서,
성)을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으로 선정하였다.또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 과
정에는 유아교육 현장 교사,부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은 3～5세 유아가 일상생활
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을 파악함으로써,부모와 교사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
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목적에 따른 전반적인 검
사도구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임상학적 치료 대상이 아닌 일반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한다.
둘째,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관련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검사도
구를 개발한다.
셋째,3～5세 유아의 부모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을 인식하여 문
제행동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한다.
넷째,검사도구의 개발은 구체적인 개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검사도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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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a. 1차 예비연구

1) 예비 문항의 구성과 1차 예비연구의 절차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첫째,유아 문제행동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심미경,
유연옥,2003;오경자 외,1997;유남희,2000;이혜련,오경자,홍강의,1991;임은정,
2001;임혜민,2003)를 참고하여 문제행동을 추출하였다.
둘째, 2006년 1월 말에 20명의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3～5세 사이의 자녀를 둔 20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문
제행동의 의미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설문지는 이들 교사와
학부모가 평소에 자주 관찰하는 유아 문제행동을 묻는 비구조적인 질문문항으로 구성
되었다.질문지 응답을 위해 1주일 이상의 관찰 기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자기 자녀
외에 다른 유아에게도 발견되는 문제행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다.이 과정에서 총 735
개 문제행동이 수집되었다.
셋째,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에 비추어 비교적 적
절하지 않은 문항은 제외하고 완전히 중복되는 문항은 그 중 하나만 선택하였다.또
한 표현이 어설픈 문항은 수정하였으며,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6개 영역
(또래관계,발달,기본생활습관,도덕성,정서,성)과 관련이 적은 문항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216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부록 1참조>).이 문항
들을 앞에서 검토한 문제행동의 6가지 구성요인별로 분류한 결과,또래관계 영역은
40개 문항,발달 영역은 41개 문항,기본생활습관 영역은 50개 문항,도덕성 영역은
38개 문항,정서 영역은 40개 문항,그리고 성 영역은 6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예비문항 216개를 대상으로 한 1차 예비연구는 2006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현장교사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예비검사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모두 하교한 후
에 실시하였다.연구자는 먼저 문제행동의 개념과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관찰
장소,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하였다.검토를 마친 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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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교사들은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협의시간은 40～50분 정도였
다.

2)1차 예비연구의 결과

1차 예비연구에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예비문항 99개가 완성되었다.예비 문항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40～50문항 정도에 20분 이내에 읽고 점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읽고 판단하고 표시할 때까지 시간을 고려한다면 20분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은 거의 모두 최
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교사 A)

‘백일몽’이나 ‘선택적 함구증’같은 문항은 저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그
런 행동은 제가 가르치는 보통 아이들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증상 같
아요.이런 문항은 제외하면 좋을 것 같아요.(교사 B)

어떤 문항은 가정에서 부모님들만 관찰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또 어떤 문항은 유치
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교사들만 관찰 가능한 것도 있어요.예를 들면,‘형제끼리
자주 싸운다’,‘TV를 많이 본다’,‘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유치원 갈 때 부모와 떨
어지기 싫어한다’와 같은 행동은 유치원에 있는 저로서는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다’,‘싫어하는 여(남)아에게 뽀뽀를 한다’,‘유치원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와 같은 문항은 유치원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문항이라 생각 되네요.
(교사 C)

부모와 상담할 때 간혹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구
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그래서 상담 전에 이 검사도구를 가정에 보내 아
이의 행동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 두 곳에서 모두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문항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그런데
어떤 문항은 어머니가 가정에서만 관찰할 수 있고,또 다른 문항은 유치원에서 교사
만 관찰할 수 있네요.이런 문항들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교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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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유사한 문항도 있는 것 같아요.예를 들면,‘의존적이다’와 ‘의지하려 한다’,‘유
치원에 갈 때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와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한다’,‘친구들
이 놀이를 방해한다’와 ‘친구에게 심술을 부린다’,‘쉽게 혹은 지나치게 흥분한다’와
‘쉽게 화를 낸다’등은 같은 의미로 봤어요.이렇게 서로 유사한 문항은 좀 더 구체적이
고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결정한다거나 한 문항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교사 E)

이와 같은 교사 협의 결과를 근거로 수정․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관찰 장소’를 고려하여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두 곳에서 모두 관찰 가능한 문
제행동 관련 문항을 선정하였다.예를 들어,‘형제끼리 자주 싸운다’,‘TV를 많이 본
다’,‘옷을 마음대로 입으려고 한다’등은 주로 가정에서만 관찰되는 행동이므로 제거
하였다.그리고 ‘유치원 결석이 잦다’와 ’유치원에 오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는 유치원
에서만 관찰되는 행동이므로 삭제하였다.
둘째,‘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였다.‘지나치게 의존적이다’와 ‘어른에게 의지
하려고 한다’,‘유치원에 갈 때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와 ‘유치원에 안 가려
고 한다’처럼 내용이 유사한 문항은 문제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그리고 교사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셋째,‘의학적 전문 용어가 사용된 문항’은 제외하였다.문항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나 가정에서의 부모가 쉽게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전
문적인 용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내용타당도 결과’를 고려하였다.교사들에게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3점 척도
(1점:평가 내용으로 부적절하다,2점:평가 내용으로 적절하다,3점:평가내용으로 매
우 적절하다)로 평정하게 한 후 평균이 2.0미만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7개 문항이 제거된 나머지 99개 문항이 2차 예비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부록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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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예비연구

1) 2차 예비연구의 절차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2차 예비연구는 2006년 2월 26일부터 3월 15
일까지 17일 동안 유아교육 전문가 4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2차 예비연구 문항은 99개이다.2차 예비검사
는 유아교육전문가가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연구자는 유아교
육 전문가에게 예비 검사도구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의 목적
을 설명한 후,첫째,평가 적절성을 3점 척도로 평가하고,둘째,수정․보완 사항을 적
어줄 것을 요청하였다(<부록 2>참조).

2) 2차 예비연구의 결과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표 12>와 같다.<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한 문항별 평가 적합성의 평균( 을 산출하였다.산출
결과,전체 평균인 2.21보다 높은 52개 문항을 1차 선정하고,그 중 5개 문항(22,57,
68,69,110번)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다.그리고 평균 2.0(평가에 적절하다)이상인 19
개 문항 중에서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8개 문항(3,35,55,97,98,144,168번 문항)
을 추가 선정하여 그 내용의 의미가 뚜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수정․보
완된 13개 문항은 <표 1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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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제제제거거거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번번번호호호 제제제거거거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3 2.25 .78 수정/보완 91 1.81 .93 제거
4 2.44 .94 92 2.47 .83
5 2.25 1.00 93 2.19 .97 제거
7 2.17 .83 제거 95 2.19 .96 제거
8 2.23 .90 97 2.19 1.04 수정/보완
9 2.15 .87 제거 98 2.19 .90 수정/보완
11 1.94 .79 제거 100 2.22 .75
16 1.94 .87 제거 104 1.87 .92
20 2.17 .09 제거 107 2.60 .86
21 2.51 .80 108 2.31 .87
22 2.39 .77 109 2.56 .89
23 2.04 .84 제거 110 2.25 .78
28 2.13 .91 제거 111 2.46 .94
29 2.27 .79 112 1.98 .82
30 2.04 .98 제거 114 2.25 .88
32 2.15 .80 수정/보완 115 2.21 .96
33 2.42 .71 116 2.27 .93
35 2.15 .77 수정/보완 117 2.50 .92
36 2.83 .88 120 2.06 .83 제거
37 2.23 .88 122 2.33 .85
38 2.23 .78 123 2.04 .87 제거
39 2.40 .82 130 2.31 .80
40 1.81 .86 제거 137 2.19 .81 제거
41 1.81 .77 제거 142 1.96 .92 제거
42 2.11 .81 제거 143 2.55 .85
43 1.73 .84 제거 144 2.13 .95 수정/보완
44 1.85 .82 제거 147 2.44 .82
45 2.00 .83 제거 148 2.46 .77
47 1.73 .84 제거 151 2.76 .82
48 1.79 .10 제거 155 2.38 .84
49 1.98 .88 제거 156 2.24 .73
50 2.04 .85 제거 157 2.30 .77
51 1.89 .93 제거 158 2.28 .85
52 2.12 .91 제거 159 2.26 .76
53 2.11 .84 제거 164 2.30 .88
54 2.21 .80 167 2.28 .75
55 2.15 .98 수정/보완 168 2.11 .84 수정/보완
57 2.35 .81 170 1.96 .90 제거
62 2.02 .76 제거 172 2.04 .90 제거
66 2.33 .85 195 2.50 .83
68 2.49 .83 173 2.45 .77
69 2.48 .89 175 2.43 .82
72 2.40 .81 185 2.66 1.02
73 2.23 .85 194 2.83 .73
74 2.53 .83 198 2.16 .72 제거
80 2.13 .84 제거 199 1.69 .71 제거
82 1.98 1.10 제거 200 2.02 .91 제거
85 1.85 1.12 제거 201 2.17 .88 제거
86 2.04 .72 제거 203 2.67 .78
87 2.00 .72 제거 전체 2.21 .68

<<<표표표 111222>>>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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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내내내용용용

3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 예민한 성격으로 신경질적이다.

2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
한다.

32 고집이 세고 신경질적이다. 고집이 세고 짜증을 잘 낸다.

35 성격이 급하고 생떼를 쓴다.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55 기관이나 가정의 시설을 망가뜨
린다.

장난감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뤄 자주 망
가뜨린다.

57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68 옷에 오줌을 싼다.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오줌을
자주 싼다.

69 옷에 대변을 본다.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대변을
자주 싼다.

97 자신이 쓸모없거나 남들보다 못하
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림,노래,운동,율동 등에서 남
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98 사고를 잘 내고 잘 다친다. 또래보다 사고를 잘 내며 다치지 않을
장소에서도 잘 다친다.

110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44 남을 협박한다. 물건을 요구하거나 놀이의 주도권을 잡
기 위해 친구를 협박한다.

168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표표표 111333>>>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내내내용용용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60개 문항이 3차 예비연구 문항으로 선정되
었다.3차 예비연구 문항은 <표 1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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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3 예민한 성격으로 신경질적이다.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1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지배받는다.
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32 고집이 세고 짜증을 잘 낸다.
33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35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36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38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5 장난감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뤄 자주 망가뜨린다.
57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66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친구에게 심술을 부린다.
68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오줌을 자주 싼다.
69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대변을 자주 싼다.
72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74 남아인 경우 여아처럼 행동한다(여아 반대).
92 샘을 잘 낸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97 자신이 그림,노래,운동,율동 등에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98 또래보다 사고를 잘 내며 다치지 않을 장소에서도 잘 다친다.
100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표표표 111444>>>333차차차 예예예비비비검검검사사사 문문문항항항(((666000문문문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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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333차차차 예예예비비비검검검사사사 문문문항항항(((666000문문문항항항)))(((계계계속속속)))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8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9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110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쥐어뜯는다.
114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143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44 남을 협박한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51 항상 외모가 깨끗하지 못하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놀이에서다른아이의요구에쉽게응하고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친구와 나누지 않는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85 말이 늦다
194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203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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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차 예비연구

1) 3차 예비연구의 절차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직접 평정하는 현장교사와 부모의 의견을 검사도구의 내용 구
성에 반영하기 위해 전라남도 3곳과 광주광역시 4곳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
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현장교사 50명과 동일 기관의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3차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자가 교사에게 전화를 통하여 문제행동의 개념 및 관련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설문지를 해당 유아교육기관에 송부하였다.둘째,교사에게
학부모용 검사도구에 대해 설명한 후,가정통신을 통해 검사도구를 배부하도록 요청
하였다.셋째,검사도구의 평가 적절성을 3점 Likert척도(1점:평가내용으로 부적절함,
2점:평가내용으로 적절함,3점:평가내용으로 매우 적절함)로 평가하고,수정 보완할
내용을 각 문항의 빈 란에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부록 3>참조).

2) 3차 예비연구의 결과

3차 검사도구의 문항별 평균( )과 표준편차( )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전체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전체 평균( =2.38)보
다 높은 33개 문항을 1차 선정하고 나머지 27개 문항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
된 문항 11개를 포함하여 44문항을 구성하였다.11개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용 보완이 이루어졌으며,수정․보완된 내용은 <표 16>에 제시되었다.



- 57 -

번번번호호호 보보보완완완 제제제거거거 번번번호호호 보보보완완완 제제제거거거
3 2.30 .50 제거 109 2.51 .66
4 2.44 .52 110 2.53 .59
5 2.55 .60 111 2.26 .95
8 2.41 .56 112 2.28 .68
21 2.24 .64 제거 114 2.46 .56
22 2.43 .51 115 2.53 .48
29 2.46 .57 116 2.55 .67
32 2.17 .60 제거 117 2.56 .56
33 2.29 .57 제거 122 2.55 .47
35 2.42 .62 130 2.37 .54 보완
36 2.37 .58 보완 143 2.37 .54 보완
37 2.46 .68 144 2.58 .52
38 2.11 .58 제거 147 2.53 .58
39 2.38 .66 보완 148 2.43 .67
54 2.47 .51 151 2.29 .47 제거
55 2.26 .61 제거 155 2.51 .66
57 2.41 .64 156 2.31 .58 보완
66 2.15 .60 제거 157 2.62 .61
68 2.12 .72 제거 158 2.62 .56
69 2.17 .58 제거 159 2.76 .58 보완
72 2.38 .57 보완 164 2.62 .68
73 2.53 .49 167 2.43 .56
74 2.05 .53 제거 168 2.46 .62
92 1.93 .67 제거 173 2.37 .67 보완
95 2.68 .50 175 2.50 .57
97 2.27 .61 제거 185 2.35 .69 보완
98 2.33 .65 제거 194 2.37 .51 보완
100 2.17 .61 제거 195 2.37 .63 보완
104 2.55 .63 203 2.28 .52
107 2.61 .61

전체 2.38 .11108 2.27 .66 제거

<<<표표표 111555>>>교교교사사사․․․부부부모모모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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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가 완성되었
으며,최종 검사도구의 문항 내용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내내내용용용

36 놀림을 자주 받는다.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
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72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인다.

143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지나
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56
놀이에서 다른 아이의 요구에 쉽
게 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지 않고 따라한다.

놀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요구를 쉽게 따라한다.

159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
기를 요구한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친구와 나
누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물건은 친구와
나누기를 싫어한다.

185 말이 늦다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말이 늦다

194 이 닦기를 싫어한다.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이 닦기를 싫어한
다.

195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놀이나 활동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잘 하
지 않는다.

<<<표표표 111666>>>교교교사사사․․․부부부모모모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내내내용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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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35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36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다른 유아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7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72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9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110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쥐어뜯는다.
114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표표표 111777>>>최최최종종종 검검검사사사 문문문항항항(((444444문문문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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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777>>>최최최종종종 검검검사사사 문문문항항항(((444444문문문항항항)))(((계계계속속속)))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인다.
143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44 남을 협박한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놀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요구를 쉽게 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려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물건은 친구와 나누기를 싫어한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85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말이 늦다.
194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놀이나 활동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203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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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도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준거용 검사도구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오경자 외(1997)가 번안한 K-CBCL이다.K-CBCL은 본래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오경자 외(1997)
가 개발한 검사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오가영(2006)의 검사도구를 사용하
였다.오가영의 검사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중 위축,우울/불안,사회적 미성
숙,주의집중 부족,공격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표 18>참조).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오가영이 사용한 K-CBCL을 선정한 이유는 K-CBCL
은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므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검사도구이지만,첫째,
문항 수가 118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의 문항 수의 3배수이고,둘
째,문항 내용에 ‘천식’이나 ‘알콜’과 같이 우리나라 유아에게 부적절한 문항이 포함되
어 있으며,셋째,유치원과 가정 어느 한 곳에서만 관찰 가능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반면 오가영이 사용한 K-CBCL은 56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의 문항 수에 근접하고,특수문항이 제거되어 있으며 흔
히 관찰 가능한 문항만을 선정하였다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
사도구와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오가영(2006)이 사용한 K-CBCL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검사도구는 4점 척도(1점:전혀 관찰되지 않는다,2점:거의 관찰되지 않는다,3점:
가끔 관찰된다,4점:자주 관찰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63개이다.그러
므로 한 유아가 이 검사도구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저 63점에서 최고 252점까지
분포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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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위축 25,27,28,38,40,43,44,52,53,55 10

우울/불안 7,9,19,20,21,22,23,28,31,32,41,47,53,56 14

사회적 미성숙 1,6,17,28,30,33,36,37 8

주의집중문제 1,4,5,8,11,26,28,29,35,36,44 11

공격성 2,3,10,12,13,14,15,16,18,24,34,39,42,45,
46,48,49,50,51,54 20

전체 63

<<<표표표 111888>>>KKK---CCCBBBCCCLLL의의의 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검사도구의 총 문항 수는 56개이나 문항 1,28,36,44,53번이 중복 체크됨.

D. 자료 수집 절차

1.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절차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검사도구의 배부 및 회수는
2006년 5월3일부터 5월25일까지 23일 동안 실시되었다.연구자는 표집된 학급의 담임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질문지를 배부
하고 회수하였다(회수율 75.4%).
첫째,‘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11개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와 교사에게 배부하
였다.
둘째,교사와 부모들로 하여금 문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유아를 일주일 동안 관찰
하여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셋째,부모에게는 가정통신을 통해 평정 요령을 설명하였으며,부모 평정지는 교사
평정지와 함께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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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로 배부되고 회수된 설문지 현황은 <표 19>와 같다.

333세세세 444세세세 555세세세 전전전체체체
남남남아아아 여여여아아아 소소소계계계 남남남아아아 여여여아아아 소소소계계계 남남남아아아 여여여아아아 소소소계계계 남남남아아아 여여여아아아 합합합계계계

유아
배부 설문지

70
140

70
140

140
280

70
140

70
140

140
280

70
140

70
140

140
280

210
420

210
420

420
840

회수
설문
지

부모
교사

46
46

54
54

100
100

47
47

53
53

100
100

47
47

69
69

116
116

140
140

176
176

316
316

합계 92 108 200 94 106 200 94 138 232 280 352 632

회수율(%) 65.7 77.1 71.4 67.1 75.7 71.4 67.1 98.5 82.8 66.6 83.8 75.4

<<<표표표 111999>>>연연연령령령 및및및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배배배포포포 및및및 회회회수수수 현현현황황황

<표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8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배부된 설문지
중에서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72부와 회수를 하지 못한 설문지 136부를
제외하고,부모용 316부(75.2%)와 교사용 316부(75.2%)등 모두 632부(75.2%)의 완성
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 공인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절차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K-CBCL검사도구의 배부 및
회수는 2006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이루어졌다.연구자는 표집 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K-CBCL을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첫째,K-CBCL검사도구를 표집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와 교사에게 발송하였다.
둘째,교사로 하여금 문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유아를 일주일 동안 관찰하여 평정
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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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모에게는 가정통신을 통해 평정요령을 안내하였으며,부모 평정지는 교사
평정지와 함께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유아 문제행동 검사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부모용 자료 1부를
제외한 253부(교사용 127부와 부모용 12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조사에 참여한 유아 253명을 대상으로 검증
을 위한 설문지 실시는 2주의 간격으로 이루어졌다.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1차 평정에서의 경험이 2차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유아의 행동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이혜원,2005;
정상녀,2007).

E. 분석 방법 

검사도구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과 AMOS(Analysis of
MomentStructure)7.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타당도 검증

타당도 검증으로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중을 모두 실시하였다.
첫째,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유아 316명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평정점수
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한 부모교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본 검사도구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행동특성에 대해 평정할 수 있도록 동일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관찰되는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동일한 행동특성에 대한 두 평정자의 관찰이므로 어느 한 평정자의 점수만으로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보다는,두 평정자 점수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유아 문제행동 평균점수에 대해 주성분 분석(PCA:Principal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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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과 직교회전(orthogonalrotation)을 위한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FA:Explor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더불어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다.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factor)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분석기법이다.
요인분석은 연구 분석의 목적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탐색적 요인분석(EFA:Exploratoryfactoranalysis)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
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탐색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반
면,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factoranalysis)은 이론적 근거 하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방
법을 의미한다(김계수,2001;노형진,2003).
둘째,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127명의 유아에 대한 부모점수와 K-CBCL점
수와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다.K-CBCL의 경우,부모용으로 제
작된 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문제행동 부모 평정점수와 K-CBCL과의 상관
계수만 산출하여 부모용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 문항변별도 검증

문항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첫째,검사도구의 문항 반응 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둘째,문항 및 하위 영역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위 25%와 하위 25%를 선정하여,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각
각의 검증은 먼저 부모와 교사의 독립적인 평정점수에 대해 실시하였고,또한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평정점수의 평균에 대해 실시하였다.



- 66 -

3. 신뢰도 검증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각 문항 및 하위 영역과 전체 문제행동 점
수와의 상관,문항 내적 합치도,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좀 더 구
체적으로 첫째,개별 문항과 전체 문제행동 점수 간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으며,검사도구의 하위 영역과 전체 문제행동 점수 간의 Pearson단순적률상
관계수 을 산출하였다.둘째,문항 내적 합치도 검증을 위하여 하위 영역 별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셋째,검사-재검사 간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
출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양호도와 문항변별도 검증과 마찬가지로 먼저 부모와 교사의 독립적
인 점수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을 합산하
여 평균을 산출한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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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타당도 검증 결과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구
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공인타
당도 검증을 위하여 문제행동 검사 점수와 K-CBCL과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다.

1.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a.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배리맥스(VARIMAX)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전체 4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유값(eigenvalue)과 상관없이 6개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가설에서 설정한대로 크게 또래관계 문제,발달문제,기본생활습관 문제,
도덕성 문제,정서 문제,성 문제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요인 부하량은 .40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지만,일부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30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구체적으로 문항 111(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문항 112(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쥐어뜯는다),문항 203(아이가 맞
고 들어온다)은 도덕성 하위 척도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각각 .353,.311,.213으로
낮은 부하량을 보여주어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나머지 41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수집된 자료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
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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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준준준형형형성성성 적적적절절절성성성의의의 KKKaaaiiissseeerrr---MMMeeeyyyeeerrr---OOOlllkkkiiinnn측측측도도도 .9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1473.962

자유도 946

유의확률 .000***

<<<표표표 222000>>>KKKMMMOOO와와와 BBBaaarrrtttllleeetttttt의의의 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

<.001

<표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KMO가 .8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1이므로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에 의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인 것이 <표 21>에
서와 같이 9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attell과 Harman(1996)
이 제안한 screetest를 수행한 결과(강병서,김계수,2005,재인용),[그림 2]에서와 같
이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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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분분분 초초초기기기 고고고유유유 값값값 추추추출출출 제제제곱곱곱 합합합 적적적재재재 값값값 회회회전전전 제제제곱곱곱 합합합 적적적재재재 값값값
전전전체체체 %%% 분분분산산산 %%% 누누누적적적 전전전체체체 %%% 분분분산산산 %%% 누누누적적적 전전전체체체 %%% 분분분산산산 %%% 누누누적적적

1 12.019 27.315 27.315 12.019 27.315 27.315 6.469 14.703 14.703
2 3.154 7.168 34.483 3.154 7.168 34.483 4.703 10.689 25.392
3 2.631 5.980 40.463 2.631 5.980 40.463 2.844 6.463 31.856
4 1.942 4.414 44.877 1.942 4.414 44.877 2.772 6.299 38.155
5 1.455 3.306 48.184 1.455 3.306 48.184 2.166 4.924 43.079
6 1.371 3.116 51.299 1.371 3.116 51.299 1.969 4.476 47.554
7 1.223 2.780 54.079 1.223 2.780 54.079 1.813 4.120 51.674
8 1.114 2.533 56.612 1.114 2.533 56.612 1.630 3.705 55.379
9 1.073 2.438 59.050 1.073 2.438 59.050 1.615 3.671 59.050
10 .994 2.260 61.310
11 .906 2.059 63.369
12 .847 1.926 65.294
13 .815 1.851 67.146
14 .743 1.688 68.833
15 .730 1.660 70.493
16 .717 1.629 72.122
17 .681 1.547 73.669
18 .676 1.536 75.205
19 .624 1.418 76.623
20 .609 1.385 78.008
21 .599 1.361 79.369
22 .579 1.315 80.684
23 .547 1.243 81.928
24 .544 1.236 83.163
25 .501 1.139 84.303
26 .497 1.130 85.432
27 .469 1.067 86.499
28 .459 1.042 87.541
29 .444 1.010 88.551
30 .428 .973 89.524
31 .410 .932 90.457
32 .387 .880 91.337
33 .383 .870 92.207
34 .370 .840 93.047
35 .360 .818 93.864
36 .346 .787 94.651
37 .339 .771 95.422
38 .328 .746 96.168
39 .314 .715 96.882
40 .305 .693 97.576
41 .287 .651 98.227
42 .280 .636 98.863
43 .257 .583 99.447
44 .244 .553 100.000

<<<표표표 222111>>>설설설명명명된된된 총총총 분분분산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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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요인으로 배리맥스(VARIMAX)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와 같이 41개 전체 문항의 인자 적재계수는 4.0이상으로 산출되었고,총 6개
요인이 전체변량의 약 5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의 인자 적재계수는 .523～.735의 분포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전체 변량의 약 27%를 설명해 주고 있다.하위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
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
돈다’,‘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친구를 따돌린다’등 주로 또래와의 관계에
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상정한대로 ‘또래관계 문
제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번호

3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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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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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
값

12

10

8

6

4

2

0

[[[그그그림림림 222]]]스스스크크크리리리 도도도표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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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요요요인인인 111 요요요인인인 222 요요요인인인 333 요요요인인인 444 요요요인인인 555 요요요인인인 666
73 ...777333555 .276 .140 .195 2.099E-02 .125
54 ...777222555 .269 .147 7.570E-02 6.085E-02 5.494E-02
36 ...666999888 -1.272E-02 .212 .217 7.566E-02 .153
39 ...666666888 .327 5.979E-02 1.489E-02 -3.039E-03 .107
107 ...666666111 -1.030E-02 2.931E-02 .273 .160 .186
37 ...666333555 .205 .405 -3.066E-02 -2.425E-02 4.442E-02
144 ...555666444 -.104 .148 .289 8.382E-02 .317
156 ...555222333 4.440E-02 7.418E-02 .419 .156 .171
22 -6.883E-02 ...666777555 .203 .162 .174 8.466E-02
158 .306 ...666444444 .200 .123 -2.043E-02 7.702E-02
57 .256 ...666000444 .152 1.236E-02 .141 2.605E-02
159 8.265E-02 ...555555999 .421 .272 5.820E-02 5.474E-02
8 -5.406E-02 ...555555777 .297 .185 .253 .113
72 .111 ...555555777 .124 2.581E-02 .328 7.211E-02
185 .133 ...444666111 1.336E-02 -4.023E-03 .340 .101
155 .162 .206 ...666777777 3.232E-02 .103 .124
95 .384 9.553E-02 ...666555555 9.254E-02 -5.410E-02 7.413E-02
194 .366 .155 ...555111222 .242 -8.775E-02 .138
35 8.968E-02 .439 ...444999999 .302 .203 6.762E-03
195 .126 .417 ...444999333 .288 -.167 -7.691E-03
148 .132 .284 ...444888888 .303 .220 7.957E-02
147 .234 .411 ...444555888 .408 5.135E-02 5.313E-03
122 .128 .153 ...444555111 -1.387E-02 .418 .134
175 .223 .401 ...444111999 .409 5.921E-02 5.433E-02
164 .114 .258 .253 ...666111999 -.120 4.594E-02
29 .235 .324 .236 ...555333888 4.804E-02 3.016E-02
157 .132 .490 -1.428E-02 ...555222111 -4.072E-02 .129
167 .301 .293 .445 ...555111000 -4.434E-03 2.960E-02
168 .279 7.664E-02 1.159E-02 ...444777888 .416 .145
173 4.069E-02 -4.487E-02 3.391E-02 ...444444888 .236 .187
104 .282 .418 .153 ...444222444 -3.282E-02 -1.523E-02
4 3.732E-02 .168 -8.710E-02 9.042E-02 ...666999999 -6.290E-07
110 .236 -3.316E-02 .121 -4.307E-02 ...666888111 -1.202E-02
5 4.365E-02 .227 -.167 .227 ...666222111 3.606E-02
109 -9.695E-02 .199 .216 5.683E-02 ...666000444 1.017E-02
130 -.279 8.965E-02 .438 9.919E-02 ...444555666 5.805E-02
115 2.992E-02 5.680E-02 -6.184E-02 4.513E-02 -7.433E-02 ...888111999
114 6.181E-02 .144 .127 6.470E-02 4.741E-02 ...777444999
117 .188 -3.835E-02 3.003E-02 7.963E-02 .124 ...777000000
116 .170 .103 6.692E-02 .129 -4.283E-02 ...666999555
143 .210 .125 .183 .172 .111 ...444777888
고유값 12.019 3.154 2.631 1.942 1.455 1.371
설명변량 27.315 7.168 5.980 4.414 3.306 3.116
누가변량 27.315 34.483 40.463 44.877 48.184 51.299

<<<표표표 222222>>>회회회전전전된된된 성성성분분분행행행렬렬렬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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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는 인자 적재계수가 .461～.675의 분포로 나타났으며,7개 문항으로 전체 변
량의 약 7%를 설명해 주고 있다.문항은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자신이 참여한 활
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 한다’,‘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 한다’,‘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등으로,또래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는 경향을 주로 나타내고 있
으므로 ‘발달 문제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리고 발달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라는 내용을 모든 문항에 추가하기로 하였
다.
요인 3은 인자 적재계수가 .419～.677의 분포로 나타났으며,9개 문항으로 전체 변
량의 약 5%를 설명해 주고 있다.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
을 때 생떼를 쓴다’,‘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등으로 주로
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이라고 명명하였
다.
요인 4는 인자 적재계수가 .414～.619의 분포로 나타났으며,7개 문항으로 전체 변
량의 약 4%를 설명해 주고 있다.문항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
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등 주로 도덕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도
덕성 문제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인자 적재계수가 .456～.699의 분포로 나타났으며,5개 문항으로 전체 변
량의 약 3%를 설명해 주고 있다.문항의 내용은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
야기 한다’,‘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등 주로 정서에 관
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서 문제행동’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인자 적재계수가 .478～.819의 분포로 나타났으며,5개 문항으로 전체 변
량의 약 3%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위행위
를 자주 한다’,‘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싫어하는 여
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등 주로 성에 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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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 6개 요인은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상정한 6개 요인들이 경험
적으로 산출된 것이다.즉 이론적으로 구안된 요인들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확인되
었다.요인별 최종 문항 수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으며,요인별 문항 내용은 <표
24>와 같다.최종 검사도구 완성본은 <부록 6>과 같다.

요요요인인인 요요요인인인 이이이름름름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요인 1 또래관계 문제행동 36,37,39,54,73,107,144,156 8

요인 2 발달 문제행동 8,22,57,72,158,159,185 7

요인 3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35,95,122,147,148,155,175,194,195 9

요인 4 도덕성 문제행동 29,104,157,164,167,168,173 7

요인 5 정서 문제행동 4,5,109,110,130 5

요인 6 성 문제행동 114,115,116,117,143 5

전체 41

<<<표표표 222333>>>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별별별 최최최종종종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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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인인인이이이름름름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요인 1
또래관계
문제

36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44 남을 협박한다.
156 놀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요구를 쉽게 따라한다.

요인 2
발달
문제

8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2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57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72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158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요구한다.
185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말이 늦다.

요인 3
기본생활
습관
문제

35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94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놀이나 활동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요인 4
도덕성
문제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물건은 친구와 나누기를 싫어한다.

요인 5
정서
문제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109 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110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인다.

요인 6
성
문제

114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43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표표표 222444>>>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별별별 문문문항항항 내내내용용용(((444111문문문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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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해서,이론적 배경을 통해 설정된 연구 변인들 간의 기존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모형 추정을 위한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최대우
도법은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고,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일부 벗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추정방법이다.그
러나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수에 대한 정확한 추
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증분적합지수,간명부
합지수 등을 이용한다(강병서,김계수,2005;노형진,2003).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대표적인 지표로는 χ

(카이자승),GFI(적합도 지수),AGFI(조정된 적합지수),RMR(평균자승잔차자승근),
RMSEA(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등이 있다.제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는 증분적합지수로는 NNFI(비표준적합지수),NFI(표준적합지수)등이 있으며,제
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명적합지수로는 PGFI(간
명기초적합지수),PNFI(간명표준적합지수),AIC(아카이케정보기준)등이 있다.하지만
절대적합지수와 간명적합지수는 서로 상쇄관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 지수로 χ,GFI,AGFI,TLI,RMR,RMSEA등
을 이용하였다.전반적인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인 χ(카이자승)은 일반적
으로는 χ 의 값이 보수적으로 2이하일 때,그리고 수용 가능한 권장 수준은 4이
하일 때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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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χχχ χχχχ GGGFFFIII AAAGGGFFFIII TTTLLLIII RRRMMMRRR RRRMMMSSSEEEAAA
적합도
지수 2582.305 696 3.71 .000 .913 .856 .903 .013 .051

<<<표표표 222555>>>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적적적합합합도도도 지지지수수수

<표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χ 의 값이 약 3.71로 나
타나 수용할만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χ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는 최근
카이자승 통계치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통계치가 .08이하일 때 수용할만한
모형으로 간주된다.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모형의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
(RMSEA)는 .051로 수용할만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적합지수
(GFI)는 회귀분석에서 다중상관치(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0～1사이의 값을 갖는
다.대개 .9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본 연구모형
의 GFI지수가 .913으로 나타나 수용할만한 좋은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GFI지수
는 값이 클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수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절대기준은 아니
다.
조정된 적합지수(AGFI)는 기초적합지수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것으로 기초적합
지수보다 더 현실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으며,이 역시 .9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AGFI가 .856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소간 평균차이(RMR)는 설정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변량과 공변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05이하일 때 적당한 모형으로 간주된다.이런 기준에서 본다
면 본 연구모형의 RMR은 .013으로 수용할만한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또
한 TLI는 모델의 신뢰성 계수를 말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
다.본 연구의 TLI지수가 .903으로 나타나 수용할만한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성립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용할만한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측정모형의 구조 계
수는 <표 26>과 같으며,측정도구의 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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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인인인 간간간 경경경로로로 구구구조조조계계계수수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비비비표표표준준준 표표표준준준
또래관계 ← 문제행동 1.000 ...666999222
발달 ← 문제행동 1.467 ...888444000 .121 12.076***
도덕성 ← 문제행동 1.369 ...999111222 .114 12.004***

정서 ← 문제행동 .676 ...555222000 .089 8.585***
기본생활습관 ← 문제행동 1.716 ...999888444 1.716 13.056***
성 ←문제행동 .398 ...444666999 .057 8.041***
문항 36 ← 또래관계 문제행동 1.000 ...777222555
문항 37 ← 또래관계 문제행동 1.132 ...666777333 .070 16.150***
문항 39 ← 또래관계 문제행동 1.032 ...666444111 .067 15.378***
문항 54 ← 또래관계 문제행동 1.206 ...777444000 .068 17.783***
문항 73 ← 또래관계 문제행동 1.226 ...888222888 .062 19.858***
문항 107← 또래관계 문제행동 .913 ...666777111 .057 16.097***
문항 144← 또래관계 문제행동 .665 ...666111111 .045 14.653***
문항 156← 또래관계 문제행동 .761 ...555999222 .054 14.180***
문항 8 ← 발달 문제행동 1.000 ...666888444
문항 22 ← 발달 문제행동 1.025 ...666999777 .066 15.463***

문항 57 ← 발달 문제행동 .880 ...555888444 .067 13.184***

문항 72 ← 발달 문제행동 .763 ...555555333 .061 12.532***

문항 158← 발달 문제행동 1.033 ...666555999 .070 14.719***

문항 159← 발달 문제행동 1.039 ...777555000 .063 16.460***

문항 185← 발달 문제행동 .524 ...444222777 .053 9.819***

문항 29 ← 도덕성 문제행동 1.000 ...666444000
문항 104 ← 도덕성 문제행동 .858 ...555999000 .067 12.832***
문항 157 ← 도덕성 문제행동 .548 ...444555000 .054 10.102***
문항 164 ← 도덕성 문제행동 .456 ...222999111 .065 8.351***

문항 167 ← 도덕성 문제행동 1.074 ...777888444 .067 16.070***
문항 168 ← 도덕성 문제행동 .976 ...666999999 .066 14.732***
문항 173 ← 도덕성 문제행동 .889 ...666222777 .066 13.492***

<<<표표표 222666>>>측측측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계계계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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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표표표 222666>>>측측측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계계계수수수 (((계계계속속속)))

변변변인인인 간간간 경경경로로로
구구구조조조계계계수수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비비비표표표준준준 표표표준준준

문항 4 ← 정서 문제행동 1.000 ...777000333
문항 5 ← 정서 문제행동 .827 ...666555333 .067 12.266***

문항 109 ← 정서 문제행동 .881 ...666000222 .075 11.671***

문항 110 ← 정서 문제행동 .707 ...555111444 .068 10.335***

문항 130 ← 정서 문제행동 .571 ...333666222 .066 9.437***

문항 35←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1.000 ...777000333
문항 95←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805 ...666666666 .051 15.784***

문항 122←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759 ...666111555 .052 14.619***

문항 147←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900 ...777555777 .050 17.855***

문항 148←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830 ...555666777 .062 13.497***

문항 155←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884 ...555666111 .066 13.363***

문항 175←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622 ...444555111 .058 10.762***

문항 194←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1.022 ...777333666 .059 17.399***

문항 195← 기본생활습관문제행동 .985 ...666444222 .065 15.222***

문항 114 ← 성 문제행동 1.000 ...666999444
문항 115 ← 성 문제행동 .783 ...777111999 .054 14.433***

문항 116 ← 성 문제행동 .851 ...666888111 .061 13.916***

문항 117 ← 성 문제행동 .691 ...666333111 .053 13.109***

문항 143 ← 성 문제행동 .797 ...444777999 .077 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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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a5 a109 a110 a130a29 a10 a15 a16 a16 a17

a36

a37

a39

a54

a73

a10

a15

a14

a8

a22

a57

a72

a15

a15

a18

도덕성 정서문제 

유아 
문제행동

또래관계 
문제

기본생활
습관문제

발달 수준 성 문제

a35

a95

a12

a14

a14

a15

a17

a19

a19

a114

a115

a116

a117

a143

.640 .590  .450.784.699 .627 .703 .653 .602 .514 .362

.703

.665

.615

.767
.567

.561
.451

.736

.642

.725

.673

.541
.740

.828

.671

.611

.592

.684

.697
.584

.553

.659

.750

.427

.694

.719

.681

.631

.479   

[[[그그그림림림 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조조조모모모형형형(((표표표준준준화화화된된된 추추추정정정치치치)))

최종적으로 확정된 본 측정모형의 구조(경로)계수를 살펴보면,먼저 잠재변인 간의
구조 계수에서 유아의 문제행동→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의 경로의 추정치(표준화된
계수 .98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유아의 문제행동→도덕성 문제행동(추
정치 .912),유아의 문제행동→발달 문제행동(추정치 .840),유아의 문제행동→또래관
계 문제행동(추정치 .692),유아의 문제행동→정서 문제행동(추정치 .520),그리고 유아
의 문제행동→성 문제행동(추정치 .469)순으로 나타났으며,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1).즉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도덕성 문제행동,발달 문제행
동,또래관계 문제행동,정서 문제행동,성 문제행동의 순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구조 계수를 표준화된 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 80 -

과 같다.먼저 또래관계 문제행동의 변인의 경로를 보면 또래관계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가운데 문항 73(추정치 .828),문항 54(추정치 .740),문항 36(추정치 .725),문항
37(추정치 .673),문항 107(추정치 .671),문항 39(추정치 .641),문항 144(추정치 .611),
문항 156(추정치 .592)순으로 유아의 또래관계 문제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001).
둘째,발달 문제행동 변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발달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가운데
문항 159(추정치 .750),문항 22(추정치 .697),문항 8(추정치 .684),문항 184(추정치
.659),문항 57(추정치 .584),문항 72(추정치 .553),문항 185(추정치 .427)순으로 유아
의 발달 문제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
다(<.001).
셋째,도덕성 문제행동 변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도덕성 문제 하위 변인 가운데 문
항 167(추정치 .784),문항 168(추정치 .699),문항 29(추정치 .640),문항 173(추정치
.627),문항 104(추정치 .590),문항 157(추정치 .450)순으로 유아의 도덕성 문제행동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001).특히 문항 164의 경우,표준화된 추정치가 .3이하로 나타났지만,이 문항
을 제외하여도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도덕성 문
제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전체 검사에 포함시켰다.
넷째,정서 문제행동 변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정서적 문제 하위 변인 가운데 문항
4(추정치 .703),문항 5(추정치 .653),문항 109(추정치 .602),문항 110(추정치 .514),문
항 130(추정치 .362)순으로 유아의 정서 문제행동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001).
다섯째,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변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가운데 문항 147(추정치 .757),문항 194(추정치 .736),문항 35(추정치
.703),문항 95(추정치 .666),문항 195(추정치 .642),문항 122(추정치 .615),문항 148
(추정치 .567),문항 155(추정치 .561),문항 175(추정치 .451)순으로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문제행동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마지막으로,성 문제행동 변인의 경우 성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가운데 문항 115
(추정치 .719),문항 114(추정치 .694),문항 116(추정치 .681),문항 117(추정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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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43(추정치 .479)순으로 유아의 성 문제행동의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유아의 문제행동 검사의 하위 요인 중에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문제행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그 다음으로 도덕성 문제행동,발달 문제행동,또래관계 문제행동,정서 문제행동,
성 문제행동 순으로 전체 문제행동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인타당도 분석 결과

공인타당도는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가 이미 타당도를 인정받은 기존의 측정도구
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이때의 준거는 이미 공인된 기존 검사도구
의 측정결과로서 예언타당도와는 달리 준거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한 준거도구로 K-CBCL을 사용하였다.준거도
구로 사용된 K-CBCL척도가 본래 부모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만 평정하
였고,개발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부모점수와 K-CBCL검사도구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그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 또또또래래래관관관계계계
문문문제제제

발발발달달달
문문문제제제

기기기본본본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 문문문제제제

도도도덕덕덕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정정정서서서
문문문제제제

성성성
문문문제제제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전전전체체체

위축 .535*** .389*** .297*** .356** .491*** .279* .523***

우울/불안 .358*** .390*** .373*** .501*** .693*** .277* .577***

사회적미성숙 .329** .563*** .429*** .478*** .377*** .102 .539***

주의집중 .230* .449*** .581*** .553*** .449*** .190 .568***

공격성 .569*** .353** .282* .464*** .451*** .281* .531***

K-CBCL전체 .492*** .525*** .492*** .615*** .600*** .246* .676***

<<<표표표 222777>>>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와와와 KKK---CCCBBBCCCLLL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

*<.05, **<.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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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와 K-CBCL유아 문제행
동 검사도구는 전체적으로 =.676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001).그러므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전체점수와 K-CBCL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K-CBCL의 우울/불안(=.577),주의집중(=.568),사회적 미성숙(=.539),공격
성(=.531),위축(=.5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모두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과 K-CBCL전체 검사도구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도덕성(=.615),정서(=.600),발달
(=.525),또래관계와 기본생활습관(=.492),마지막으로 성 문제(=.246)순으로 나타났
다.성 문제행동은 다른 요인에 비하여 K-CBCL과의 상관이 낮지만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05),검사도구의 양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하위영역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위축은 또래관계 문제행동과(=.535),우울/
불안은 정서 문제행동과(=.693),사회적 미성숙은 발달 문제행동과(=.563),주의집중
은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과(=.581),그리고 공격성은 또래관계 문제행동과(=.569)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제행동 점사도구의 하위 영역 중,또래관계는 K-CBCL의
위축과 공격성 척도와 개념적 관련성이 있고,정서문제는 K-CBCL의 우울/불안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발달상의 문제는 예상한대로 K-CBCL의 사회적 미
성숙과 가장 관련이 있으며,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K-CBCL의 주의집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기본생활습관 영역에 주의결핍이나 산만한 태도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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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항변별도 검증 결과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 반응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문항변별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위집단 25%와 하위집단 25% 간의 평균 점수 차이
를 검증하였다.

1.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41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는 1.14(115번 문항)∼2.41(22번 문항),교사는 1.13(115
번 문항)∼2.08(22번 문항),부모․교사 평균점수는 1.13(115번 문항)∼2.24(22번 문항)
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교사를 통합한 또래관계 문제행동에서의 평균은
1.66(부모 =1.60,교사 =1.67),발달 문제행동에서의 평균은 1.92(부모 =2.09,교
사 =1.82),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의 평균은 1.78(부모 =1.95,교사 1.70),도덕
성 문제행동의 평균은 1.77(부모 =1.74,교사 =1.67),정서 문제행동의 평균은
1.88(부모 =1.85,교사 M=1.91),성 문제행동에서의 평균은 1.24(부모 =1.26,교사
=1.21)로 나타났으며,전체 검사도구의 평균 점수는 1.73(부모 =1.75,교사
=1.6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모와 교사 모두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2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부모와 교사의 자료를 통
합한 점수에서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2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 =1.73)을 보였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분포에 있어서도 부모는 .40～.99,교사는 .39～.97,부모․교사를
통합한 점수는 .32～.78을 보임으로써,교사와 부모,그리고 부모․교사를 통합한 점수
가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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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부부부모모모((( ===333111666))) 교교교사사사((( ===333111666))) 부부부모모모교교교사사사평평평균균균

또래
관계
문제
행동

36
37
39
54
73
107
144
156
소계

1.46
1.85
1.82
1.77
1.63
1.51
1.24
1.95
1.60

.61

.77

.79

.76

.73

.64

.48

.73

.48

1.60
1.87
1.72
1.80
1.54
1.53
1.33
1.97
1.67

.76

.92

.82

.88

.76

.73

.61

.86

.53

1.53
1.86
1.77
1.79
1.58
1.52
1.29
1.96
1.66

.54

.72

.65

.68

.60

.56

.43

.63

.41

발달
문제
행동

8
22
57
72
158
159
185
소계

2.14
2.41
2.31
1.83
1.74
2.19
1.54
2.09

.90

.90

.92

.83

.73

.84

.78

.61

1.90
2.08
1.92
1.73
1.64
2.02
1.45
1.82

.87

.85

.87

.84

.73

.87

.70

.56

2.02
2.24
2.11
1.78
1.69
2.11
1.50
1.92

.74

.72

.72

.69

.61

.70

.64

.49

기본
생활
습관
문제
행동

35
95
122
147
148
155
175
194
195
소계

2.29
1.47
1.63
1.35
1.80
2.09
1.94
1.83
2.37
1.95

.99

.65

.73

.63

.85

.95

.81

.84

.95

.57

1.83
1.40
1.65
1.27
1.86
2.03
1.73
1.45
2.03
1.70

.85

.62

.77

.54

.93

.97

.81

.62

.88

.47

2.06
1.44
1.64
1.31
1.83
2.06
1.83
1.64
2.20
1.78

.78

.48

.62

.48

.76

.78

.61

.58

.73

.42

도덕성
문제
행동

29
104
157
164
167
168
173
소계

2.14
1.51
1.90
1.97
1.81
1.77
1.99
1.74

.87

.63

.74

.86

.72

.72

.75

.48

1.78
1.47
1.61
1.76
1.64
1.70
1.72
1.67

.78

.66

.67

.81

.70

.74

.71

.53

1.96
1.49
1.75
1.86
1.72
1.73
1.86
1.77

.69

.50

.60

.69

.58

.57

.60

.45

정서
문제
행동

4
5
109
110
130
소계

1.88
1.70
2.04
1.70
1.90
1.85

.80

.71

.86

.71

.84

.50

1.92
1.69
2.01
1.92
2.02
1.91

.80

.71

.78

.81

.83

.56

1.90
1.70
2.03
1.81
1.96
1.88

.67

.59

.67

.60

.67

.46

성
문제
행동

114
115
116
117
143
소계

1.33
1.14
1.25
1.16
1.44
1.26

.59

.43

.52

.40

.62

.36

1.19
1.13
1.18
1.19
1.36
1.21

.48

.39

.41

.42

.63

.34

1.26
1.13
1.22
1.17
1.40
1.24

.40

.32

.36

.30

.50

.27
전체 111...777555 ...333888 111...666777 ...333999 111...777333 ...333444

<<<표표표 222888>>>문문문항항항과과과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의의의 평평평균균균과과과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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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변별도 분석 결과

검사도구의 문항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변별해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
사도구 문항에 대한 변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이 분석은 41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
항별로 상위 25%와 하위 25%를 선정하여 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각각 부모 평정 점수,교사 평정 점수,그리고 부모교사 평정의 평균 점수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분석 결과는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평평평가가가자자자((())) 상상상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하하하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또래관계
문제

36
부모(79)
교사(79)
평균

2.23
2.58
2.26

.45

.67

.37
1.00
1.00
1.00

.00

.00

.00
24.17***
20.93***
30.61***

37
부모(79)
교사(79)
평균

2.89
3.22
2.86

.45

.44

.43
1.00
1.00
1.01

.00

.00

.08
37.04***
44.40***
37.51***

39
부모(79)
교사(79)
평균

2.84
2.80
2.61

.63

.69

.48
1.00
1.00
1.00

.00

.00

.00
25.94***
23.27***
29.88***

54
부모(79)
교사(79)
평균

2.76
3.05
2.73

.51

.53

.41
1.00
1.00
1.00

.00

.00

.00
30.56***
34.48***
37.05***

73
부모(79)
교사(79)
평균

2.52
2.57
2.42

.64

.63

.48
1.00
1.00
1.00

.00

.00

.00
21.17***
22.00***
26.08***

107
부모(79)
교사(79)
평균

2.29
2.51
2.30

.51

.60

.40
1.00
1.00
1.00

.00

.00

.00
22.49***
22.45***
29.09***

144
부모(79)
교사(79)
평균

1.97
2.28
1.87

.45

.48

.41
1.00
1.00
1.00

.00

.00

.00
19.16***
23.74***
18.98***

156
부모(79)
교사(79)
평균

2.92
3.19
2.77

.39

.40

.34
1.00
1.00
1.20

.00

.00

.25
44.45***
49.31***
33.38***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2.26
2.41
2.23

.25

.39

.26
1.05
1.13
1.19

.06

.10

.10
41.03***
28.18***
32.43***

<<<표표표 222999>>>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문문문항항항의의의 변변변별별별도도도 검검검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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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999>>>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문문문항항항의의의 변변변별별별도도도 검검검사사사 (((계계계속속속)))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평평평가가가자자자((())) 상상상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하하하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발달문제

8
부모(79)
교사(79)
평균

3.28
3.14
2.98

.45

.35

.40
1.00
1.00
1.14

.00

.00

.23
44.89***
54.57***
35.39***

22
부모(79)
교사(79)
평균

3.47
3.18
3.18

.50

.38

.29
1.33
1.00
1.32

.47

.00

.24
27.57***
50.36***
43.84***

57
부모(79)
교사(79)
평균

3.35
3.13
3.06

.48

.34

.31
1.10
1.00
1.22

.30

.00

.25
35.19***
56.49***
41.16***

72
부모(79)
교사(79)
평균

2.89
2.89
2.70

.72

.62

.52
1.00
1.00
1.00

.00

.00

.00
23.42***
27.04***
28.99***

158
부모(79)
교사(79)
평균

2.61
2.57
2.49

.63

.57

.45
1.00
1.00
1.00

.00

.00

.00
22.73***
24.46***
29.67***

159
부모(79)
교사(79)
평균

3.27
3.15
3.01

.45

.36

.37
1.15
1.00
1.23

.36

.00

.25
32.80***
52.95***
35.72***

185
부모(79)
교사(79)
평균

2.59
2.43
2.42

.71

.61

.54
1.00
1.00
1.00

.00

.00

.00
20.04***
20.72***
23.54***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2.93
2.57
2.57

.36

.35

.29
1.37
1.16
1.34

.19

.14

.17
33.78***
33.08***
32.58***

기본생활
습관문제

35
부모(79)
교사(79)
평균

3.53
2.99
3.09

.50

.59

.41
1.00
1.00
1.10

.00

.00

.20
44.81***
30.03***
38.85***

95
부모(79)
교사(79)
평균

2.32
2.27
2.14

.54

.47

.31
1.00
1.00
1.00

.00

.00

.00
21.51***
23.81***
32.72***

122
부모(79)
교사(79)
평균

2.53
2.66
2.47

.62

.60

.48
1.00
1.00
1.00

.00

.00

.00
22.07***
24.70***
27.04***

147
부모(79)
교사(79)
평균

2.33
2.09
2.02

.50

.54

.41
1.00
1.00
1.00

.00

.00

.00
23.66***
18.06***
22.00***

148
부모(79)
교사(79)
평균

3.00
3.22
2.89

.45

.41

.42
1.00
1.00
1.00

.00

.00

.00
39.25***
47.61***
39.61***

155
부모(79)
교사(79)
평균

3.30
3.35
3.11

.46

.48

.40
1.00
1.00
1.13

.00

.00

.22
44.24***
43.47***
38.52***

175
부모(79)
교사(79)
평균

3.06
2.80
2.65

.49

.61

.37
1.00
1.00
1.12

.00

.00

.22
37.47***
26.31***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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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평평평가가가자자자((())) 상상상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하하하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194
부모(79)
교사(79)
평균

2.95
2.24
2.41

.62

.49

.39
1.00
1.00
1.00

.00

.00

.00
28.03***
22.68***
32.14***

195
부모(79)
교사(79)
평균

3.52
3.19
3.20

.50

.40

.34
1.19
1.00
1.29

.40

.00

.25
32.39***
49.31***
39.95***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2.70
2.33
2.34

.34

.27

.24
1.26
1.13
1.27

.17

.12

.14
33.93***
35.70***
34.03***

도덕성
문제

29
부모(79)
교사(79)
평균

3.25
2.78
2.88

.44

.57

.39
1.00
1.00
1.15

.00

.00

.23
45.76***
27.83***
33.84***

104
부모(79)
교사(79)
평균

2.28
2.35
2.18

.48

.53

.29
1.00
1.00
1.00

.00

.00

.00
23.74***
22.63***
36.19***

157
부모(79)
교사(79)
평균

2.85
2.42
2.52

.53

.50

.43
1.00
1.00
1.04

.00

.00

.14
30.89***
25.39***
29.11***

164
부모(79)
교사(79)
평균

3.22
2.85
2.81

.41

.53

.43
1.00
1.00
1.06

.00

.00

.16
47.61***
30.81***
34.25***

167
부모(79)
교사(79)
평균

2.67
2.49
2.46

.59

.53

.41
1.00
1.00
1.03

.00

.00

.12
25.04***
25.14***
29.43***

168
부모(79)
교사(79)
평균

2.62
2.57
2.45

.58

.67

.41
1.00
1.00
1.04

.00

.00

.14
24.66***
20.72***
28.58***

173
부모(79)
교사(79)
평균

3.01
2.56
2.66

.41

.57

.34
1.00
1.00
1.15

.00

.00

.23
43.84***
24.21***
33.15***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2.38
2.38
2.37

.29

.33

.26
1.16
1.04
1.21

.11

.07

.15
34.93***
34.78***
34.05***

정서문제

4
부모(79)
교사(79)
평균

2.94
3.05
2.77

.54

.32

.37
1.00
1.00
1.08

.00

.00

.19
31.92***
57.65***
36.47***

5
부모(79)
교사(79)
평균

2.54
2.56
2.46

.57

.55

.38
1.00
1.00
1.00

.00

.00

.00
23.96***
25.22***
34.31***

109
부모(79)
교사(79)
평균

3.22
3.10
2.90

.41

.30

.35
1.00
1.00
1.22

.00

.00

.25
47.61***
61.52***
34.50***

110
부모(79)
교사(79)
평균

2.54
3.08
2.59

.57

.35

.37
1.00
1.00
1.06

.00

.00

.17
23.96***
52.75***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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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표 2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각 문항과 하위요인,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상위
집단 25%와 하위집단 25% 간의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교사,부모,그리고
교사부모 평균점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001).따라서
본 검사도구의 문항과 하위 요인들이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
미하게 변별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표표 222999>>>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문문문항항항의의의 변변변별별별도도도 검검검사사사 (((계계계속속속)))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평평평가가가자자자((())) 상상상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하하하위위위집집집단단단(((222555%%%)))

130
부모(79)
교사(79)
평균

3.10
3.09
2.82

.34

.29

.38
1.00
1.00
1.13

.00

.00

.22
54.41***
64.91***
34.40***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2.50
2.64
2.47

.26

.29

.22
1.21
1.21
1.29

.16

.19

.16
37.63***
36.03***
38.26***

성
문제

114
부모(79)
교사(79)
평균

2.25
1.77
1.80

.44

.68

.39
1.00
1.00
1.00

.00

.00

.00
25.45***
10.12***
18.40***

115
부모(79)
교사(79)
평균

1.56
1.52
1.54

.71

.64

.43
1.00
1.00
1.00

.00

.00

.00
6.96***
7.23***
11.13***

116
부모(79)
교사(79)
평균

2.01
1.71
1.73

.57

.54

.31
1.00
1.00
1.00

.00

.00

.00
15.90***
11.78***
21.01***

117
부모(79)
교사(79)
평균

1.63
1.76
1.61

.58

.54

.24
1.00
1.00
1.00

.00

.00

.00
9.68***
12.59***
22.90***

143
부모(79)
교사(79)
평균

2.25
2.27
2.06

.47

.57

.50
1.00
1.00
1.00

.00

.00

.00
23.90***
19.71***
18.79***

소계
부모(79)
교사(79)
평균

1.79
1.72
1.61

.33

.32

.22
1.00
1.00
1.00

.00

.00

.00
21.50***
20.37***
25.05***

전체
부모(79)
교사(79)
평균

2.25
2.19
2.17

.20

.24

.20
1.29
1.20
1.31

.11

.11

.12
37.51***
32.93***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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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뢰도 검증 결과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별 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와 검사도
구 전체 점수 간의 Pearson 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으며,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인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
다.

1. 문항과 검사도구와의 상관분석 결과

문항과 검사도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
출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표 3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유아 문제행동 검사
도구의 전체점수와 개별 문항 점수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래관계 문제행동은 =.320～.700(부모 =.404～.633,교사 =.281～.668),발달 문제
행동은 =.442～.703(부모 =.447～.674,교사 =.418～.655),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327～.685(부모 =.358～.626,교사 =.289～.627),도덕성 문제행동은 =.592～.750
(부모 =.462～.703,교사 =.580～.721),정서 문제행동은 =.373～.557(부모 =.36
5～.551,교사 =.293～.489),성 문제행동은 =.186～.496(부모 =.174～.444,교사
=.252～.468)의 분포로 나타났다.성 문제행동의 일부 문항(<.01)을 제외하고는 모두
α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이는 부모와 교사의 평정에서 모두,검사도구의 개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다 자주 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따라
서 본 검사도구의 문항으로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해도 유사한 결과
를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문항이 검사도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면 상관계수가 중간 정도를
나타내야 한다.왜냐하면 상관계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한 문항이 전체 변인을 설명
한다고 볼 수 있으며,상관이 0에 가까울수록 개별문항과 전체 변인과 관련성이 없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본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문항은 검사도구의 특성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전
체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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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부부부모모모 ===333111666))) 교교교사사사 ===333111666))) 부부부모모모교교교사사사평평평균균균

또래관계
문제

36
37
39
54
73
107
144
156

.497***

.542***

.518***

.616***

.633***

.541***

.410***

.404***

.635***

.611***

.552***

.608***

.668***

.516***

.565***

.281***

.632***

.621***

.576***

.672***

.700***

.536***

.553***

.320***

발달
문제

8
22
57
72
158
159
185

.575***

.548***

.540***

.569***

.666***

.674***

.447***

.583***

.548***

.559***

.474***

.630***

.655***

.418***

.623***

.589***

.572***

.563***

.703***

.697***

.442***

기본생활
습관
문제

35
95
122
147
148
155
175
194
195

.626***

.475***

.606***

.358***

.513***

.518***

.606***

.557***

.576***

.627***

.515***

.610***

.289***

.612***

.585***

.475***

.503***

.563***

.685***

.541***

.644***

.327***

.600***

.591***

.561***

.588***

.612***

도덕성
문제

29
104
157
164
167
168
173

.621***

.462***

.688***

.703***

.685***

.625***

.566***

.697***

.596***

.721***

.690***

.705***

.612***

.580***

.705***

.592***

.754***

.729***

.750***

.659***

.608***

정서
문제

4
5
109
110
130

.365***

.440***

.411***

.393***

.551***

.305***

.293***

.347***

.325***

.489***

.373***

.385***

.423***

.395***

.557***

성
문제

114
115
116
117
143

.357***

.174**

.308***

.279***

.444***

.384***

.252***

.403***

.343***

.468***

.373***

.186**

.336***

.336***

.496***

<<<표표표 333000>>>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문문문항항항---전전전체체체 점점점수수수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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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영역과 전체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 평가도구의 각 영역들이 서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영역 간에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또또또래래래관관관계계계
문문문제제제

발발발달달달
문문문제제제

생생생활활활습습습
관관관 문문문제제제

도도도덕덕덕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정정정서서서
문문문제제제

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전전전체체체

또래관계
문제

부모
교사
평균

1.000
1.000
1.000

발달
문제

부모
교사
평균

.537***

.489***

.569***
1.000
1.000
1.000

기본생활
습관문제

부모
교사
평균

.613***

.724***

.741***
.686***
.642***
.682***

1.000
1.000
1.000

도덕성
문제

부모
교사
평균

.657***

.697***

.739***
.710***
.684***
.742***

.827***

.821***

.853***
1.000
1.000
1.000

정서
문제

부모
교사
평균

.443***

.221***

.346***
.549***
.468***
.547***

.416***

.247***

.365***
.475***
.292***
.416***

1.000
1.000
1.000

성
문제

부모
교사
평균

.411***

.428***

.446***
.232***
.286***
.289***

.339***

.409***

.417***
.284***
.371***
.372***

.239***

.172**

.257***
1.000
1.000
1.000

전체
부모
교사
평균

.799***

.822***

.840***
.840***
.814***
.846***

.885***

.890***

.902***
.895***
.891***
.914***

.651***

.498***

.596***
.461***
.514***
.509***

1.000
1.000
1.000

<<<표표표 333111>>>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하하하위위위 영영영역역역---전전전체체체 점점점수수수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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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하위 영역별 점수와 전체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9～914로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또래관계 문제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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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부모 =.799,교사 =.822),발달 문제행동은 .846(부모 =.840,교사 =.814),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902(부모 =.885,교사 =.890),도덕성 문제행동은
.914(부모 =.895,교사 =.891)로 전체점수와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정서

문제행동은 .596(부모 =.651,교사 =.498),성 문제행동은 .509(부모 =.461,교사
=.514)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모두 <.001).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발달,기본생활습관,도덕성,정서,성적관련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
일수록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위 영역별로는 대부분 .5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지만,성 문제의 경우,
발달문제와의 관련성이 =.289(부모 =.232,교사 =.286),정서문제와의 관련성이
=.257(부모 =239,교사 =.172)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001),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들 간의 밀접한 관
련성을 보여준다.
검사도구가 타당하려면 하위요인들이 동질적인 속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야 하는데,요인 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검사도구의 각
하위요인이 문제행동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내적 합치도 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 요인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
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또또또래래래관관관계계계
문문문제제제

발발발달달달
문문문제제제

기기기본본본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문문문제제제

도도도덕덕덕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정정정서서서
문문문제제제 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전전전체체체

문항 수 8 7 9 7 5 5 41

Cronbach
α

부모( =316) .81 .81 .78 .82 .69 .75 .93
교사( =316) .83 .81 .77 .86 .76 .80 .93
부모교사 평균 .84 .83 .81 .87 .77 .76 .94

<<<표표표 333222>>>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문문문항항항의의의 내내내적적적 합합합치치치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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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부모와 교사의 평균 평정점수에 대해 산출한 전체
검사도구의 Cronbach α값은 .94(부모=.93,교사=.93)로 문항내적 합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또래관계 문제는 .84(부모=.81,교사=.83),발달 문제행동은 .83(부모
=.81,교사=.81),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81(부모=.78,교사=.77),도덕성 문제행동은
.87(부모=.82,교사=.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정서 문제행동은 .77(부모=.69,교
사=.76),성 문제행동은 .76(부모=.75,교사=.8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70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전반적으로 본
검사도구는 부모 또는 교사가 평가할 때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001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또또또래래래관관관계계계
문문문제제제

발발발달달달
문문문제제제

기기기본본본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 문문문제제제

도도도덕덕덕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정정정서서서
문문문제제제

성성성
문문문제제제 전전전체체체

검사-
재검사
상관계수

부모
( 126) .856*** .820*** .776*** .851*** .804*** .922*** .839***

교사
(=126) .892*** .858*** .877*** .820*** .834*** .896*** .935***

부모교사
평균 .865*** .839*** .822*** .839*** 819*** .905*** .921***

<<<표표표 333333>>>검검검사사사---재재재검검검사사사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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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인별 상관계수 범위가 .776～922로 나타났으
며,전체 점수에서의 상관계수는 .921(부모 =.839,교사 =.935)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또래관계 문제행동은 .865(부모 =.856,교사 =.892),발달
문제행동은 .839(부모 =.820,교사 =.858),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822(부모
=.776,교사 =.877),도덕성 문제행동은 .839(부모 =.851,교사 =.820),정서 문제
행동은 .819(부모 =.804,교사 =.834),성 문제행동은 .905(부모 =.922,교사
=.896)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유아 문제행동의 빈도와 양상이 2주
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해도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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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A. 요약 

본 연구는 3～5세 유아 중에서 임상적 중재가 필요한 유아가 아닌,일반 유아의 문
제행동에 대하여 교육적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검
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기존의 검사도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된 특성들(과다한
문항 수,임상용 진단,부모 또는 교사의 독립적인 진단 등)을 보완하고,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면서 문제행동의 핵심 유형을 평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라는 지침을 가
지고 문항제작이 이루어졌다.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을 위하여,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행동의 6개 하위 영역을 선정하였다.영역 선정은
1970년대 초반부터 소개되어 온 문제행동의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들을 비슷한 행동유
형으로 대분류하고,비교적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한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선정된 하위 영역은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
조되어 온 또래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발달문제,정서문제를 포함하여 80년대 초반
에 관심 대상이 되었던 기본생활습관 문제와 최근에 유아 문제행동의 새로운 영역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도덕성 문제 및 성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학부모 및 현장 교사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문항을 제작하고,3차에 걸친 내용타
당도 검증을 마친 후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는
관련 검사도구와 선행연구 고찰,그리고 교사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3∼5세 유아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문제행동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문
항 내용은 일반 유아의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검사 시간은 5∼10분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1차 예비 문항을 구성한 후,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합성을 알아보
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가정과 유아교육기관 한 쪽에서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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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문항,내용이 유사한 문항,측정 적합성에서 수준 미달인 문항들을 제거하고,
2차 예비문항으로 99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2차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유아교육전문
가 46명을 대상으로 4점 척도 설문지를 구성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총 60개 문항을 3차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3차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현장교사와 부모 총 100명을 대상으로 최종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다.여기서는 전체 문항적합성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보다 높은 문
항을 1차 선정하고,나머지 문항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문항을 포함하여
4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대도시,중소도시,그리고
읍면 지역의 11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3～5세 유아 316명을 대상으로 검사
를 실시하였다.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도구로 K-CBCL을 사용하였
으며,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재검사는 약 2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44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한 결과,어떤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은 문항 3개
를 삭제한 후 41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연구자의 가설대로 6개 하위요인(또래관계,발달,기본생활습관,정서,도덕성,
성)이 도출되었다.계속해서,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한 결과,χ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기초적합지수(GFI),조정된 적합
지수(AGFI),원소간 평균차이(RMR),TLI등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나,본 연구의 검사도구가 측정모형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검사도구임
이 확인되었다.또한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6가지 하위 영역의 각 경로를 분석한 결
과,기본생활습관 문제,도덕성 문제,발달 문제,또래관계 문제,정서문제,성 문제의
순으로 유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검사도구의 부모점수와 K-CBCL부모
점수간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한 결과,=.676으로 비교적 높은 관련성
을 보였다.구체적으로 하위 요인별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또래관계 문제는
K-CBCL의 공격성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발달문제는 사회적 미성숙과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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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보였다.또한 기본생활습관은 주의집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도
덕성 또한 주의집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정서는 우울/불안 척도와 가장 관련
성이 높았으며,성 문제는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문항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상․하위 25% 집단의 평균점수를 대상으로 문항과 하위 영역별 변별
도를 산출하였다.먼저 부모와 교사평정의 평균점수를 대상으로 문항 반응 분포를 알
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유아 문제행동의 평균(표준편차)은 4점
척도에서 1.73(.34)으로 나타나,본 연구대상 유아들에게서는 문제행동이 거의 관찰되
지 않음을 보였다.또한 표준편차도 .30～.78의 분포로 나타나,반응 범위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음을 보였다.
각 문항의 문항변별도를 분석하기 위해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유아 전체를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으로 구분한 후 문항별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면,유아 문제행동이 각 평가 문항에서 상위 집단의 평균이 하위 집단의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전체 41개 문항 모두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또한
하위 영역의 변별도를 분석한 결과,또래관계 문제행동,발달 문제행동,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도덕성 문제행동,정서 문제행동,성 문제행동에서 모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검사도구의 문항과 하위 요인,그리고 전체 점수가 문
제행동이 자주 관찰되는 집단과 거의 관찰되지 않는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는 부모점수와 교사점수에서 모두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검사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문항 반응 분포나 변별도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문항과 검사도구 및 하위 영역
과 검사도구 간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으며,하위 영역과 전체 검
사도구와의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간의 Pearson단순적률상관계수 을 산출하였다.먼저,부모와 교사평정
의 평균점수를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각 문항점수와 검사도구 전체점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모든 문항이 전체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각 문항이
전체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적절하게 측정해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부모
와 교사의 독립적인 평정점수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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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과 전체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509～.902(부모 =.461～
895,교사 =.498～891)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하위 요인별로 도덕성 문
제,기본생활습관 문제,발달 문제,또래관계 문제,정서 문제,성 문제의 순으로 관련
성을 보이고 있다.부모평정의 경우,도덕성 문제,기본생활습관 문제,발달 문제,또
래관계 문제,정서 문제,성 문제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교사평정의 경우,도덕성 문
제,기본생활습관 문제,또래관계 문제,발달 문제,성 문제,정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
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또래관계 문제와 기본생활습관 문제,도덕성 문
제와 기본생활습관 문제,그리고 발달 문제와 도덕성 문제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
으며,정서 문제와 성 문제 간의 관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정서 문제와
성 문제 간의 상관이 여전히 α=.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문제행동의 모
든 하위 요인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내적 구조의 동질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적어도 .30이상의 상관은 되어야 한다는 Nunnaully(1968)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강병서,김계수,2005,재인용),본 검사도구의 문항 및 하위요인은 내적 구조
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해서,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
도는 α=.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각 하위 구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α .76～.87사
이로,본 검사도구의 문항이 동질적이며 내적 일관성을 가진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검사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검사에 참여한 유
아 316명 중에서 127명을 선정하여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상관계
수 범위가 =.819～905(부모 =.776～922,교사 =.820～8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양호도 기준이 .70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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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문항제작 과정은 이론적 근거 하에 현장 지향적으로 이루어졌다.황혜
정(2005)의 연구가 선행 검사도구에서 취한 문항을 유아교육기관 교사 및 부모 심층
면접을 통하여 검토한 후,완성도가 높은 125개 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검사
문항으로 확정하였다면,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부모 및 교사로부터 수집된 설문자
료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3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는 점
에서 차별화된다.이는 문항제작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한 시도이며,CBCL(Achenbach& Edelbrock,1983)
의 제작과정에서 문제행동 관련 연구논문,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기관에 종사
하는 임상 심리학자,정신과 전문의,사회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기초 자료를 근
거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성된 예비문항으로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분석한 결과,연구자의 가설대로
6개 하위요인(또래관계,발달,기본생활습관,정서,도덕성,성)이 도출되었다.유아 문
제행동에 대한 6가지 하위 영역의 각 경로를 분석한 결과,기본생활습관 문제,도덕성
문제,발달 문제,또래관계 문제,정서문제,성 문제의 순으로 유아 문제행동을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유아 문제행동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본생활습관 문제가 차
지하고 있고,가장 적은 부분을 성 문제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
는 유아 문제행동이 주로 기본생활습관,도덕성,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주로 이들 하위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
냄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검사도구와 차별성을 갖
는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CBCL(Achenbach& Edelbrock,1991)과 K-CBCL(오경자
외,1996)의 경우,검사도구의 구성요인이 긍정적인 특성인 사회능력 척도와 부정적인
특성인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문제행
동증후군 척도는 위축,신체증상,불안/우울,사회적 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 문
제,비행,공격성,성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CBCL은 임상의 목적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정신증’이나 ‘약물복용’,‘알콜섭취’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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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본 검사도구는 정상아를 대상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한 예비진단의 목
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CBCL에서는 임상적 치유를 요구하는 정신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에 포함되어 있다면,본 검사도구에서는 문제행동이 생활습관과 관
련된 문제,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발달과 관련된 문제,또래관계와 관련된 문제,정서
와 관련된 문제,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로 영역 세분화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CBCL과 차별화된다.
또한 황혜정(2005)의 연구에서 부모용은 125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사용은 120개 문
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도출된 요인
은 9개 요인으로 중분류되고,이는 다시 외현적,내재적,그리고 혼합형 문제행동으로
대분류되었다.각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는 문제행동은 본 검사도구에서 측정하고 있
는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과 차이가 있지만,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 문제,습관문제,
성문제,정서문제,미성숙문제 등은 두 검사도구에 모두 포함되어 나타남으로써 이들
문제행동의 중요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 분석 결과에서는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또래관계 문제
가 K-CBCL의 공격성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발달문제는 사회적 미성숙과 가장 높
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본생활습관과 도덕성은 주의집중과 가
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정서는 우울/불안 척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성 문제
는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성과 공격성 간의 유의미한 관련
성은 성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이나 지나친 성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이는 성 관련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강제성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특별히
K-CBCL의 공격성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예를 들면,성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등의 문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신체적
접촉에 대한 욕구에서 보여지는 공격적인 성향이 두 가지 행동특성 간의 관련성을 가
져왔다고 볼 수 있겠다.
도덕성을 제외하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도덕성
의 경우 K-CBCL의 주의집중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이러한 결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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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하위 영역의 일부 문항이 주의집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예를 들면,‘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는 주의집중을 요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요
구하는 도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두 가지 특성을 중복적으로 측정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검사도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합한 도구임을
의미할 뿐 아니라,공인된 기존 도구와의 높은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공인타당도의 양
호함이 확인되었다.다만,K-CBCL은 유아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평가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검사도구의 부모 평정점수와 K-CBCL부모
점수와의 상관을 구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이는 추후 연
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용과 교사용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모두 이용하여
공인타당도를 재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이 전체점수와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각 문항이 전체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적절하게 측
정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115번 문항이 =.186(부모
=.174,교사 =.252)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115번
문항은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는 내용으로,평균빈도가 1.13으로 나타난 통계적으로
매우 희소한 행동이다.이러한 결과는 행동의 발생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다른 문항
들과의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또는 문항 내용에 대한 해석이 교사와
부모마다 달라서 실제 행동의 발생빈도와는 달리 과소평가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에 문항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위 요인 간에는 또래관계 문제와 기본생활습관 문제,도덕성 문제와 기본생활습
관 문제,그리고 발달 문제와 도덕성 문제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정서 문제와
성 문제 간의 관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황혜정(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전
체점수와 높은 상관을 갖는 하위 영역이 부모의 경우,정서 문제,습관 문제,미성숙
문제,성 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교사의 경우,정서 문제,습관 문제,미성숙 문제,
성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황혜정(2005)의 연구에서 정서 문제가 문제행동의 전체점
수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성 문제가 가장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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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및 기본생활습관 문제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정서 문제가 비교적 관련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황혜정(2005)의 검사도구와 본 검사도
구가 측정하고 있는 문제행동의 주요 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황혜정(2005)의 도구에서 정서 문제가 문제행동을 가장 대표하는 영역이라면,본 검
사도구에서는 도덕성과 기본생활습관 문제가 문제행동을 가장 대표하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또한 영역 간의 상관에서 성 문제와 정서 문제의 관련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만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성 문제와 정서 문제 간의 낮은 관련성을 보
여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각 하위요인에서의 α 계수가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본 검사도구의 문항이 동질적이며 내적 일관성을 가진 신
뢰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각 하위요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인 영역은 성 문제행동으로 α=.76의 수치(부모 α=.75,교사 α=.80)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보다 교사의 α값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유아가 가정보다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성 문제행동 척도에서 제시된 행동들을
더 자주,균일하게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유아의 성 문제행동에 있어 부
모평정과 교사평정의 차이는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면,본 연구는 지금까지 유아 문제행동에 관한 연
구(강문희 외,1997;안영진,이성숙,1998;임명희,1998;임혜민,2003;장선철,1988;
Achenbach,1991;Walker,1997)에서 다루어진 개념이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
복된 내용들을 추출하여 유아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실질적인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유아 문제행동 개
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심층
적이고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유아 문제행동의 유형을 선
행연구에 기초하여 새롭게 제시한 본 연구는 추후에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변인 연구
나 문제행동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토대로 세부 문항을 개발하
여 교사와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추출
된 6개 가설적 요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확인되었고,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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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문항양호도 분석 결과는 검사도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정하는 데 적합한 척
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검사도구는 부모와 교사가 동시에 유아 문제행동을 진단할 수 있도록 단일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기존의 검사도구들은 부모용 또는 교사용이 별도로 제작
되어 두 평정주체가 동시에 유아 문제행동을 진단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Achenbach,1991).국내에서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K-CBCL은 부모용 검
사도구로,부모 또는 대상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오경
자 외,1997).그러나 단일 주체에 의한 평정은 평정 주체의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아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이에
Achenbach(1991)는 다양한 평정주체를 활용하여 유아 문제행동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선행연구(황혜정,2005;Matsuuraetal.,1993)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동시에 평정을
하지만 두 평정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평정
과 교사평정의 차이는 유아가 맥락(가정,유아교육기관)에 따라 다른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
인한다(Matsuuraetal.,1993).여기서,교사와 부모 평정의 문항 내용이 달라지면 두
평정점수의 직접비교가 어려우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두 평정자의 관점을 모두 반영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그러나 본 검사도구는 맥락에 따라 다른 평정자가
유아 문제행동을 평정하는 동시에,동일한 내용으로 문제행동을 평정한 후 두 평정자
의 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보다 신뢰롭고 정확한 문
제행동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 뿐 아니라,동일한 행동양상이라도 평정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행동의 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검사도구는 문항수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예를 들어,황혜정
(2005)의 유아 문제행동 진단검사 도구는 부모용이 125문항,교사용이 1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이와 유사하게,CBCL(Achenbach& Edelbrock,1983)은 118개 문항,
K-CBCL(오경자 외,1997)은 10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
으로 구성된 PKBS(Merrell,1994)도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수가 너무 많
다 보면 평정자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중립적인 중앙값에 체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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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평정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에 반하여,본 검
사도구는 문항수가 41개로 간편하면서도 이론적 근거 하에 설정된 6개 문제유형을 모
두 측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아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유
아들은 또래나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들과 바람직
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따라서 유아들이 유아교육기
관에서 나타내는 문제행동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개
발은 가정에서의 부모뿐 아니라,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교
육적 중재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는 통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본 검사도구는 향후 교사와 학부모가 유아
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
히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검사도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 대도시에서 5개 기관,중소도시에서 3개 기관,
읍ㆍ면지역에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전국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비례유층표집을 하지 않은 관계로 편파적인 표집일 가능성이 있다.추
후에는 각 지역별 유아교육기관수를 고려한 비례유층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검사도구의
타당화 검증을 반복 실시할 필요가 있다.더불어,지역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에서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양호한 구인타
당도를 보여주었지만,하위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정서와 성 문제와 같은 일부 요
인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이들
하위 요인이 동일한 잠재변인인 문제행동의 구성 요소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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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령의 다른 유아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연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즉 자료에 따라 요인구조가 달라지는지 또는 비교적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나타낼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또한 문항 내용의 모호성 때문에 평정 과정에서 정확
하지 않은 평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특히 성과 관련된 문항은 교사와 부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항검토가 요구되
고,해당 문항은 유아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는 표준화된 진단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과 비교해서 문제행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유아 문제행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판단기준
인 규준이 필요하다.추후에는 본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유아를 표집,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는 K-CBCL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함으
로써 검증하였는데,추후에는 국내의 다른 검사도구를 준거도구로 사용하여 공인타당
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임상용인 K-CBCL과 정상아용인 본 검사도구 간의 상관
이 하위 영역에 따라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이는 검사의 목적과 문항의 내용이 다름
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그러므로 정상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도구와의 상관을
산출함으로써 타당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유아 문제행동의 원인 및 발생과정을 밝히는 변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질,성,연령,부모의
양육태도,출생순위 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
회 인지능력,대인관계 기술,언어표현능력 등,다양한 유아의 발달 양상이 문제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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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111차차차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지지지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 쉽게 얼굴이 붉어진다.
2 긴장되어 있다.
3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 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6 새로운 상황이나 장난감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7 자주 우는 편이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9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10 지나치게 겁이 많다.
11 집단 활동에서 쉽게 위축 된다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2 쉽게 당황한다.
13 다른 사람의 놀이 활동에 흥미가 없다.
14 감정들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15 수줍고 소심한 편이다.
16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7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18 주변사람들의 눈치를 잘 본다.
19 비활동적이고 동작이 느리며 힘이 없어 보인다.
20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21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지배받는다.
22 다른 사람들이 지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란다.
23 계속 어른들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변을 맴돈다.
24 계속 칭찬을 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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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25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26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27 쉽게 산만해 진다.노력과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다.
28 처벌이나 보상에 의해서도 주의 집중 시간이 길

어지지 않는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30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31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지 못한다.
32 고집이 세고 신경질적이다.
33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34 장난을 잘치고 잡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35 성격이 급하고 생떼를 쓴다.
36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38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39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 한다 ;대장으로 행

동하기를 원한다.
40 다른 유아들의 장난감을 부순다.
41 다른 유아들에게 나쁜 말과 욕을 잘한다.
42 놀이를 할 때 다른 유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43 다른 유아들을 차고,때리고,꼬집는 등 신체적

공격을 가한다.
44 싸움을 잘하고 말다툼이 잦은 편이다.
45 항상 주의를 요한다.
46 충동적이다.
47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

거나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
48 폭발하듯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한다.
49 쉽게 혹은 지나치게 흥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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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50 쉽게 화를 내고 잘 참지 못한다.
51 통제하기가 어렵다.
52 이유 없이 싸운다.
53 친구들을 방해한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5 장난감이나 시설을 망가뜨린다.
56 관심과 주의를 필요를 한다.
57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58 예민하고 쉽게 당황한다.
59 불행해 보인다.
60 두려워하면 공포를 보인다.
61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62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는다.
63 어른에게 움츠려져 있다.
64 과잉 행동적이다.
65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
66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친구에게 심술을 부린다.
67 발버둥 치며 떼를 쓴다.
68 옷에 오줌을 싼다.
69 옷에 대변을 본다.
70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
71 마지못해 이야기한다.
72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74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여아 반대).
75 허둥대며 자랑을 많이 한다.
76 집중력이 없고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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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77 같은 생각을 되풀이 한다.
78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며 많이 움

직인다.
79 어른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80 외롭다고 불평한다.
81 울기를 잘한다.
82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83 남을 못살게 군다.
84 공상을 하거나 멍하니 생각에 빠진다.
85 고의로 자해행위를 한다.
86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갖기를 요구한다.
87 자기의 물건을 부순다.
88 다른 아이의 물건을 망가뜨린다.
89 아이들을 못살게 군다.
90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91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92 사람들에게 샘을 잘 낸다.
93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마신다.
94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96 남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97 자신이 쓸모없거나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98 사고를 잘 내고 잘 다친다.
99 싸움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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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00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101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
102 생각 없이 행동하고 충동적이다.
103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05 손톱을 물어뜯는다.
106 신경이 과민하고 신경질적이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8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9 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

안해한다.
110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쥐어뜯는다.
113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다.
114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뽀뽀를 한다.
118 무감동하고 냉담하다.
119 나이 많은(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120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121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23 고함을 자주 지른다.
124 숨기는 것이 많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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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25 주위를 심하게 어지른다.
126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127 의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28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129 폭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어야 하며 쉽게 좌절한다.
131 부주의하고 산만하다.
132 멍하게 허공을 응시한다.
133 야단을 맞으면 과도하게 상처를 받는다.
134 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둔다.
135 이상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한다.
136 고집이 세다.
137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38 의심이 많다.
139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한다.
140 지나치게 말이 많다.
141 남을 잘 놀린다.

142 성미가 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데굴
데굴 구른다.

143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44 남을 협박한다.
145 공부를 마지못해 한다.
146 지나치게 청결에 신경을 쓴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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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49 기물이나 시설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낸다.
150 실수할까봐 두려워한다.
151 외모가 깨끗하지 못하다.
152 걱정거리가 많다.
153 다른 친구보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놀려고 한다.

154 또래에 비해서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일이 많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다른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에 자신의 의견이

없이 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
160 또래보다 어른 옆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안해 한다.
161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또래

보다 일찍 일어선다.
162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구와 나누지

않는다.
163 목적 없이 이리저리 다니거나 앉아서 신체의 일

부를 움직일 때가 또래에 비해 많은 편이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

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5 한 가지 활동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간다.
166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69 이야기 중에 엉뚱한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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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70 거짓말을 한다.
171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
172 유치원 물건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집에 가지고

온다.
173 친구들과 나누기를 잘하지 못한다.
174 친구를 물어뜯는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76 돈을 요구한다.
177 뭐든지 사달라고 떼를 쓴다.
178 상스런 말을 한다.
179 손님이 오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180 규칙이나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181 글자에 흥미가 없다.
182 책보기를 싫어한다.
183 주의력이 부족하다.
184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
185 말이 늦다
186 산만하고 부산스럽다.
189 인내심이 부족하다.
190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191 다른 아이에게 샘이 많다.
192 옷을 마음대로 입으려 한다.
193 만화책을 너무 좋아한다.
194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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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관관관찰찰찰 장장장소소소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유치원에
서만 관
찰 가능

가정에
서만 관
찰가능

모두 관
찰 가능

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
함

196 TV를 너무 많이 본다.
197 밥 먹기를 싫어한다.
198 밥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천천히 먹는다.
199 비만이 될 것 같다.
200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
201 고자질을 자주한다.
202 밖에서만 씩씩하지 못하다.
203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204 집에서만 놀려한다.
205 주로 혼자 놀이를 한다.
206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207 과격한 행동을 한다.
208 즉각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209 형제끼리 자주 싸운다.
210 유치원 갈 때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한다.
211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한다.
212 손가락을 빤다.
213 울고 고집을 부린다.
214 자폐적인 성향을 보인다.
215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216 지나치게 수줍음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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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222차차차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질질질문문문지지지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진진진단단단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유아 문제
행동 검사도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부모가 간단
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잡한 사회적 양상만큼이나 유아의 문제행동들도 다양하게 표출되
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
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학적 대상이 아닌 보
통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알맞은 타당화 된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유아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도록 돕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문헌과 선행 검사도구를 참고하
여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 시안을 제작하였습니다.본 검사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
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각 문항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02.05.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고 현

설문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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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적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칸에 기입 및 표시(√)해주십시오.

연 령 만( )세
성 별 남( )/여( )
경 력 경력 년
학 력 대학원졸 박사( ),대학원졸 석사( )
지 역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함

3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7 문제가 없어도 자주 우는 편이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9 멍하니 허공이나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
11 집단 활동이나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위축된다.
16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0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21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지배받는다.
2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한다.
23 항상 어른들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변을 맴돈다.
28 처벌이나 보상을 제공해도 주의 집중 시간이 길

어지지 않는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30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
32 고집이 세고 신경질적이다.
33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35 성격이 급하고 생떼를 쓴다.
36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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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함

38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39 항상대장이되어서다른사람을지배하기를원한다.
40 다른 유아의 장난감이나 물건을 부순다.
41 나쁜 말과 욕을 잘한다.
42 놀이를 할 때 다른 유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43 다른 유아들을 차고,때리고,꼬집는 등 신체적
공격을 가한다.

44 싸움을 잘하고 말다툼이 잦은 편이다.
45 항상 주의를 필요로 한다.
47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48 폭발하듯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한다.
49 쉽게 혹은 지나치게 흥분한다.
50 쉽게 화를 낸다.
51 통제하기가 어렵다.
52 이유 없이 싸운다.
53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한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5 기관이나 가정의 시설을 망가뜨린다.
57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62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는다.
66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친구에게 심술을 부린다.
68 옷에 오줌을 싼다.
69 옷에 대변을 본다.
72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74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여아 반대).
80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82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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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함

85 고의로 자해행위를 한다.
86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갖기를 요구한다.
87 자기 물건을 부순다.
91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
92 샘을 잘 낸다.
93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마신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97 자신이 쓸모없거나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98 사고를 잘 내고 잘 다친다.
100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

른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8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9 주변상황과무관하게지나치게겁을내거나불안해한다.
110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쥐어뜯는다.
114 남앞에서혹은안보이는곳에서성기를자주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20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23 고함을 자주 지른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137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42 성미가 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데굴데

굴 구른다.
143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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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
함

매우
적절함

144 남을 협박한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98 밥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천천히 먹는다.
199 비만이 될 것 같다.
200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
201 고자질을 자주한다.
203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151 항상 외모가 깨끗하지 못하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놀이에서 다른 아이의 요구에 쉽게 자신의 의견

을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

를 바란다.
195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친구와 나누지 않는다.
194 이 닦기를 싫어한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

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0 거짓말을 한다.
172 유치원 물건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집에 가지고 온다.
175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함부로 소비한다.
185 말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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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333차차차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질질질문문문지지지(((666000문문문항항항)))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진진진단단단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유아 문제
행동 검사도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부모가 간단
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잡한 사회적 양상만큼이나 유아의 문제행동들도 다양하게 표출되
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
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학적 대상이 아닌 보
통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알맞은 타당화 된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유아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도록 돕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문헌과 선행 검사도구를 참고하
여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 시안을 제작하였습니다.본 검사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지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각 문항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08.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고 현

설문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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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차차차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질질질문문문지지지(((666000문문문항항항)))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함 매우

적절함
3 예민한 성격으로 신경질적이다.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1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지배받는다.
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는다.
32 고집이 세고 짜증을 잘 낸다.
33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35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36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38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5 장난감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뤄 자주 망가뜨린다.
57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66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친구에게 심술을 부린다.
68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오줌을 자주 싼다.
69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옷에 대변을 자주 싼다.
72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74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여아 반대).
92 샘을 잘 낸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97 자신이 그림,노래,운동,율동 등에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98 또래보다 사고를 잘 내며 다치지 않을 장소에서도 잘

다친다.
100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8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9 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110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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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가가가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부적
절함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쥐어뜯는다.
114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143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44 남을 협박한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51 항상 외모가 깨끗하지 못하다.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놀이에서 다른 아이의 요구에 쉽게 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려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여러 번 질문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친구와 나누지 않는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85 말이 늦다
194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203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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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본본본 검검검사사사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질질질문문문지지지(((444444문문문항항항)))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진진진단단단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부모가 간단
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행동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잡한 사회적 양상만큼이나 유아의 문제행동들도 다양하게 표출되
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학적 대상이 아닌 보통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알맞은 타당화된 검사
도구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유아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문헌과 선행 검사도구를 참고하
여 유아 문제행동 검사도구 개발 시안을 제작하였습니다.본 검사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부모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설문지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각 문항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11.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고 현

설문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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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적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칸에 기입 및 표시(√)해 주십시오.
<교사/부모>

연령 만( )세 성별 남( )/여( )
경력 교직경력 ( )년 (선생님만 해당)
학력 대학원졸( ),대졸( ),고졸 이하( )
지역

<유 아>
연령 만( )세 성별 남( )/여( )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외둥이( ),기타( )
기관에

머무는 시간 12시 하원( ),3시 이전 하원( ),종일반( )

1.전혀 관찰되지 않는다.2.거의 관찰되지 않는다.3.가끔 관찰된다.4.자주 관찰된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적합성적합성적합성적합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1111 2222 3333 4444

4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5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8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29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35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36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37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39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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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적합성적합성적합성적합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1111 2222 3333 4444

5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57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72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73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95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104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07 친구를 따돌린다.

109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해한다.

110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11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112 코를 후비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쥐어뜯는다.

114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15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16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17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22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30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인다.

143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44 남을 협박한다.

147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48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 135 -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적합성적합성적합성적합성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사사사항항항1111 2222 3333 4444

155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56 놀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요구를 쉽게 따라한다.

15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58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59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요구한다.

164 누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67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68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73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물건은 친구와 나누기를
싫어한다.

175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85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말이 늦다.

194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이 닦기를 싫어한다.

195 놀이나 활동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201 아이가 맞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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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공공공인인인타타타당당당도도도용용용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KKK---CCCBBBCCCLLL)))

*1.전혀 관찰되지 않는다.2.거의 관찰되지 않는다.3.가끔 관찰된다.4.자주 관찰된다.

번번번호호호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2 말다툼을 자주한다.
3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4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5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6 너무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많다.
7 외롭다고 불평한다.
8 정신이 헷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9 잘 운다.
10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11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12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3 자기 물건을 부순다.
14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망가뜨린다.
15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6 유치권에서 말을 안 듣는다.
17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18 샘을 잘 낸다.
19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20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1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며 그렇게 생각한다.
22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23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24 자주 싸운다.
25 놀림을 자주 받는다.
26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
27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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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28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이 되어 있다.
29 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움찔거린다.
30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31 지나지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32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33 체중이 너무 나간다.
34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35 학습을 잘 하지 못한다.
36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37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38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39 고함을 지른다.
40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41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42 의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43 수줍거나 소심하다.
44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45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46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47 의심이 많다.
48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49 남을 잘 놀린다.
50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51 청결,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5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53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54 유난히 소란스럽다.
55 위축되어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56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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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완완완성성성본본본)))

유유유아아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A. 유아 문제행동 검사의 필요성 

최근 복잡한 사회적 양상만큼이나 유아의 문제행동들도 다양하게 표출
되고 있습니다.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검사도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 중에서 임상학적 대상이 아닌
일반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문제행동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B. 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이란 유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교사나 부모가 동일 연령대
의 유아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벗어나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힘든 부적절한
행동이다.그 하위 구성요인은 또래관계,발달,기본생활습관,도덕성,정
서,성행동 문제행동이다.

1. 또래관계 문제행동

또래관계 문제행동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예를 들어,공격적 행동이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동으로써 친구를 지배하려는 행동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행동을 등을 포함한다.

2. 발달 문제행동

발달 수준에 관한 문제행동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응
수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어리게 혹은 어른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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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바람직한
평가를 획득하면서 조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하고 내면화되
어야 할 생활습관행동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4. 도덕성 문제행동

도덕성 문제행동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보다 근원적인 가치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다.

5. 정서 문제행동
 

정서적 문제행동은 유아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등 유아가 속한 사
회집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유아가 보여주는 정상적인 정
서적 반응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6. 성 문제행동

성 문제행동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에게서 볼 수 있는 성에 관한 행
동을 벗어나는 표현이다.

C. 평정 방법

1. 관찰 기간

1주일 동안 유아의 하루 생활을 관찰한다.

2. 유아 문제행동 평정척도

1점: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2점: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3점: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이 조금 관찰된다.
4점: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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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문문문항항항 구구구성성성 표표표
요요요인인인 요요요인인인 이이이름름름 문문문항항항번번번호호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요인 1 또래 관계 문제행동 1,2,3,45,6,7,8 8
요인 2 발달 문제행동 9,10,11,12,13,14,15 7
요인 3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16,17,18,19,20,21,22,23,24 9
요인 4 도덕성 문제행동 25,26,27,28,29,30,31 7
요인 5 정서 문제행동 32,33,34,35,36 5
요인 6 성 문제행동 37,38,39,40,41 5

전체 41

유아 문제행동 검사 문항

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거거거의의의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가가가끔끔끔
관관관찰찰찰됨됨됨

자자자주주주
관관관찰찰찰됨됨됨

또래관계
문제행동

1 이유 없이 놀림을 자주 받는다. 1 2 3 4

2 친구가 싫어해도 짓궂은 장난을
한다. 1 2 3 4

3
항상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1 2 3 4

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 1 2 3 4

5 문제가 없어도 싸움을 자주 건다. 1 2 3 4

6 친구를 따돌린다. 1 2 3 4

7 남을 협박한다. 1 2 3 4

8 놀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요구를 쉽게 따라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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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거거거의의의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가가가끔끔끔
관관관찰찰찰됨됨됨

자자자주주주
관관관찰찰찰됨됨됨

발달
문제행동

9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1 2 3 4

10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항상
원한다.

1 2 3 4

11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칭얼거리듯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1 2 3 4

12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어린 아이
같은 어투를 사용하거나 행동한다. 1 2 3 4

13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 2 3 4

14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요구한다. 1 2 3 4

15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말이 늦다. 1 2 3 4

기본생활
습관

문제행동

16 요구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쓴다. 1 2 3 4

17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1 2 3 4

18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 2 3 4

19 기관 결석이 잦은 편이다. 1 2 3 4

20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1 2 3 4

21 음식을 먹을 때 손,발,상체 등을
많이 움직인다. 1 2 3 4

22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한다. 1 2 3 4

23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이 닦기를
싫어한다. 1 2 3 4

24 놀이나 활동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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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 번번번호호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거거거의의의
관관관찰찰찰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가가가끔끔끔
관관관찰찰찰됨됨됨

자자자주주주
관관관찰찰찰됨됨됨

도덕성
문제행동

25 자신이 맡은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는다. 1 2 3 4

26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모른다. 1 2 3 4

27 어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1 2 3 4

28
누가 말할 때 귀 기울려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못 들은 체 할 때가
많다

1 2 3 4

29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른 체 한다. 1 2 3 4

30 여러 번 이야기 하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 2 3 4

31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물건은
친구와 나누기를 싫어한다. 1 2 3 4

정서
문제행동

32 걱정스런 표정을 자주 나타내며
이야기한다. 1 2 3 4

33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많다. 1 2 3 4

34 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불안 해 한다. 1 2 3 4

35 실수에 비해 죄책감을 지나치게
느낀다. 1 2 3 4

36 요구가 즉시 성취되지 않으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인다. 1 2 3 4

성
문제행동

37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 2 3 4

38 남 앞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성기를 자주 만진다. 1 2 3 4

39 싫어하는 여아(남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 1 2 3 4

40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다. 1 2 3 4

41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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