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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

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며, 그 경로가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천안에 

있는 22개 상담센터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에서 만 7세 아동 201명(남아 132

명, 여아 69명)과 그들의 부모 201쌍이었다.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

현 발달 척도, 한국 사회성 기술 검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결과:  첫
째,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 경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동일하였

으며, 수용-표현 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 집단 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양육태

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사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

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성 

기술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없었다. 셋째, 아동의 언어적 기능은 사회성 기술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논의 및 결론:  의사소통장애 아동은 말-언어 문제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언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성 기술 부족 및 문제행동 발현에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와 연결

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79-93.

핵심어: 의사소통장애,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Ⅰ. 서 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심리․정서 및 행

동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연령

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행동이

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

는 것으로 내재화되거나 외현화된 사회 및 정서적 역

기능을 지칭하며, 그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

양하다(정문자, 1988). 일반적으로 아동 문제행동은 

자폐나 소아 정신분열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발달상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나 일반 아동에

서도 다양한 문제행동이 관찰되고 있다. 국내연구에

서 오경자(1991)는 전체 아동의 10% 정도가 문제행

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정신과적

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발달 상 경

험할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 특히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

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매우 적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위축, 함묵,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 성인기까지 이

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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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2001).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

제행동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은 여러 요인에 의

해서 나타나는데, 주로 아동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구

분된다. Kauffman(1993)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생물

학적인 요인(뇌손상, 뇌기능 장애, 영양장애, 신체적 

질병), 가정요인(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요인(학업부진, 적응) 그리고 문화적요인(대중

매체, 동료 집단, 이웃, 도시와, 인종문제, 사회계층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Rutter(1980)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 간의 부적응, 낮

은 사회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범죄경력, 어머니의 

정신병력 등을 제시한 반면, Cohen(2001)은 부모양

육태도와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을 지적

하였다.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아동의 의사소

통 능력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사고, 학습, 사

회적 관계를 여는 창이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경험에 영

향을 주어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직업적인 어려움

을 겪게 되며, 결국 심각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까지 

일으킨다(Audet & Ripich, 1994; Cantwell & Baker, 

1991; Cohen, 2001; Gallagher, 1999; Owens, 2004). 

내적 요인 중 사회적 능력에 관하여는 사회성 기술의 

저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Cohen, 2001). 특히 언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어

려움은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사회성 기술의 발달 및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Dodge et al., 1986; 

Fujiki et al., 1999). 언어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며, 상대방과의 상호

교류가 중단된다. 결국 사회성 기술의 저하는 아동의 

위축, 고립, 공격성 등 문제행동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가정변인으로 부모 양

육태도 관해 살펴보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어머니

들은 자신의 가족이 일반 가족에 비해 사회성, 이상과 

목표, 응집력, 표현력, 민주적 태도가 더 낮으며 스스

로 덜 양육적이라고 보고하였다(Carson et al., 2007; 

Carson et al., 1999; Hammer et al., 2001). Honig 

& Park(1988)에서는 일반아동의 아버지의 24～28%

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한 반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아버지는 45～57%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

며, 아동에 대한 압력이 많고 아버지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언어지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언어적 기

능, 사회성 기술을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가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 변

인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하

였다. 단순한 두 변인의 상관 검증을 벗어나 여러 변

인의 총체적 구조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Achenbach, 1991a)에 따

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유형의 경로

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에 따른 

집단 차이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언어적 기능

의 저하가 사회성 문제나 행동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방

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사회․정

서적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

금까지 변인 간의 상관관계로만 연구되었던 부모 양

육태도,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

동에 대해 상호 관계 및 경로를 밝히고 모형을 정립

하는 구조방정식 분석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 연

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힘으로써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

동 중재를 위한 계획과 실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의사소

통장애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

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장

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의사소

통장애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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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4.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장

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천안에 있는 22개 

상담센터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에서 

만 7세 아동 201명(남아 132명, 여아 69명)과 그들의 

부모 201쌍이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담당 치료사 26명

에게 아동에 관한 정보를 묻는 치료사용 질문지를 실

시하였다. 아동의 부모 및 치료사가 모두 조사에 참

여해야 하는 연구 특성에 따라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정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선정은 첫째, 한국 언어치료전문가협회

의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의사소통장애

로 진단받고, 둘째,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진단기준에 따라 표현형 언어장애, 수용

-표현 혼합형 언어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 기타 분

류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

역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으로 하였으며 정신분열, 

우울 등 DSM IV의 정신장애 진단을 동반한 경우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4-7세 아동과 그들의 부

모를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와 청소년 연구(Baker & 

Cantwell, 1987; Beitchman, Hood, & Inglis, 1990; 

Redmond & Rice, 1998)에 비해 취학 전 아동에 대

한 연구는 드물고 결과 역시 상이하며, 문제행동 발

현 경로에 있어 언어적 기능의 역할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의 성 구성은 남아 65.7%, 

여아 34.3%로 남아가 더 많았고, 연령별 구성은 4세

가 26.9%, 5세가 27.9%, 6세가 22.4%, 7세가 22.9%

(평균 연령 5.2세)로 연령별로 비슷하였지만 5세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로 대졸(아버지: 58.7%, 어

머니: 50.7%)이 많았다. 본 연구 대상 가정의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 수준 정도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유형에서는 표현장애가 

4.5%, 표현-수용장애가 54.2%, 음운 장애가 15.9%, 

말더듬이 18.9%, 기타가 6.5%로 표현과 수용 영역 

모두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1991)의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황혜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따뜻함과 

애정요인을 측정하는 20문항, 공격성과 적대감을 측

정하는 15문항, 무시와 무관심을 측정하는 15문항, 

모호한 거부를 측정하는 10문항, 모두 6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4점 평정척도이다. 보고된 하위 차원

별 내적합치도는 .72～.95였으며, 본 자료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언어적 기능

언어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태․성태

제․이윤경(2003)이 표준화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실시하였다.

다.  아동의 사회성 기술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Gresham & 

Elliot(1990)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

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윤치연(2008)의 

한국 사회성 기술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13문

항, 정서표현 15문항, 질서의식 6문항, 자신감 6문항

의 4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내

적합치도는 문제해결이 .91, 정서표현이 .90, 질서의

식이 .76, 자신감이 .75이다.

라.  아동의 문제 행동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 & Edelbrock(1983), Achenbach(1991)

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오경자와 그의 동료들(오경자 외, 1997)

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

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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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09년 1월 15일에서 8월 30일까지 8개

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천안에 위치한 22곳의 상담 센터를 선정

하였으며 센터장과 담당 치료사에게 연구의 목적, 실

시 시간, 소요 시간, 치료사용 질문지의 내용, 아버지

용 질문지인 부모 양육태도 척도, 어머니용 질문지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부모 양육태도 척도, 아동 사회

성 검사와 문제행동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의

사소통장애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대해서는 최근 6개

월 내에 아동이 실시한 검사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

를 치료사용 질문지를 통해 담당 언어치료사에게 전

달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에 대

하여 연구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는 양

육태도 척도 질문지에 답하였고, 어머니는 사회인구

학적 정보와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성과 문제 행동에 

관하여 답하였다. 질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13부가 회수되어 3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

율이 떨어지는 데는 아버지용 질문지 작성을 위해 질

문지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

우 등의 원인이 있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어머니용 

질문지, 아버지용 질문지, 치료사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총 20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결과 처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12.0과 

Amos 5.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관련 변인

들 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

고,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 가

정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을 점검하여 왜도와 첨도 지수의 값이 극단적

으로 큰지 확인하고, 정규 산포도 검정을 하여 실제 

분포형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견

되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에서 왜도 및 첨도가 일반적

으로 제안되는 3.0을 넘고 분포가 치우친 형태로 나

타나, 공격, 비행,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의 5항목 

데이터에 대해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는 𝟀2, 표준 카이자승치(𝟀2을 자유도로 나눈 비), 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 

PNFI(Parsimonious Normed-of-Fit Index), CF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를 고려하

였다. 절대적 적합도인 𝟀2 는 표본 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𝟀2 값과 자유도 간의 비를 이용한 표준 카이 자승치

가 더 선호되고 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𝟀2 값과 

자유도 간의 비가 5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

다(Marsh & Hocevar, 1985; Tanaka, 1987). 그리

고 이 비율이 3이하이면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나

타낸다(조선배, 1996).

Ⅲ. 연구 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에 앞서 우선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측정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실

제 점수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1>과 같다.

<표 -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변인 하 변인
가능 수

범

실제 수

범
M SD

아버지의 

양육태도

온정/애정 20-80 20-62 33.3 9.6

공격/ 15-60 16-60 31.4 8.4

무시/무 심 15-60 15-49 26.4 6.3

모호한 거부 10-40 10-39 20.1 5.2

어머니의

양육태도

온정/애정 20-80 20-44 28.8 6.0

공격/ 15-60 19-51 32.6 7.2

무시/무 심 15-60 15-38 24.8 5.4

모호한 거부 10-40 10-40 20.9 4.5

언어  

기능

수용언어 15-84 20-84 48.5 15.9

표 언어 15-84 15-84 45.4 16.1

사회성 

기술

문제해결 13-65 13-61 36.5  9.6

정서표 15-75 15-72 44.0 11.8

질서의식  6-30  6-30 18.8  5.2

자신감  6-30  6-30 15.8  5.7

외 화 

문제행동

공격  0-1.6  0-1.6  0.8  0.3

비행  0-1.4  0-1.0  0.2  0.2

내재화 

문제행동

우울/불안  0-1.4  0-1.3 0.6 0.3

신체증상  0-1.3  0-0.8 0.2 0.2

축  0-1.3  0-1.3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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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그림-1>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 모형 경로와 표 화 계수

2.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분석

가.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분석

<표- 2> 외 화 문제행동 이론  모형의 합도 지수

모형 𝟀 2 df 𝟀 2/df GFI TLI CFI PNFI RMSEA

외 화 

모형
287 94 3.0 .85 .86 .89 .67 .10

GFI=전체적합지수, TLI=터커-루이스지수, CFI=비교적합지수,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표 -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

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𝟀2값과 모델의 자

유도 간의 비(𝟀2/df)가 2.56으로 나타나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이외의 다른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 등이 .90을 넘는 수치를 보였으

며 PNFI로 권장수준인 .60을 넘었다. RMSEA 역

시 .08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

준화된 회귀계수는 <그림 - 1>과 같다. 의사소통장

애 아동에 있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은 외현

화 문제행동의 7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로부터 아동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로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 직접 경로로 아버지의 부정

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직접경

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 아동

의 언어적 기능이 사회성 기술 능력에 미치는 직접경

로,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

로가 유의하였다. 변인 간 간접 경로로 아버지의 부

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 능력을 통해 외현화 문

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언어적 기능은 사회성 기술 능력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태도가 언어적 기능이

나 사회성 기술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

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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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그림-2>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 경로와 표 화 계수

나.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조절효과 분석

사례수가 적어 다중 집단 분석이 어려운 표현형 

장애와 기타 22명을 제외한 수용-표현형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의 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 3> 장애유형에 따른 외 화 문제행동 모형의 
다 집단분석

모형 𝟀 2 df △𝟀 2 △df p

모형 1 비제약모형 709 276

모형 2 측정가 치모형 779 298 70 22 .00

𝟀 2
0.05(22)

 임계치 33.92

<표- 3>과 같이 모형1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측정모형에서 집단 간 요인적재치가 동일하

다고 제약한 측정가중치 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의 𝟀2 차이의 검정 결과, 변화량의 크기 70은 

통계적으로 𝟀2임계치 33.92를 상회하므로(p<.05), 

집단의 요인 적재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다. 즉, 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변수 효과가 존재

한다.

<표 - 4> 장애유형별 조 효과의 차이 분석

구조경로 집단비교 t

어머니의 부정  양육태도 ->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

수용-표  vs. 음운

수용-표  vs. 말더듬

   음운   vs. 말더듬 

0.81

2.32
*

2.59**

아동의 사회성 기술 ->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

수용-표  vs. 음운

수용-표  vs. 말더듬

   음운   vs. 말더듬

-2.13*

-0.36

-0.03

*
p<.05, 

**
p<.01

각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의 세부적인 장애 유형

별 집단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어

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말더듬 집단과 수용-표현 

장애 집단, 말더듬 집단과 음운 장애집단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용-표현 

장애 집단과 음운 장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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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분석

가.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분석

<표 - 5> 내재화 문제행동 이론  모형의 합도 
지수

모형 𝟀 2 df 𝟀 2/df GFI TLI CFI PNFI RMSEA

내재화 

모형
275 107 2.57 .86 .89 .91 .72 .08

GFI=전체적합지수, TLI=터커-루이스지수, CFI=비교적합지수,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표 - 5>에 따르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

적 모형의 적합도는 𝟀2/df가 2.57으로 나타나 비교

적 잘 맞는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에서 이론 변인들 간의 경

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결과,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된 

회귀 계수는 <그림 - 2>와 같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에 있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은 내재화 문제

행동의 6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직․간접 경로는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과 동일하

였다.

나.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조절효과 분석

<표 - 5> 장애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다
집단분석 결과

모형 𝟀 2 df △𝟀 2 △df p

모형 1 비제약모형 841 321

모형 2 측정가 치모형 960 345 119 24 .00

𝟀 2
0.05(24)

 임계치 36.74

다중집단분석 모형의 결과는 <표 - 5>과 같이 요

인적재치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변

수 효과가 존재한다.

<표 - 6> 장애유형별 조 효과의 차이 분석

구조경로 집단비교 t

아버지의 부정  양육태도 ->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용-표  vs. 음운

수용-표  vs. 말더듬

   음운   vs. 말더듬  

 2.26
*

 2.41**

-1.16

아동의 사회성 기술 ->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용-표  vs. 음운

수용-표  vs. 말더듬

   음운   vs. 말더듬  

-4.25***

-3.09**

0.64
*
p<.05, 

**
p<.01, 

***
p<.001

또한 <표 -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

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Ⅳ. 논의 및 결론

1.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내적 변인인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언어적 기능

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기능의 

문제가 사회성 기술의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성 기술

의 저하로 인한 상호작용 어려움이 아동의 문제행동

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인지 모델에 

근거하여 사회적 단서의 처리, 사회적 문제해결, 정

서 확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예측은 모두 언어적으

로 촉진된다고 밝힌 Gallagher(1999)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즉, 의사소통장애 아동에게 있어 언

어적 기능의 저하가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동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Brinton & Fujiki(2002)는 

서로 낯선 아이들 끼리 놀이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서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

용이 더 적었으며 또래와 대화빈도가 낮고 사회적 명

령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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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집단에서 덜 수용되고 

친구관계가 부족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

며, 전반적 정신병리 발현 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en, 2001). 이는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언어적 기능의 어려움이 아동의 사회성 

및 행동에까지 미치는 영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

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

으로만 입증된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동의 루트를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모

형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의사소통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입증

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

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언어적 기능의 저하

가 독립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기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의사소통장애 아

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언어적 기능의 저

하가 아동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행

동적인 문제에까지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년에 걸친 언어장애 

아동의 정신병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Beitchman, 

Peterson & Clegg(1988)는 언어적 기능이 독립적

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고 하였으며, 사회경제적인 수준, 부모의 결혼상황, 

가족 크기 등 여러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기능과 문제행동에 관

하여 Gurainick et al.(1996)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위축과 사회적 행동을 본 결과 

교사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고 평정하였고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언어장애 그룹

을 다시 심한그룹과 경한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

과 위축에서 전체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심한

집단의 수용언어가 낮은 여아에서 경한 집단에 비해 

위축 수준이 높은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능

력의 저하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아동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며 발달 상 

언어적 능력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

적 능력이 문제행동에 주는 직접 영향은 없으며, 사

회성 기술이 매개가 되어 문제행동이 발현된다는 결

과를 지지한다. Rice, Hadley & Alexander(1993)

에서 역시 사회적응 모델을 제시하며, 의사소통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비슷한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을 

보이며, 문제행동은 언어적 제한으로 인한 적응과정

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장애 아동이라고 하여 반드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의사소통장애의 사

회적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 간

의 관계는 당초 예상했던 통합 모형이 아니라, 사회

성 기술이 언어와 문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가 되는 

중재모형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단순히 언어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성 문제나 문

제행동 등 심리적 변인에 관하여도 반드시 관심을 가

져야 한다. 특히 언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회성 

기술 및 또래관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다 실재적이

고, 기능적인 치료 접근이 요구된다.

2.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온정 수준이 낮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

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하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문제행동

의 모든 하위 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낮고,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이 높았다(Bronte-Tinkew et al., 2006). 

둘째,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하는 결과로 아버지의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약화시키고, 사회성 기술 저하로 아동의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사회의 대

리인 또는 자녀사회화의 매개자(Gibert & H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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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Parte, 1981)로서 자녀들의 행동 형성에 어머

니나 또래 친구보다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동

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

다(강문희․정정옥․김승경, 2006; 손남숙․이숙희,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 양육태도가 사

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는 아버지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

성 발달에 주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현희․최경순, 

1992; Parte, 1981). 이는 연구 대상자의 특수성 면에

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센터를 이미 다니고 있고 

대부분 어머니와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상담 시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양육태도가 언어적 기능을 매개로 문제행동

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언어적 기능 역시 직접

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양

육태도는 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언어적인 행동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의 언어적 표현이 많고, 반응적이며 덜 지시

적일수록 아동의 언어적 기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erk & Suhl, 1995; Owens, 2005). 또한 양육태도 

자체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발달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고 경고한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긍정

적 태도와 친밀성은 아동의 인지, 신체, 언어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

도가 언어적 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이 

언어적 기능 저하에는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 변인 이

외에 다양한 개인 내적 원인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대상은 의사소통장애 전체였으므로 특정 장애 유

형 내에서의 언어적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

던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

어적 기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어머니․아버지 양육

태도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경로에 따라 장애 유형의 조절효과가 관찰

되었다. 첫째,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술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는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의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수용-표현 장애에서 사회성 기술이 외현

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음운 장애 집

단 보다 유의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수용-표현 언어장애 아동에서 음운 장애 아동에 비

해 사회성 기술의 저하와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

다(Cantwell & Baker, 1991; Cohen, 2001). 음운 장

애 아동은 주로 발음에만 문제가 있어, 언어적 기능

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이에 따라 언어적 기능의 

영향을 받는 사회성 기술 역시 비교적 양호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집단분석 결과 사회성 기

술,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영역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즉 수용-표현 장애 집단이 음운 장애 집단 

보다 사회성 기술은 더 낮고, 외현화․내재화 문제행

동은 더 많이 나타난다. 사회성 기술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표현언어 장애 집단에서는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𝞫 = -.53, p<.001), 내재화 

문제행동(𝞫 = -.52, p<.001) 모두에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기술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28.5%를, 내재화 문제행동의 27.6%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음운 장애 집단에서는 사회성 기

술이 문제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음운 장

애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사회성 기술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음운 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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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사회성 기술은 양호하지만 발음의 문

제로 인하여 심리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Beitchman 

et al., 2001; Bernthal & Bankson, 1998; Cohen, 

2001). Shriberg & Kwiatkowski(1994)는 음운 장

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예민하여 쉽게 상처 받

기 쉽다고 하였으며, Parlour & Broen(1991)은 정

상 아동과 음운 장애 아동은 유사한 가족 환경을 가

지고 있으나, 음운 장애 아동의 가족의 경우 보다 더 

신체적 체벌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음운 

장애 집단에서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사

회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주는 영향에서는 추가로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전반적으로 말더듬 집단의 사회성 기술이 

좋은데 비해, 오히려 내재화 문제행동은 더 높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집단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즉 말더듬에서 주요한 심리적 문제는 우울, 불안과 

위축 등 내재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더듬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선행연구

들(Altholz & Golensky, 2004; Crowe, 1997c; 

Guitar,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말더듬 중재 시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 간, 음운 장

애와 말더듬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주는 영향에 

있어 말더듬 집단과 다른 의사소통장애 집단 간에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

제행동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수용-

표현 집단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15.2%(𝞫 = .39, p<.001)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음운 장애와 말더듬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없

었다. 즉 전반적인 어머니 양육태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나(4.2%), 아버지의 영향

(15.3%) 보다는 작으며,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말더듬의 주요 

이론인 초기 진단이론(diagnosogenic theory)에서

는 말더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다고 하였으

나, 부모 반응 외에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

인이 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말더듬에서는 아동

의 비유창한 정도, 듣는 이의 반응, 그리고 아동 자신

의 민감성이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Guitar, 1998). 

또한 말더듬의 부모가 일반 부모와 다르지 않다는 보

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임은주 외, 2008; Kloth et 

al. 1998; Miles & Ratner, 2001),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이 

전적으로 어머니 양육태도 때문이라 할 수 없다는 선

행연구를 지지한다(Miles & Ratner, 2001).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의 어머니

에 비해 더 까다로우며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

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은주

(200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

사소통장애군 내에서 어머니 양육태도를 보았으므

로, 추후 일반아동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추

가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표현집단에

서는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2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𝞫 = .45, p<

.001), 음운 장애(𝞫 = .26, p>.05)와, 말더듬(𝞫 = .03, 

p>.05) 집단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나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마다 차이

가 있고, 말더듬 집단에서 영향이 가장 작았다. 이러

한 결과는 말더듬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

과 일치한다(Altholz & Golensky, 2004, Crowe, 

1997).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어머니와 함께 아

버지를 아동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가정변인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대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등 다양

한 변인을 함께 다루어야 하겠다. 그동안 의사소통장

애 아동의 정신병리와 문제행동에 관하여는 장애 유

형별 특징을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Cohen, 2001). 말더듬에 관한 연구도 일반 아동과 

비교하거나 말더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Guitar,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

사소통장애 집단 내에서 장애 유형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임상센터에 내원한 의사소통장애 아동들

이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도

와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치료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임은주․정문자 /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9

검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언

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나타났는데, 임상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경험

적으로 밝히고 모형화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적 기능 저하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매

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둘

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아버지와 어

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

까지 확인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이에 적절한 접근

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연구의 통합적 관점

은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태도이나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을 구조모형 안

에서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중재에 있어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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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inguistic function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ir behavior problems. Second, 
the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effects differed as a function of the subtype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disorder using the SEM path model.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32 boys and 69 girls, 201 children in total,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ir parents. The children were between 4 and 7 years of age and were from the Seoul, 
Kyunggi, and Chun-an areas. To measure parenting ability,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was used. Th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was used to determine the children’s linguistic functions, and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social skills. The Parents Report Form of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was used to measure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s: Whereas th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was shown to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aternal attitude has only direct effects. Children’s linguistic 
functioning influences their behavior problems through their social fun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hood linguistic function based 
on communication disorder type. Discussion & Conclusio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re likely to have numerous related problems. The social skills and behavior 
problems of these children should be of concern and an integr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79-93)

Key Words: communication disorder, linguistic function, social skills, paternal parenting
attitud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intern-
alizing behavi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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