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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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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과 6학년 아동들이 지각한 가족
의 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대
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111명, 6학년 아동 104명으로 총 215명으로부
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의 행동문제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는,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아동의 행동문
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 및
의사소통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행동문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청소년 전환기의 시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자녀를 둔 가족에서
는 곧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의 갈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어 : 청소년 전환기, 가족의 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행동문제

*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2006) 연구비에 의한 연구로 일부는 석사논문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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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동의 행동문제는 점차 심

주는 것이다. 특히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

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성은 사회문제로까

년의 경우 발달단계상 사춘기로의 진입시기인 청

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나 학교, 사회가

소년 전환기로 스승이나 어버이에 대하여 절대적

아동에게 요구하는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

으로 믿고 의지하기 보다는 독립성에 대한 내적

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축적으로 아동이 좌

요구 증대와 더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절을 경험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는 아동의 행

순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요구가 증대되

동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는 발달의 가속화

고, 지적 발달에 있어서 객관적인 견해가 생겨 심

현상과 더불어 성장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한 비판을 가하게 된다. 후기 아동기는 청소년

데, 개인차는 있지만 소녀들은 10세경에, 소년들

기와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며, 이

은 12세경에 이러한 성장 급등을 나타낸다(장휘

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갖게 되고

숙, 2007; 정옥분,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반항적 태도를 보이며 부모로부터는 점차 독립적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

이 되어간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적이

학년에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전환기

된다고 하여 가족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

를 경험한다고 보고(이정미, 양명숙, 2006) 이 시기

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시기의 아동은 권위나 억

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는

압으로 다루기 힘들고 민주적인 지도가 필요한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아동기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한 가족은 어려운 상

부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황에 처했을 때 귀중한 자원으로 욕구를 충족시

(Dishion & Kavanagh, 2002).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키고 안정감을 제공하고 만족스러운 가족 관계와

대한 연구들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예방과 중재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청소년 전환기에 대한 연

하거나 역기능적인 경우(가정폭력, 만성불안, 스트

구 및 관심이 활성화되고 있다(Andrews, Soberman,

레스, 그릇된 가족의식이나 가치관의 전수)는 심

& Dishion, 1995; Dishion, Andrews, Kavanagh &

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일으켜 아동이 바람

Soberman, 1996; Dishion, Kavanagh, Kiesner, 1999;

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

Dishion, Kavanagh, Schneiger, Nelson & Kaufman,

니라 우울,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등의 행동문

2002).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행동문제로 인한 부

제를 나타낸다.

적응의 상태는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와 가족의

건강(health)이란 사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지속적인 부정적 피드백으로 이어져 아동의 긍정

없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신체

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초기 아동기의

적 건강은 불편함이나 무력감 없이 적절하게 무엇

행동문제는 중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또래로부터

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정신적 건강

의 거부 또는 학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후기 아동

은 생활에 대하여 행복하고 희망적이며 정열적인

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비행, 약물사용, 폭

감정을 갖는 것으로, 즉 불안감이나 신체적 이상

력 같은 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문제로 확대될

증세 등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건강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

개념을 가족 연구에 적용 시킬 때, 연구자에 따

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청소년의 비행 또는

라, 이들 용어를 상호 교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의 정신병리로 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Olson(1979)은 건강한 가족을 순환모델(Circumplex

- 352 -

양명숙․한영숙 /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Model)에 나타나는 개념으로 가족의 적응력, 응집

적, 정의적 성격적 특성은 부모 혹은 다른 양육자

력과 기능수행과는 곡선적 관계로 나타나, 어느 한

가 어떠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미

극단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있는 상태일 때 가장

경, 2002, 한종혜, 1980). 박성연((1989)은 양육태도

효과적으로 가족 기능수행이 이루어지며 가족과

를 부모가 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

가족원의 발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의하였다.

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 가

Goldenberg와 Goldenberg(1994)도 최적의 가족은

정에서 아동기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매

극단적인 원심성이나 극단적인 구심성을 보이는

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

경향은 드물고, 그 구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부모와의 관계

전체의 효과적인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는 아동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

한편, 허봉렬(1996)은 건강한 가족이란 전 구성원

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의 목표에 부합되는 가족의 기능을 건강하게 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수용적, 애

수행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고, 유영주(1994)는

정적, 자율적일 경우 아동은 능동적, 독립적, 사교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적, 창의적이며(신금주, 1994; 전진선, 1995; Kagan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

& Moss, 1962; Hurlock, 1978) 부모가 거부적, 통제

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

적일 경우 아동은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

면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

이며(유안진, 서봉연, 1982; 김선옥, 1985; 박영

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현

미,1996) 부모가 과잉보호를 할 경우 아동은 의존

숙, 유계숙(2001)은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적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이원영, 1973). 그러므

이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로 행동문제에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는 밀접한

도움을 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아동의 행동

적으로 자라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

문제를 가정환경 측면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 행동문제의 중요한 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가족전체를

인인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행동문제를

포함하는 가족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또한 가족기능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행동문제는 부적절한 부모

의 약화, 부부의 갈등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

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

쳐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정 등 가정이 건강하지 않을 때 더 많이 발생

아동에게 가족 건강성과 행동문제는 매우 밀접한

한다고 본다(김형호, 1979). 이에 본 연구의 목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

은 가족의 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행동문제간

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부모의

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 전환기인 후기 아동

양육태도이다(Webbster- Stratton & Herbert, 1994).

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미치는 가족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으로 가정,

건강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학교, 사회 및 문화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정은

봄으로서 청소년 전환기인 후기 아동기에 나타날

기본적이며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행동문제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

공동사회의 하나이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족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

적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이며, 자녀의 지

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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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
족의 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행동문제

하였다 (예: 문항 9번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고 느낀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Cronbach‘s α= .94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

원간의 유대 .88,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79, 가족

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76, 가족의 가치체계 공
유 .80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의 하위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

연구방법

과 같다
가족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가족 건강성 가

연구대상

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가족생활에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사소통이란 가족성원들

재학 중인 5학년 및 6학년 아동 223명을 대상으

간의 분명하고 성공적인 정보의 교환을 지칭하는

로 수행되었다. 이들 중 불성실 응답자 및 한 부

개념으로 가족 성원들 간에 상대의 의미나 의도

모 가정의 아동 8부를 제외한 215부를 최종 분석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을 의미한다(Stinnett.

에 사용하였다.

& Defrain, 1985).
가족원간의 유대. 건강한 가족은 변화의 내외

연구도구

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와 발생하는 문제
가족의 건강성 척도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주기를 성공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연

측정하기 위하여 어은주, 유영주(1995)가 제작한

한 입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최악의 상황에서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

도 상황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며 그것

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

이 얼마나 사소한가에 상관없이 그것에 초점을

의 4요인으로 구분되고 총 34문항으로 ‘매우 그

두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서 위기를 겪으면서

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리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굳건한 하나

커트형 5점 척도이며, 총체적 가족의 건강성 및

가 됨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질문은 역채점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

나 장소를 가지고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

의 건강성에 관한 측정이므로, 각 문항의 질문형

와 미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집안의 어른을 존

태를 ‘~라고 생각한다,’ ‘~라고 느낀다.’ 로 수정

경하고 가정의 전통과 의식들을 소중히 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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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

도를 말한다.

행과 공격성등의 증상을 포함하여 비행 11문항,
부모의 양육태도 설문지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이다. K-YSR의 각 문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승국(1998)이 제작한 척도

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

를 최효순(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의 2가지

‘자주 그렇다(2점)’의 2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차원으로 측정하며, 자신의 지각을 평가하는 자기

있다. 하위요인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위축 0~14

보고식 평가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점, 신체증상 0~18점, 우울/불안은 0~32점이며,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18문항으로 구성

비행은 0~22점이며, 공격성은 0~38점이다. 따라

되어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평균

서 내재화 행동문제의 총점 범위는 0~62점이며,

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

외현화 행동문제의 총점범위는 0~60점이다. 총점

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인 것으로, 점수가

이 높을수록 해당요인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낮을수록, 거부적, 통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Cronbach‘s

Cronbach‘s α= .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위축

α=는 .87, 어머니의 양육태도 Cronbach's α=는 .81

.68, 신체증상 .74, 우울/불안 .86, 비행 .70, 공격성

이었다.

.87로 나타났다.

자기보고형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분석방법

Youth Self Report: K-YSR)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증상을 구분하기 위하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 및 부모의 양육태도

여 Achenbach(1991)의 Youth Self Report(YSR)를 오

와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경자, 홍강의 등(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표준화

의 적률상관분석은 하였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자기 보고형(Korean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Youth Self Report K-YSR)을 사용하였다. K-YSR의

을 하였다.

119문항 중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행

결 과

동문제의 하위요인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
항, 우울/불안 16문항이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
안 요인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이 있어 내재화 행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부

동문제는 총 31문항으로서, 소극적이고 사회적으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로 내재화되어 과잉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하여 신체증상, 주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의집중문제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외현화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총체적인 건강성, 가족

행동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

의 건강성의 각 하위요인과 부모 양육태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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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

한 결과는 표 2에서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총체

총체적인 가족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아버지

어머니

적인 가족 건강성과 행동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

양육태도

양육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건강성

***

.61

***

.56

을 낮게 지각 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높아짐

.59***

.54***

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

***

강성의 각 하위요인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각 하

***

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문제해

***

결능력과 신체증상,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와

***

.53

***

.52

***

.4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능력

.58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5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51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p < .001

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가족의 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유대 요인은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위축이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 신체증상 순

률상관계수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이

으로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외현화 행동문제에

지각한 가족의 총체적 건강성과 아버지 양육태도

서는 비행, 공격성순으로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

보였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따라서는 내재화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건강성 각 하위요인과

행동문제에서는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순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있다. 즉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

비행, 공격성 순으로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며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에서는 신체증상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문제해결능력

가족의 건강성과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위축이 낮은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을, 우울/불안이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표 2. 가족의건강성과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내재화 행동문제
위축

*

-.17

***

-.16

***

-.21

*

-.18

-.23

***

-.28

***

-.11

-.15

***

-.12

-.14

-.33

가족원간의 유대

-.27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0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3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30

**

p < .01

우울/불안

*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p < .05

신체증상

***

외현화 행동문제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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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

-.25

**

-.27

***

-.24

*

-.20

*

-.21

공격성

***

-.18**

***

-.18

***

-.21

**

-.14

**

-.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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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비행, 공격성이

을 시사한다.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원간의 가치
체계 공유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부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

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가치체

적 영향력

계 공유가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위축
이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불안이 매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비행이 낮은 부적 상관을, 공격성이 매우 낮은 부

기 위하여 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아동이 자신의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였다.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가족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
제해결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아버지 양

부모의 양육태도,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이다. 그 결과는 표 4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를

같다. 먼저 내재화 행동문제 중 위축을 종속변인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내재화 행동문제와

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양육태도만이 위축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보이는 것으로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1%이

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 할수록 내재

다.

화 행동문제에서는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순

신체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

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비행과 공격성 순으

과에서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 양육태

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도가 신체 증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

양육태도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의

인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교해 보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

향력을 보이며 전체 설명력은 10%이다.

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며

다음으로 우울/불안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낮아질 수 있음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표 3. 부모양육태도와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
내재화 행동문제
위축

**

-.19

***

-.24

아버지 양육태도

-.42

어머니 양육태도

-.40

p < .01

신체증상

***

외현화 행동문제
우울․불안

**

-.38

***

-.32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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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

-.39

***

-.37

공격성

***

-.29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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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내재화 행동문제
종속변인

위축

독립변인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신체증상

β

B

β

B

β

B

β

.11

.21

.03

.06

.11

.20

-.03

-.13

.01

.03

.01

.04

-.10

-.18

*

-.02

-.04
**

-.21
.02

어머니 양육태도

-.11

-.18

-.15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06

-.1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08

-.15

2

.21

R

***

F
p < .01

공격성

B

-.25

**

비행

β

-.14

p < .05

우울불안

B

아버지 양육태도

*

외현화 행동문제

9.21

**

-.38

-.24

***

-.42

**

.03

-.17

-.30

-.07

-.25

-.11

-.20

*

-.08

-.12

-.06

-.19

-.07

-.11

.11

.22

.11

.20

.03

.09

.06

.12

.03

.05

.04

.07

.01

.01

.02

.04

-22

.10

.19

**

***

3.62

8.13

.17
***

7.03

.10
**

3.68

***

p < .001

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우울/불안 행동에 유의미

제에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의사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원간의

소통이 내재화 행동문제인 우울/불안 행동문제와

의사소통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신체증상 행동문제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설명력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내재화 행동

19%로 나타났다.

문제인 위축과 우울/불안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

외현화 행동문제 중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문제인 비행 행동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인 신

비행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며, 전체 설

체증상 행동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명력은 17%이다.

났다.

즉,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의
사소통이 내재화 행동문제인 우울/불안 행동문제

논의 및 제언

와 신체증상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전체 하위요인들 중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환기인 초등학교 고학

육태도가 우울/불안 행동문제, 위축 행동문제와

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외현화 행동문제인 비행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

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느 정

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내재화 행동문제인 신

도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가족의 건강성

체증상 행동문제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

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느 정

을 알 수 있다.

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행동문

중심으로 논의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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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기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같은 결과는 부모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

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행동문제에 관한

통을 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인 불안과

상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건강성과 아버

우울, 비행이 낮아지며 노성향(1994), 부모, 자녀간

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정적 상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비행경향이 낮게 나타

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하위 요인인 가

나는데 비해 폐쇄적일수록 비행수준이 높다고 보

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고한 연구결과(김현정, 1996; 정나영1998)와도 일

문제해결 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요인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순으로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

내재화 행동문제인 위축과 우울/불안 행동문제,

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건강

외현화 행동문제인 비행 행동문제에 영향력을 미

성과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는 총체적인 가족의 건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강성을 포함하여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

는 내재화 행동문제인 신체증상 행동문제에 영향

사소통 요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부적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상관을 보였다.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능력과 가치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

체계공유는 내재화 행동문제인 신체증상 행동문

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돌봄이

제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란

한 결과는, 기능적인 가족의 자녀는 대인관계에

아동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자란 아동보다 신체

있어서 독립-책임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

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등의 정신병리가 높다고

향이 강한 반면 반항-불신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오동재 외, 1993), 내면화 장애 집단

보고하고 있으며(이문행, 1994), 가족이 기능을 잘

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을 더 낮게 지각

할수록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

하였고, 과보호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고 보고한

고, 신경증적, 정신장애적, 반사회적 경향이 낮다

문미영(2001)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고 보고한(윤찬정, 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들 보다 아버지의 양

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의 각 하

육태도에서 더 많은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다. 즉, 부모가 따뜻하고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

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낮게 나타나며, 거부적,

니의 양육태도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

권위적 통제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 아동의 행

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청소년

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강

전환기로 접어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차연(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위해서는 가족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이 필

수 있다.

요하며 자녀양육이 더 이상 어머니만의 역할이

둘째, 행동문제의 하위요인별로 관련변인들의

아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가족의 건

볼 수 있다. 이는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

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내재화

화, 도시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기혼여성

행동문제인 우울/불안 행동문제와 신체증상 행동

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자녀양육역할에 대

문제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한 전통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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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녀 양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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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hild'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ens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n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 Transition

Myong-Suk Yang

Young-Sook Ha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dolescent transition children'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were 215 children of fifth and sixth
grader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family strength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Korean Youth Self-Repor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became high when
family strengths were high. And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became low when family strengths and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became high. Second, the communication, a factor of variables of family strengths,
had greatest influ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all of father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were
influential on behavior problems as well.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we have believed that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have tightly been related with the anti-functional communication due to the lack of
family communication technique and the improper usage of the family communic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dolescent transition children's problems, the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re important. The result has implied that it has been required to arrange a new role based
on an effective communication to especially the family that has the adolescent transition children, in order to
prevent the conflict that might be caused between parent and their children at the process of the adolescent
transition period.
Keywords : adolescent transition, family strength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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