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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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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이 이를 매개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남녀 375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은 학
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양식과 부의 애정, 지
지추구적양식, 모의 감독, 모의 과잉기대, 부의 학대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학
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검증한 결과 능동적 정서조
절 양식이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양육행동, 학교적응, 정서조절 양식, 능동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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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성이라는 특성

적인 요인과 부모, 가족, 친구 등 환경적인 변인

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에 주목을 해왔다. 개인 내적 요인 중에서도 청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적응을 더욱 어

년기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렵게 하고 있다(이현림, 천미숙, 2003). 특히 중학

기는 수많은 감정적 자극에 노출되어 다양한 정

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서적 경험을(이원화, 이지영, 2011)하며 발달단계

동시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아동기에는

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어 예민하고 강렬한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방식

적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으로 반응(김진숙 등 2003)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

(신현숙, 구본용, 2001)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

동적이고 공격적이 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강한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서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학교적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정신건강

때문에 학교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학

의 토대가 되며(Gresham & Gullone, 2012), 문제해

생 시기의 학교적응은 향후 청소년기를 얼마나

결 능력, 대인관계의 질, 그리고 신체 건강을 결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열쇠가 되

정짓는 중요한 요인(Repetti, Taylor, & seeman,

기 때문에(Bae, Bae, & Cheon, 2006) 중학생의 학교

2002)이라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

적응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학교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감도 높고

적응의 중요성은 학교 부적응이 야기하고 있는

(Larsen & Prizmic, 2004)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여

개인적,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Eisenberg, Fabes,

있다.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

Guthrie, & Reiser, 2000). 반면, 정서조절을 잘 하지

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하고 학업성취도

못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신에게 주

가 낮아지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실패감과

어진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게 되어 더 많은 심

적대감이 누적(김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되는

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Maslach, schaufeli, &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개인 내적 고립이나 우울

leiter, 2001). 이러한 정서조절의 발달은 생의 초기

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학교 내 대인관계

에 시작되며(Kopp, 1989) 정서조절 기술은 부모-자

가 원만하지 못해 학교폭력, 무단결석, 가출, 음

녀 관계 내에서 처음으로 발달한다(Malatesta &

주, 흡연과 같은 비행, 학업중단 등의 문제 행동

Haviland, 1982). 정서조절의 양식은 주 양육자의

(김종범, 2009; 유인선, 2011)으로 표출된다. 반면

통제 반응과 유아의 정서적인 통제 노력 모두에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의해 영향을 받는, 양육자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이 뛰어나며 교우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배은

통해 발달하는 과정을 거친다(Vondra et al, 2001).

경, 2011) 학업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학업동기,

부모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개입 방식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 자아 탄력성이 높은(송희원, 최성

자녀가

열, 2012; 유경훈, 2013;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Thompson, 1994)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해

2013)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도록

도우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 많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

은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 우울 정서 등 개인 내

에 대한 간접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Contrera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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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하게 된다. Yab과 그의 동료들은 청소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을 포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엄마가 불쾌

괄하고 있는 정서조절 양식(임전옥, 2002)인 능동

해 하거나 질책 혹은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적 양식, 회피 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3가

경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

지 양식을 통해 연구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박지선, 2014. 재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용) Silk, Steinberg, Morris(2003)는 불안정한 정서를

요인으로서 부모요인과 개인요인에 주목하였다.

경험하고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

구체적인 부모요인으로는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한 아동일수록 우울 증상과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것으로 밝혀진 부모양육행동을, 그리고 개인요인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양육행동과 정서

으로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정서조절 양식을 통해 학교적응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부모양육행동과 정서

설명하고자 한다.

조절 양식,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Silk 등(2003)은 정서조절이 도전을 맞는 청소년
시기가 정서조절의 과정과 관련하여 측정치를 탐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서조절 방

색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하였다. 특히 청

식과 관련하여 정서조절 양식, 정서조절 방략, 정

소년 시기 중에서도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

서조절 전략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지

기 시작하는 시기인 중학생(황인희, 2007)을 대상

영과 권석만(2007)의 정서조절 방략에는 능동적으

으로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학교적응간

로 생각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변인 중 학교적

수용하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파악하여 중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예

수정한 정서조절 전략에는 긍정적 인지 정서조절

방적,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과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 전략으로 분류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실을 방문하는 부모와

있는데 긍정적 인지 정서조절 전략은 구체적 수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용, 긍정적 재해석, 다시 생각하기 등이며 부정적

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인지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파국화 등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첫째,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및 학교

그러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표현되

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는 언어가 다를 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둘째,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이 학교적

다. 즉, 적극적인 조절의 방식은 문제 중심 대처

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재해

셋째,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석하며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취하는 능동적 정

정서조절 양식이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서조절 양식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소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정

극적 대처 방식은 문제 상황의 핵심으로부터 회

서조절 양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피하여 타인을 비난하거나, 부정적 사고에 집중하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매개 모형을 연구모

고 주위를 분산하려는 회피 분산적 양식과 유사

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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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행동의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Cronbach’s ⍺ .624~.875로 각 문항 간 내
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양식척도
정서조절 양식 척도 도구는 윤석빈(1999)이 개
그림 1. 연구모형

별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선택과 효
과성을 살피기 위해 개발한 정서조절 양식 체크
리스트를 임전옥(2002)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척

방 법

도의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능동적 정서조절 양
식, 회피-분산 정서조절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절

연구절차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 양식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결과 Cronbach’s ⍺ .759~.875로 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선정한 2개의 학교는 은평구 소재 1개교, 성북구
소재 1개교이다. 총 44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학교적응척도

40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용

33부를 제외하고 총 375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

래(2000)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

과 같다. 375명 중 성별은 남학생 230명(61.3%),

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여학생 145명(38.7%)이며 학년은 1학년 128명

어 있으며 총 41개 문항이다. 학교적응의 신뢰도

(34.1%), 2학년 118명(31.5%), 3학년 129명(34.4%)로

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 .841~.924로 나타나

나타났다. 여학생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학급별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에 비해 적으며 제외된 설

타났다.

문지 33부 중 22부가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부모양육행동척도

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양육 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

동과 정서조절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

해 허묘연(1999)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

였고, 부모양육 행동 8가지 하위요인과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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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하위요인 중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부모양육 행동과 정서조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하여

영향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크기를 알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

아보기기 위해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을 모두

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

투입한 후 영향력이 있는 변인들만 산출하는 단

시하였으며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표에 따르면, 단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모형
의 설명력(   )은 44.8%로 나타났으며 F값은
49.85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결 과

하였다.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이 학교적
응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변인 간

부모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및 학교적응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능동

의 관계

적 양식(β=.328, p<.001), 부-애정(β=.151, p<.05),
지지추구적 양식(β=.189, p<.001), 모-감독(β=.163,

부모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및 학교적응

p<.001), 모-과잉기대(β=.129, p<.01)가 학교적응에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의 양육행동은 모의 양육행동(r=.775, p<.01)

부-학대(β=-.126, p<.01)가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

과 정서조절 양식(r=.160, p<.01), 학교적응(r=.166,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순위는

p<.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모의 양육

능동적 양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행동은 정서조절 양식(r=.179, p<.01)과 학교적응

부-애정, 지지추구적 양식, 모-감독, 모-과잉기대,

(r=.195, p<.01)과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조절

부-학대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양식과 학교적응(r=.465, p<.01)과 유의미한 상관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능동적 양식, 부-

을 나타내었다. 즉,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애정, 지지추구적 양식, 모-감독, 모-과잉기대가

양식, 학교적응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고, 부-학대가 높을수
록 학교적응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1.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N=375)
구 분

부의양육행동

모의양육행동

부의 양육행동

1

모의 양육행동

.775**

1

정서조절 양식

.160**

.179**

1

학교적응

.166**

.195**

.46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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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을 통해 10을 넘지 않아 변량의 선형성을 확인

양식의 매개효과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다.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의 전제

서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

을 위해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

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종속 변인에 영향을

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나와 자기상

줄 때, 두 번째의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은

설명량보다 세 번째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

변인의 설명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만약 세 번째

표 2.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수)
능동적 양식
(상수)
2
능동적 양식
아버지 애정
(상수)
능동적 양식
3
아버지 애정
지지추구적 양식
(상수)
능동적 양식
4
아버지 애정
지지추구적 양식
어머니 감독
(상수)
능동적 양식
아버지 애정
5
지지추구적 양식
어머니 감독
어머니 과잉기대
(상수)
능동적 양식
아버지 애정
6
지지추구적 양식
어머니 감독
어머니 과잉기대
아버지 학대
*p<.05, **p<.01, ***p<.001
1

B

SE

1.469
.492
.904
.413
.263
.737
.324
.248
.152
.385
.298
.184
.153
.197
.215
.292
.178
.154
.199
.085
.551
.290
.148
.146
.176
.121
-.149

.113
.038
.141
.038
.043
.144
.043
.042
.037
.165
.043
.044
.036
.048
.180
.043
.044
.036
.047
.037
.213
.042
.045
.036
.047
.039
.052

β
.557
.467
.269
.366
.253
.197
.337
.187
.198
.181
.330
.182
.200
.183
.090
.328
.151
.189
.163
.12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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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2.981
12.950***
6.389
10.731***
6.175***
5.109
7.444***
5.917***
4.118***
2.333
6.922***
4.186***
4.222***
4.137***
1.196
6.817***
4.074***
4.284***
4.203***
2.290*
2.580
6.827***
3.321*
4.089***
3.718***
3.127**
-2.860**

유의
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0
.000
.000
.000
.000
.232
.000
.000
.000
.000
.023
.010
.000
.001
.000
.000
.002
.004



F

.310

167.705***

.374

111.266***

.402

83.013***

.428

69.242***

.436

57.077***

.448

4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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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는 능동적양식이 학교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β=.54, t<12.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다. 부모양육행동의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

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β=.191 → β=.109,)

고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토대로 매개효

그리고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Sobel test를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2.89 (p<.01)로 나타나 능동적

실시하였다.

양식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정서조절의 능동적 양식이 부모양육행동과 학교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매개함을 나타났다.

양식의 매개효과

또한 1단계에서 학교적응을 2.3% 설명하였으나 3
단계에서는 32%로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먼저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의 매개효과를 검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회피 분

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산적 양식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행동이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β=.152, p<.01) 것으로 나타났

동일한 통계절차를 통하여 부모양육행동과 학

으며, 2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은 학교적응에 유의

교적응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미한 영향을 나타났다(β=.191, p<.001). 3단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표 3.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독립→종속)
3단계
(독립→매개
→종속)
**p<.01, ***p<.001

변인

B

SE

β

t

R2

F

부모양육→능동적

.205

.069

.152

2.965**

.023

8.792**

부모양육→학교적응

.228

.061

.191

3.758***

.036

14.121***

부모양육→학교적응

.130

.052

.109

2.523

능동적→학교적응

.478

.038

.540

12.509***

.322

88.241

표 4.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독립→종속)
3단계
(독립→매개
→종속)
**p<.01, ***p<.001

변인

B

SE

β

t

R2

F

부모양육→회피 분산

.189

.063

.154

3.002**

.024

9.011**

부모양육→학교적응

.228

.061

.191

3.758***

.036

14.121***

부모양육→학교적응

.239

.061

.200

3.895***

회피 분산→학교적응

-.059

.050

-.060

-1.173

.040

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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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이 회피 분산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부모양육행동과

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

학교적응 하위변인간의 효과 검증

=.154, p<.01) 2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은 학교적
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났다(β=.191, p<.001).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그러나 3단계에서는 회피 분산적 양식이 학교적

하위변인 중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의 하위변인

응에 미치는(β=-.60, t<-1.173, p<.001) 영향력이

중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이 학교적응에 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피 분산적 양식이 부

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능동적 정서조

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서 매개효

절 양식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어떤 변인에

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설명
된 절차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지지추구
양식의 매개효과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은 학교 생활적응, 학교
환경적응, 학교 친구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 수
업적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학교 생활적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

응과 학교 친구적응, 학교 교사적응은 통계적으로

절 양식 중 지지추구적 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유의한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학교 환경적응은

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양육행

모양육행동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

동이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β

미한 영향을 미치지(β=.084, p<.10) 못하는 것으

=.152, p<.01), 2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 환

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은 학교적

경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다(β=.157, p<.01). 3단계에서는 능동적양식이 학

=.191, p<.001). 3단계에서는 지지추구적 양식이

교

학교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β=.344, p<.001)

t<9.28,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aron & Kenny(1986)

조건을 만족시켰다.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유

의 매개효과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개효

의하게 감소하여(β=.157 → β=.091, Sobel Z =

과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841, p<.01) 정서조절의 능동적 양식이 부모양육

환경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β=.433,

표 5.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독립→종속)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p<.01, ***p<.001

변인

B

SE

β

t

R2

F

부모양육→지지추구

.130

.080

.084

1.628

.007

2.651

부모양육→학교적응

.228

.061

.191

3.758***

.036

14.121***

부모양육→학교적응

.184

.054

.154

3.371**

지지추구→학교적응

.344

.035

.445

9.762***

.233

5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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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 환경적응의 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모양육→능동적

.205

.069

.152

2.965**

.023

8.792**

2단계
(독립→종속)

부모양육→학교환경

.228

.074

.157

3.071**

.025

9.434**

부모양육→학교환경

.133

.068

.0.91

1.956

능동적→학교환경

.465

.050

.433

9.278***

.208

48.832***

3단계
(독립→매개
→종속)
**p<.01, ***p<.001

행동과 학교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

논의

개함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적응은 표 7에 제시된 바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

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이 능동적 정서

동과 정서조절 양식,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

조절 양식에 유의미한 영향(β=.152, p<.01), 2단계

고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 양식

에서 부모양육행동은 학교 수업적응에 유의미한

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영향을 나타났다(β=.330, p<.001). 3단계에서는 능

서 밝혀진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

동적양식이 학교 수업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보면 다음과 같다.

(β=.432, t<9.772,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

나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다. 부모양육행동의

면 부와 모, 정서조절과 학교적응 모두 정적 상관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β=.330 → β=.265,

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이

Sobel Z=2.844, p<.01) 정서조절의 능동적 양식이

학교 적응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매개함을 나타났다.

학교적응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안귀여루(2010),
장소현, 김순옥(2011), 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

표 7.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 수업적응의 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모양육→능동적

.205

.069

.152

2.965**

.023

8.792**

2단계
(독립→종속)

부모양육→학교수업

.479

.071

.330

6.752***

.109

45.585***

부모양육→학교수업

.384

.064

.265

5.988***

능동적→학교수업

.463

.047

.432

9.772***

.291

76.311***

3단계
(독립→매개
→종속)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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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치료연구

성국(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같이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논해볼 때 중학

둘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생이 어머니의 과잉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

치는 변인으로는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중학생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의 애정, 지지추구적 양

이 부모의 관심으로 지각하거나 지지적 태도로

식, 모의 감독, 모-과잉기대, 부-학대 순으로 학교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을 설명하였다. 이는 금지헌 외(2013)의 연구

점은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모양육행동이 학

에서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라고 밝힌 연구와 맥을

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후속연구에서 양육행동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부의 애정이 학교적응에 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영향은 재검증되어야 할

요한 변임임을 보인 결과는 부의 민주적 양육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처럼 과잉기대의 양육행

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김

동이 청소년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정희, 안귀여루(201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며

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삶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조력자로서 아버지의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역할을 강조한 김정숙(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다. 청소년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는 오히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모의 양육만을 중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요하게 여겼던 세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애정적

는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을 알 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청

있다.

소년들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어

앞서 밝힌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의
과잉기대가 학교적응을 잘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

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다는 점이다. 기존의 부모의 과잉기대, 기대수준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

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결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과를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경쟁에서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 양식 하위변인 중에서 회

이기길 기대하는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로 하여

피 분산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매개효과가

금 건강한 자기 구조를 발달시키기 어렵게 만들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양식만이 학교적

며(박선영, 조용주 2011) 자녀의 편집성향과 신체

응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 부정적 정서, 정서표현불능, 학업스트레스와

능동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할수록 학교적응

같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

을 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학생의 학교

영, 신민섭, 권석만, 2004).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관련 변인 중 정서문

대해 지지적이고 학업적 성공을 격려하고 기대하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금지헌

는 양육방식일 때 자녀는 높은 수준의 동기와 수

외(201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능동적

행능력을 보이며(Taylor & Lopez, 2005) 부모가 자

정서조절 양식이 학교적응과 매개효과가 있음을

녀에 대해 학업적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검증한 결과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 중 어

학업 성취가 높고 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

떠한 변인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다시 검증하였다.

혀졌다(김마리아, 2013). 이는 본 연구와 맥락을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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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는 매개효과가 없었으며 학교 환경적응과

이를 통해 학교상황에서 중학생을 지도, 상담하기

수업적응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능동

는 긍정적 정서조절을 할수록 학교수업에 적응을

적 정서조절 양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

잘한다는 장소현, 김순옥(2011)의 연구와 맥을 같

발 및 교육적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행동을

그러나 본 연구는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는

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하

이수진, 안경식(201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는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지, 신중하게

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항 응답에 있어 조작

점검하는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 가능하며 자신이 지각하는 것과 부모양육과

지 등을 묻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적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인

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의 특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감소시키기 위한 개인의 문제해결전략이 중요하

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며 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가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능동적 정서

첫째, 자기보고식 응답에 따른 자신의 주관적

조절 양식을 사용하는 중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상

견해 외에도 부모보고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함으

황과 학교 환경 제반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변

로써 오차 범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화하거나 바르게 수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

둘째, 본 연구에서 부의 애정, 모의 감독과 과

과 공간에서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학습

잉기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능력 및 학업 성취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으나 모의 과잉기대 같은 경우 일관된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가 없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진 연구들이 학업 성취,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육의 특성을 가진

독,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중

대상만을 따로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 스스로 정서를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낮

셋째, 학교적응의 다양한 변인에도 불구하고

추기 위한 정서조절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부모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양식만으로 설명하였으

유아와 부모의 애착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

므로 학교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을

을 설명해왔던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구명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부모
양육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학교적응
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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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motion Regulation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in
Scho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Rhee, Jung-Eun

Lee, Eun-Jin

Kookmin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whether Emotion Regulation Styles have any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in Scho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o examine this, 37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of Parenting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8.0) was used for
analysing the collected data. from Pearson Correlation 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1986) are Presented by 3-steps model was used. Lastly,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mediation effec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the findings in a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ing behavior,
emotion regulation styles, adjustment in school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in examining the influences of
parenting behavior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to adjustment in school, influencing powers showed the
following order of active style, father's affection, support-seeking style, mother's monitoring, over-expectation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father's physical abuse. Third,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motion regulation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in scho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ing behavior as the predictor, 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as the
mediator and adjustment in school as the outcome variable - were significant as a full mediation effect.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this research.
key word: parenting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emotion regulation style, 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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