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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
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고생 586명(여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
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자율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가 다른 경우(애정-통제일치, 적대-자율일치, 적대-통제일치, 불일치)에 비해, 학교생
활 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대-통제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는 불일치 집단 부모의 자
녀보다도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논의하
였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적응에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 일치, 학교생활적응, 애정-자율, 적대-통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consistency. For this purpose, 586(306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their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and the 
differences were verified through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ental attitudes. Affection - autonomy 
cohort group’s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groups. In addition, the hostility - 
control group were found to have lower adaptation level than the disagreement group. Based on this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influences of parental attitude and suggested the directions of follow up studies 
on parenting attitude and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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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에 한 계속  응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

에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으로 격한 변화를 경험

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응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환경에 

처해있어 학교생활 응이 이 시기의 응력을 가늠하는 

가장 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 응은 청소

년기 이후의 심리 ･사회  응에도 상당한 향을 미

칠 수 있으며[1], 건강한 성장  사회생활 를 한 

발달과업이다[2,3].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은 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응을 표하며, 향후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과 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4,5,6,7,8,9,10]과 래  교사[11,12], 

사회  지지[13,14,15] 등의 계  요인, 자아존 감

[16,17,18]이나 자기효능감[19,20,21,22,23,24], 자아탄력성

[25,26], 낙 성[27] 등의 정서  요인, 비합리  신념[28]

이나 스트 스[29,30,31,32] 등의 인지  요인, 인터넷･스

마트폰 독[33,34,35] 등과의 련성을 다룬 바 있다. 

이 에서도 부모와의 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

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36,37,38]. 이는 청소년기가 주 양

육자에 해 의존 인 아동기와는 달리 자율성과 주체성

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부모

로부터 많은 향을 받고 있는 시기[39,40]임을 보여 다. 

실제로 부모가 애정  혹은 민주  태도는 학생의 학

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 되게 

나타났다[39,41,42,43]. 반 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무

심이나 과도한 기 , 심각한 가정불화를 경험하는 것

은 정상 인 발달을 하며 학교생활 응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44]. 

다만, 부모의 자율 -방임  태도와 통제 -권 주의

 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해

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일 되지 않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 통제 -권 주의 일수록 학교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45,46,47]와 학교 응에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48], 그리고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49]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간의 보

다 면 한 계를 탐색하기 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한 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이루

어진 연구는 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많은 비 을 

두었는데, 이는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통  역할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 와 남녀의 통  역할 구분 완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합 패턴의 향을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 패턴을 다룬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양육 패턴의 일치 여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왔다. Dornbush 등 (1987)은 한 가정 내에서 하나

의 양육태도만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효과 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으며[37],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자녀에게 부정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50,51].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와 불일치 조합을 구체 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불일

치 조합 내 세부 유형과 타 양육태도 유형을 비교해 으

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게 정 인 향을 주는 양육태도 조합이 있을 수 있는

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한 부모의 정 인 양

육태도가 다른 부모의 부정인 양육태도를 보완할 수 있

는 가능성의 탐색과 한 련이 있는 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과 련하여 부모의 실제 

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반드시 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며[5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가 부모 보고식 결과에 비해 자녀의 응에 한 향

과 련하여 더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53,54]. 이는 자녀가 자신의 지각 양식과 과거의 경

험에 따라 주 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부

모의 자기 보고식 평가에는 자신의 행동에 사회 규범에 

한 편향성이 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53,54].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확인해 보고, 부･모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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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일치여부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수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

생활 응 수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

생활 응 수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하여 2016년 3월~6월에 걸쳐, 서울지역 5

개 ·고등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을 임의표집 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 거

나 락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86부 자료를 분

석하 다. 체 유효 설문 상  남학생은 280명(47.8%), 

여학생은 306명(48.4%)이었으며, 학교 별로는 고등학생 

292명(49.8%), 학생 294명(50.2%)이었다.

2.2 검사도구

2.2.1부모양육태도 척도

Schaefer[55]가 개발한 양육태도 척도를 임선화[56]가 

수정 보완 하고, 박설아(2013)가 청소년에게 사용한 척도

를 이용하 다[57]. 본 척도는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

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차원

이 애정- ,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 

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으로 양극화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 자율-

통제를 양극단으로 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한 Schaefer[55]

의 양육태도 모형에 근거하여, 4개 하 요인  애정-

와 자율-통제의 두 요인을 사용하 다[58].

각 요인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까지 응답하도록 하 다. 부정문항은 역채  하 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부 

애정-  .86, 부 자율-통제 .70, 모 애정-  .83, 모 자

율-통제 .78로 나타났다.

2.2.2학교생활적응척도

김용래[59]가 개발한 ‘학교생활 응 척도’를 박상희

(2010)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60]. 교사 계, 

래 계, 학교규칙, 수업태도의 4개의 요인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하여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

으로 응답하는 5  Likert 척도이다. 부정문항은 역채  

하 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는 교사 계 .70, 교우 계 .70, 학교규칙 .74, 수업태도 

.76, 체 .87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 상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 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

교생활 응에 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둘째, 

아버지와 어버니의 양육태도 유형을 구분하기 해 애정

 태도,  태도, 자율  태도, 통제  태도 수를 

앙값을 기 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 다. 이를 

통해 부･모 각각 애정-자율, 애정-통제, -자율, 

-통제의 4유형으로 집단을 나 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 

태도 일치 여부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응 수 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 다. 

3. 연구결과

3.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인 부와 모

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응 간의 체 상 을 Pearson 

상 계수를 통해 산출하 고, 결과는 <Table 1> 과 같

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와 모의 애정 , 자율  양육태도

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간에는 모두 정  계가 나

타났다. 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애정  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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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그리고 부와 모의 자율  태도 수  간에는 각각 .7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Variable 1 2 3 4 5 6 7 8

1 1

2 .58** 1

3 .78** .55** 1

4 .51** .76** .63** 1

5 .39** .29** .35** .28** 1

6 .44** .34** .41** .33** .47** 1

7 .39** .34** .37** .37** .52** .55** 1

8 .34** .33** .36** .35** .45** .39** .49** 1

** p < .01

1. father affection 2. father autonomy 3. mother  affection 4. mother 

autonomy 5. Teacher 6. Peer 8. Class attitude  9. Rules

<Table 1> Correlation of parental attitude with 
school adaptation

3.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양육태도 

조합 패턴 유형의 빈도

양육태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 모두 애정-자율 유형이 각각 230명(39.2%)과 234

명(39.9%)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 

유형이 각각 198명(33.8%)과 188명(32.1%)로 그 뒤를 이

었다. 아버지 집단에서는 애정-통제 유형(82명, 14%)과 

-자율 유형(76명, 13.0%)의 빈도가 거의 비슷했으나 

어머니 집단에서는 애정-통제 유형(116, 19.8%)이 -

자율 유형(48명, 8.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 다.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형을 살펴본 결

과 일치 집단이 80%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단되었다. 조합 

유형 에서는 애정-자율형이 201 (34.3%)으로 가장 많

았고, -통제형(163 , 27.8%), 애정-통제(71 , 12.1%), 

-자율형(36 , 6.0%) 순이었다. 

type
parents(N=586)

father(%) mother(%) parents(%)

Affection-

Autonomy
230(39.2) 234(39.9) 201(34.3)

Affection-

Control
82(14.0) 116(19.8) 71(12.1)

hostility-

Autonomy
76(13.0) 48(8.2) 35(6.0)

hostility-

Control
198(33.8) 188(32.1) 163(27.8)

disagreement - - 116(19.8)

<Table 2> Distribution according to type of 
            parental attitude

3.3 아버지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Box

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F(272642.845)=3.62  p<.001), 다변량 통계

치로 Pillai의 트 이스 값을 활용하 다[61]. <Table 4>

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

녀의 학교생활 응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213 p<.001), 구체 으

로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Affection-

Autonomy

(N=230)

Affection-

Control

(N=82)

Hostility-

Autonomy

(N=76)

Hostility-

Control

(N=198)

M(SD) M(SD) M(SD) M(SD)

Teacher 3.92(.70) 3.60(.55) 3.40(.73) 3.35(.72)

Peer 4.13(.52) 3.95(.49) 3.87(.59) 3.61(.71)

Class 

attitude
3.68(.65) 3.37(.49) 3.35(.67) 3.14(.59)

Rules 3.94(.59) 3.62(.47) 3.57(.48) 3.39(.46)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father's 
parental attitude by grou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Tamhane

Father

Parenting 

attitude

Teacher .213*** 26.30*** 3
①>②,③,④

②>④

Peer 27.28*** 3 ①>②,③>④

Class 

attitude
28.57*** 3

①>②,③>④

②>④

Rules
1)

25.44*** 3 ①>②,③,④

***p<.001(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l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1) rules: Scheffé

<Table 4>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father's 
parental attitude type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는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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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h 값: 교사 계=24.84, 래 계=24.76, 수업태도

=27.67 p<.001), 학교규칙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

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응은 Tamhane의 T2, 학교규칙 

응은 Scheffé를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가

지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아버지 양육태도 유형  애정-자율형 

집단이 모든 역(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

칙)에서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 을 보

다. 애정-통제집단과 -자율 집단 간에는 모든 역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

통제 집단의 경우 래 계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

의미하게 낮은 수 을 보 으며, 교사 계와 수업태도 

수 에서는 애정 집단(자율, 통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

게 나타났다. 학교규칙과 련해서는 애정-자율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3.4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Box

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F(130829.247)=2.97 p<.001), 다변량 통계

치로 Pillai의 트 이스 값을 활용하 다[61]. <Table 6>

에 제시되어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

녀의 학교생활 응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218 p<.001), 구체 으

로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하 고

(Welch 값: 래 계=27.05, 수업태도=28.97, 학교규칙= 

22.25 p<.001), 교사 계는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

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 계, 수

업태도, 학교규칙 응은 Tamhane의 T2, 교사 계는 

Scheffé를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종

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  애정-자율형 

집단이 교사 계, 수업태도의 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 을 보 으며, 래 계와 학교

규칙 역에서는 통제 집단(애정, )에 비해 응 수

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통제 집단

과 -자율 집단 간에는 모든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통제 집단의 경우 

래 계와 학교규칙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

게 낮고, 교사 계와 수업태도 수 에서도 애정 집단(자

율, 통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보고되었다.

Affection-

Autonomy

(N=234)

Affection-

Control

(N=116)

Hostility-

Autonomy

(N=48)

Hostility-

Control

(N=188)

M(SD) M(SD) M(SD) M(SD)

Teacher 3.88(.70) 3.63(.60) 3.42(.68) 3.32(.75)

Peer 4.12(.53) 3.952(.52) 3.90(.65) 3.58(.68)

Class 

attitude
3.69(.65) 3.37(.50) 3.34(.69) 3.12(.60)

Rules 3.91(.60) 3.64(.48) 3.72(.50) 3.42(.58)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parental attitude by grou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Tamhane

mother

Parental 

attitude

Teacher
2)

.218*** 23.54*** 3
①>②,③,④

②>④

Peer 30.23*** 3
①>②,④

②,③,>④

Class 

attitude
30.55*** 3

①>②,③④

②>④

Rules 24.34*** 3
①>②,④

②,③,>④

***p<.001(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l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2) Teacher:Scheffé

<Table 6>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mother's 
parental attitude type

3.5 부모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

의 학교생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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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규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

석(MANOVA)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 8>

과 같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F(101804.663)=3.07 p<.001),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 이스 값을 활용하 다[61]. 

<Table 8>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응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Pillai’s Trace=.213 p<.001), 구체 으로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ffection-

Autonomy

(N=201)

Affection-

Control

(N=71)

Hostility-

Autonomy

(N=35)

Hostility-

Control

(N=163)

discord

(N=116)

M

(SD)

M

(SD)

M

(SD)

M

(SD)

M

(SD)

Teacher
3.92

(.71)

3.61

(.56)

3.34

(.71)

3.32

(.75)

3.58

(.66)

Peer
4.16

(.51)

3.94

(.51)

3.90

(.70)

3.55

(.71)

3.89

(.54)

Class 

attitude

3.73

(.64)

3.36

(.49)

3.35

(.71)

3.12

(.61)

3.32

(.57)

Rules
3.95

(.60)

3.60

(.46)

3.73

(.52)

3.43

(.58)

3.67

(.53)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ental
attitude by grou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Scheffé

parential 

attitude

Teacher .236*** 18.28*** 4 ①>②,③,④,➄,

Peer
3)

23.90*** 4 ①>②,➄>④

Class 

attitude
4) 24.42*** 4

①>②,③,④,➄,

②➄,>④

Rules 19.76*** 4
①>②,③,④,➄,

➄>④

***p<.001(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➄disagreement)

3),4) peer, Class attitude: Tamhane

<Table 8>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type of 
parental attitude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 계, 학교규칙

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 으며 래 계, 수업

태도 응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

(Welch 값: 래 계=21.31, 수업태도=22.71  p<.001),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계와 학

교규칙은 Scheffé, 래 계, 수업태도는 Tamhane의 T2

를 활용하여 사후검증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종속 변인 모

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 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유

형  애정-자율 일치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 으로 보고되었다. 래 계의 역에서는 애정-통제 

일치, -통제 일치, 불일치 집단에 비해 응 수 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통제 일치와 

-자율 일치, 불일치 집단 간에는 모든 역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경

우 교우 계와 학교규칙에서 애정-자율과 애정-통제 일

치 집단  불일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 을 

보 으며, 수업태도 수 에서도 애정-자율 일치와 불일

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사 계 

역에서는 애정-자율 일치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

을 보 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확인해 보고, 부모 양육태도

의 일치 여부  조합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응 수

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 로 몇 가지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

생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는 아버지의 양

육태도가 애정 이면서 자율 일 때 청소년 자녀의 학교

생활 응 수 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

행연구들[62,63,6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이면서 통

제 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수 이 가장 낮았다. 

특히 -통제형 아버지의 자녀 집단의 래 계 수

이 다른 세 집단 보다 낮고, 교사 계  학습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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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애정 집단(애정-자율, 애정-통제)에 비해 낮으

며, 학교규칙 수 에서도 애정-자율 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아버지의 애정  양육태도

의 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어머니

에 비해 상 으로 그 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아

버지의 양육태도, 특히 애정  태도가 자녀의 응에 매

우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

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애정-자율형 

어머니의 자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계, 수업

태도 역의 응 수 이 높았으며,  래 계, 학교규칙

의 역에서는 통제 심 집단(애정-통제, -통제) 보

다 더 높은 수 을 보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간 이

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63,64,65,66]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통제 유형 어

머니의 자녀 집단은 래 계와 학교규칙 응 수 이 

가장 낮았으며, 교사 계와 수업태도 응 수 이 애정 

심 집단(애정-자율, 애정-통제 집단)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태도가 애정-자율 일 때 청소년 자

녀의 응 수 이 가장 높고, 거부-통제 일 때 가장 낮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자율  양육태도를 보

일수록 자녀들이 사회  행동에 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67]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이면서 통제 인 

어머니의 자녀집단이 애정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교

사 계와 수업태도 수 이 낮다는 결과에 해서는 

-통제 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하지 않으며, 행

동에 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된 자

녀[55]가 어머니와 비슷한 성인인 교사와의 계 응 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응 수 (교사 계, 래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68,69]와 일치하 다. 

구체 으로는 부․모양육태도 일치 여부  조합 유

형  애정-자율 일치형인 집단이 교사 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역에서 응 수 이 가장 높았으며, 래

계의 역에서는 통제 심 일치 집단(애정-통제 일치, 

-통제 일치)  불일치 집단 보다 더 높은 수 을 보

다. 

-통제 유형 부모의 자녀 집단의 경우 교우 계와 

학교규칙 응 수 에 있어서 애정 심 일치 집단(애정

-자율 일치, 애정-통제 일치)은 물론, 불일치 집단보다도 

낮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고 통제 이거

나 일 성이 없는 경우, 자녀의 정서 으로 안정감을 느

끼지 못하고[70], 학교생활 응 수 에도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한 명 

만이라도 -통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것이 자녀

의 응에는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

년의 학교생활 응 수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응 간 계에서 애정-

자율  태도와 -통제  태도는 서로 상반된 향을 

미치며, 부모 모두 -통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부모

의 양육태도가 불일치 된 경우보다도 자녀의 응에 더 

부정  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서 심과 사랑을 주는 애정  태도와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자율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

며, 거부 이고 통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부모

의 정  양육태도 합일이 어려울 경우 어느 한 쪽이라

도 애정-자율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응에 

미치는 부정  향을 일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불일치 조합의 세부 역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

육태도의 일치 여부와 세부 조합 패턴에 따른 자녀의 

응 수 에 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약 80% 이상의 부

모가 양육태도의 일치를 보인다는 과, 이  애정-자율

 양육태도가 가장 정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

다는 의미가 있으나, 양육태도 불일치 부모의 경우 세부

 조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 내 세부 조합과 -통

제 일치형 조합의 비교 등에 해 보다 자세한 탐색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응에 미치는 향

에 한 성별  연령의 조  효과 탐색이 요구된다. 심

리학과 련한 많은 역에서 남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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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가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

형과 일치 여부, 조합의 향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

를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뿐 아니라, 

부모의 자기 보고식 양육태도 유형도 조사하여, 부모와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태도 유형의 일치 여부  조

합에 따른 향력을 알아본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한 인

식이 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 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극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  양육태도 변화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서 자녀의 응 수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종단연구를 

실시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향을 보다 정확히 악하고 교육  개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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