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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변화가 크고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로 Erikson은 인간의 발달과업을 8단계로 정의하면서 청

소년기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큰 기라고 하 다(Erikson, 

1959, 1963, 1968). 이러한 과업은 잘 성취하면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며, 실패하면 불행해질 뿐 만 아니라 앞

으로의 과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Erikson, 1959, 1963, 

1968, 1980, 1982).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가 갖는 

심리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 스뿐만 아니라 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과 변화의 이면에 따라온 경쟁과 성과 심, 정서

 삭막함 등을 그 로 흡수하면서 성 , 학벌, 경제력이 청

소년의 정체성 확립의 기 이 되면서 스트 스가 높아지고 

심리  안정감이나 삶의 만족도, 소속감 등이 낮아졌다(Oh, 

2009). 청소년기가 갖는 심리  불안정에 더해 한국사회가 가

진 특징 인 성  경쟁  학연, 지연과 같은 계 형성에 

한 집착이 청소년의 스트 스를 더욱 가 시키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요한 과업인 정체성 확

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서  문제들을 경험

하고 있다. 비고츠키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타인과의 

계에 향을 받으며 성장한다고 하 다(Jeong, 2009). 특히 부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요시하 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을 발달의 요한 동력으로 제시하 다(Jeong, 2009; Meshcheryakov, 

2007). 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사회화와 심리

 안녕감에 향을 주는 환경  자원이며 부모와의 개방

인 화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나 우울 등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Kim, 2012; Lee, Kim, & Hyun, 

2005; Lee, 2009).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정 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스트 스를 이고 정서  안정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 계 형성에도 큰 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속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증가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기존 의사소통 방식에서 확장되어 가

고 있다(Cho & Bae, 2010). 핸드폰이나 SNS (Social Network 

Service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을 변화시키고 그들 간의 정서와 의견을 달하는 방법

을 다양화하면서 부모자녀의 권력 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Ericsson & Stockholm, 2011). 특히 청소년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의사소통에 민감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정도가 다양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감소되거나 오히려 증가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들

의 정서와 성장에 있어 요한 역할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된

다. 따라서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가 학교생활과 성장에 매

우 큰 향을 미치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

통이 갖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업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에 미치는 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3), 2016년 8월 327

트 스와 교우 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

를 확인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 차이를 악한다.

∙ 학업스트 스, 교우 계의 상 계를 악한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 스, 교우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학

업스트 스, 교우 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고

등학생의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상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충남 C시에 치한 고등학교 2학년 학

생을 상으로 하 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9월 1일에서 9월 

18일까지 실시하 다. 해당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을 설

문조사요원으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 과 문항을 설

명하여 교육한 후 설문조사요원이 상자에 한 설문을 수

행하 다. 설문 조사시간은 1인당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

다. 표본수는 G*Power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을 해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회귀

분석 보통수 인 .15로 하 을 때 독립변수의 수를 최  5개 

정도로 감안하여 필요한 표본 수는 9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

려하여 총 180명의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고, 166부가 

수집되었으나 내용이 미흡한 12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상

자 수는 총 154명이 되었다.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 고등학교에 재학 인 자

둘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셋째, 본 연구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연구 도구

●일반  특성

인구학  특성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경제  상태, 학교 성 , 친구수를 포함하 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Barnes와 Olson (1982)이 개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에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

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Lee와 Min (1992)의 척도

를 사용하 다. 총 40개 문항이며 아버지와 자녀 간, 어머니

와 자녀 간의 개방  의사소통이 각각 10개 문항, 그리고 문

제형 의사소통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0문항으로 2개 하

척도로 이루어졌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이며, 문

제형 의사소통 문항은 부정  의사소통으로 역산하 다. 총

의 합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 이고 정 이며, 수가 

낮을수록 역기능 이고 폐쇄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분석 결과 체에 한 각 문항의 상 계

수가 0.3 이하인 문항으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2문항, 어머

니자녀 의사소통 3문항은 제외하고 35문항을 분석하 다. Lee

와 Min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아버지 의사소통 

.86, 어머니 의사소통 .85, 체 의사소통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사소통 .89, 어머니 의사소통 .87, 

체 의사소통 .94로 나타났다.

●학업스트 스

Oh와 Cheon (1994)이 개발한 학업스트 스 요인 설문지를 

사용하 다. 총 11개 하 척도 7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Kim (2006)이 Oh와 Cheon (1994)의 척도

에서 가족 계, 교사 계, 친구 계, 학교환경  가정환경을 

제외하고 학업스트 스와 련된 42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하 척도로 성 , 시험, 수업, 

공부, 진로에 한 스트 스로 구성되어 있고, 1 에서 5 까

지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 수 이 높

음을 의미한다. Kim (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본 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교우 계

교우 계를 측정하기 해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2000)가 개발한 척도를 Jeon (2006)이 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청소

년을 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교우 계를 7개의 하

 역으로 나 어 측정하고 있다. 하 역으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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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98 (63.6)
Female  56 (36.4)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40 (25.9)
≥College 114 (74.1)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59 (38.3)
≥College  95 (61.7)

Cohabitation with family Yes 145 (94.1)
No   9 ( 5.9)

Economic status Low   4 ( 2.6)
Middle low   8 ( 5.2)
Middle  78 (50.6)
Middle high  56 (36.4)
High   8 ( 5.2)

Academic achievement 1∼3 grade  36 (23.4)
4∼6 grade 104 (67.5)
7∼9 grade  14 ( 9.1)

‘매우 그 다’(5 )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

록 되어 있으며, 총 의 합이 높을수록 교우 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Jeon (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6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빈도분석하고 부모자녀 의사

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의 기술통계량을 작성하여 각각

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일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Scheffe test)를 시행하 다.

셋째, 상자의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의 계를 상 분

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알아보았다

넷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학업스트 스, 교우 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각각의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윤리  고려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 다. 상자의 

윤리  보호를 해 설문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

으며,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 과 내용, 연구 참여의 자율성 

 익명성 보장, 설문지 응답도  언제라도 참여를 단할 수 

있다는 과 참여 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 수집된 자

료는 연구 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등을 제시하여 연

구의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63.6%, 여학생이 36.4% 다. 아버지의 학

력은 학교 졸업 이상이 74.1%, 어머니의 학력은 학교 졸

업 이상이 61.7% 다 학생들의 거주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

고 있는 경우가 94.1% 고, 가정의 경제 상태에 해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0.6%, ‘ 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4% 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 은 4-6등 이 67.5%로 가장 

많았고, 1-3등 이 23.4%, 7-9등 이 9.1%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 정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스트 스, 교우 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녀가 인식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는 5  척

도에서 평균 3.19 이었고,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은 평균 

3.14 ,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 수는 3.24 이었다. 학업

스트 스는 5  척도에서 평균 3.04 이었으며, 하부 척도로 

시험 스트 스가 3.23 으로 가장 스트 스 정도가 높았고, 

성  스트 스가 3.09 , 공부 스트 스가 3.05  순이었다. 

교우 계는 5  척도로 평균 3.68 이었으며, 하부 척도로 친

감이 3.86 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3.69 , 민감성과 

신뢰감이 3.67 , 이해성 3.66 , 만족도 3.66  순이었다. 

Table 3에서와 같이 그 외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 

상태와 같은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

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학생부 

성 에 따른 학업 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부 등 이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학업 스

트 스가 유의하게 높았다(F=3.47, p=.034).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간의 

상 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 스, 교우 계

간의 상 계는 Table 4와 같다.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

과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r=.74, p<.001),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교우 계(r=.35, p<.001)가 정  상 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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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N=154)

Variables   Subcategory Mean±SD Max M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3.19±0.54 4.89 1.31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3.14±0.61 5.00 1.11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3.24±0.54 4.76 1.47 

Academic stress 3.04±0.43 4.52 1.07 
  Achievement stress 3.09±0.53 4.71 1.14 
  Test stress 3.23±0.50 4.75 1.00 
  Lesson stress 2.93±0.42 4.09 1.18 
  Study stress 3.05±0.51 4.33 1.00 
  Career stress 2.81±0.57 4.29 1.00 

Peer relationship 3.68±0.56 5.00 2.64 
  Satisfaction 3.66±0.63 5.00 2.25 
  Communication 3.69±0.63 5.00 2.40 
  Trust 3.67±0.69 5.00 1.67 
  Intimacy 3.86±0.60 5.00 2.33 
  Sensitivity 3.67±0.66 5.00 1.50 
  Openness 3.60±0.64 5.00 2.00 
  Understanding 3.66±0.64 5.00 2.00 

<Table 3>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Variables Categories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Peer relationshi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16±0.61 0.65 3.23±0.53 -0.21 3.02±0.47 -0.77 3.73±0.58 1.42
Female 3.10±0.61 (.515) 3.25±0.54 (.833) 3.08±0.34 (.443) 3.60±0.54 (.158)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3.23±0.53 1.02 3.26±0.48 0.24 3.05±0.45 0.12 3.75±0.61 0.89 
≥ College 3.11±0.64 (.309) 3.23±0.56 (.808) 3.04±0.42 (.903) 3.66±0.55 (.375)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3.15±0.60 0.14 3.26±0.54 0.26 3.06±0.35 0.44 3.72±0.52 0.69
≥ College 3.13±0.62 (.889) 3.23±0.53 (.796) 3.03±0.47 (.663) 3.66±0.59 (.493)

Economic status Low, Middle low 3.39±0.67 1.21 3.36±0.64 0.49 3.07±0.54 0.78 3.76±0.82 0.22
Middle 3.09±0.63 (.301) 3.25±0.50 (.615) 3.08±0.38 (.464) 3.69±0.55 (.807)
Middle high, High 3.15±0.58 3.20±0.56 2.99±0.46 3.65±0.53

Academic 
achievement

1∼3 gradea 3.28±0.65 1.30 3.33±0.61 0.58 2.93±0.59 3.47 a<c 3.73±0.62 0.74
4∼6 gradeb 3.10±0.58 (.275) 3.21±0.50 (.562) 3.05±0.35 (.034) 3.65±0.55 (.481)
7∼9 gradec 3.09±0.72 3.22±0.62 3.27±0.37 3.82±0.58

고,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교우 계(r=.22, p=.007)도 정

 상 계가 있었다.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업스트

스(r=-.23, p=.004),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업스트

스(r=-.17, p=.039)는 부  상 계가 있었다. 한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은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의 부분의 하부 

척도와도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

소통은 학업스트 스 하부 척도  성  스트 스(r=-.28, 

p=.001), 공부 스트 스(r=-.18, p=.023), 진로 스트 스(r=-.19, 

p=.017)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고, 교우 계 하부 척

도  만족감(r=.26, p=.001), 의사소통(r=.21, p=.010), 신뢰감

(r=.17, p=.034), 개방성(r=.21, p=.010), 이해성(r=.22, p=.007)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에 

미치는 향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상 계는 유의한 양의 계로 분석되었다(r=.74,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을 구분)

은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음의 상 계, 교우 계에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을수록 

학업스트 스는 증가하고 교우 계는 나빠짐을 의미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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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N=154)

Variables   Subcategory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r (p)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74 (<.001)
Academic stress -.23  (.004) -.17 (.039)

  Achievement stress -.22  (.006) -.28 (.001)
  Test stress -.13  (.119) -.04 (.661)
  Lesson stress -.18  (.030) -.11 (.170)
  Study stress -.28 (<.001) -.18 (.023)
  Career stress -.25  (.001) -.19 (.017)

Peer relationship  .35 (<.001)  .22 (.006)
  Satisfaction  .38 (<.001)  .26 (.001)
  Communication  .31 (<.001)  .21 (.010)
  Trust  .32 (<.001)  .17 (.034)
  Intimacy  .27  (.001)  .13 (.117)
  Sensitivity  .24  (.003)  .13 (.105)
  Openness  .27  (.001)  .21 (.010)
  Understanding  .37 (<.001)  .22 (.007)

<Table 5> Influences of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Effect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Response variable

Academic stress Peer relationship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β t (p) β t (p) β t (p) β t (p) β t (p)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24 -1.99
(.049)

-.21 -1.80
(.073)

-.20 -1.65
(.101)

 .41 3.58
(<.001)

 .40 3.34
(.001)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01 .06
(.949)

 .00 .03
(.980)

-.02 -.13
(.899)

-.08 -.70
(.485)

-.07 -.62
(.535)

Academic 
achievement

 .18 2.29
(.023)

 .19 2.32
(.021)

F (p) 4.18 (.017) 4.61 (.004) 2.27 (.032) 10.65 (<.001) 3.33 (.003)
Adj. R² .04 .07 .06 .11 .10

Model 1, 2, 4: Non control variable 
Model 3: Control variable=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Model 5: Control variable=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Adj. R²: Adjusted R²

부 부문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의 항목에서 동일한 유형으

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은 시험 스트 스와, 어머

니자녀 의사소통은 시험, 수업 스트 스, 교우 계의 친근감, 

민감성에서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설명변수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

통, 학교성 , 통제변수로 성별, 부모의 각각 학력, 경제력을 

사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앞서 분석한 분산분석 

결과, 학업스트 스는 학교성 에 향을 받으므로 설명변수

에 추가하 다. 부모 의사소통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

(model 1)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증가하면 학업스트

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학

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교성 을 설명

변수에 추가한 모형(model 2)에서는 학교성 이 높을수록 학

업스트 스는 커지고 상호작용에 의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유의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부모의 각각 학력, 경

제력을 사용한 모형(model 3)에서는 model 2와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교우 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설명변수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의사소

통, 통제변수로 성별, 부모의 각각 학력, 경제력, 학교성 을 

사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부모 의사소통만을 설

명변수로 사용한 모형(model 4)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증가하면 교우 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자

녀 의사소통은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별, 부모의 각각 학력, 경제력, 학업성 을 사용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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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에서도 model 4과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스트 스, 교우 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스트

스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과 학

업스트 스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즉 부모와 자녀가 개

방 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학업스트 스가 낮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와의 개방  의사소통이  학습과 

련된 상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Hong, 

Eum, & Bae, 2003, Kim & Park, 2015)와 일치한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부모와 자유로이 나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지지  계로 인식하는 경우 신뢰감과 안

정감을 통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 스에 더욱 잘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입시와 진학은 가족  

과업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Son, 2001), 부모의 지나친 교

육열로 인해 자녀들에 한 간섭과 통제, 성 에 한 압력 

등 일방향 인 의사소통으로 자녀는 부모와의 화를 단 하

고 그로 인한 학업스트 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기 민한 감수성을 가진 자녀들과 정 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다양한 학부모 교육  

상담 로그램 등을 극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성 , 공부, 진로 

스트 스만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

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성 , 시험, 수업, 공부  진로 스트

스와 모두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이는 주 양육자인 어머

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통이 

학업에 한 심리  부담이 최고조인 고등학생 자녀들의 스

트 스를 이는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자

녀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성역할 발달, 인성 발달, 지

능  학업성취 발달, 도덕성 등에 미치는 향에 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각종 매체를 통해 자

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이 부각되면서 자녀 교

육  발달에 한 여러 역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지

도가 기 되고 있는 실이다. 하지만 아버지에 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수록 그에 한 아버지의 부담과 압감은 커

질 수밖에 없다. 자녀와 함께 하는 짧은 시간 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정 인 분

기를 조성하기 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교우 계와도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못할 경우 자녀는 정서  불안으로 인해 인 계에서 어

려움을 느끼고, 심하게는 사회  부 응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Kim & Sim, 2001). 한 부모와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

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 하는 부모의 개방  의사소통을 경험하

지 못한 자녀는 인 계에서 부 한 의사소통 방식을 취

함으로써 타인과의 계에서도 원활한 계를 형성하지 못하

고 학교생활에 한 불만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요한 

요인이며,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심리  

안정과 지지를 제공받은 자녀는 학령기에 래와도 친 한 

인 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교우 계는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에

서 부모에게 그러한 것처럼 친구를 통해 사회  지지와 안정

감을 얻고 서로를 지지, 격려하여 정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한 지지체계의 기능을 한다(Song & Lee, 2011). 한 청

소년기는 교우 계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표 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  활동과 교류를 확 해가는 시기로서 성공

인 인 계를 발달시키는데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따라서 부모와 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

사를 자유롭게 표 하면서 좋은 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

이 가정에서부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인 

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가 기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은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스트 스가 낮고 그  아버지와의 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낮추

는데 유의미한 향을 다.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우 계 형성  유지에 있어 만족감  신뢰감, 이해심 등

을 갖게 되어 안정 인 교우 계를 형성하기 쉬우며 교우

계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한 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상은 충남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으로의 표집 상 범 를 확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상호 인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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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인식한 부모와의 의사

소통만을 측정하 으므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

소통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에서의 차이를 분석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 사회성, 윤리의

식 등 다양한 측면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축 되고 있으나 정작 부모 자녀가 효율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이

고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다양한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학부모들이 실제 시행해볼 수 있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넷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스트 스와 교우 계에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이나 계 형성에 을 두던 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역할에 한 심층 인 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

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심으로 하는 질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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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arental-adolescent Communication 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Kim, Yu Jeong1)․Lee, Eun Mi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Method: A total of 154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high school in C city.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 to 18, 2015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0.0.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r=.35, p<.001), and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r=.22, p=.006).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r=-.23, p=.004), and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r=-.17, p=.039).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dentifying the effects of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rograms on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is required.

Key words : Parental-adolescent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Peer relationship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 Mi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20 Hoseo-ro, 79 beon-gil, Asan 31499, Korea. 
Tel: 82-41-540-9536  Fax: 82-41-540-9558  E-mail: sweetbear2@hanmail.net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5, 63-95. 

Oh, S. H.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ress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6, 53-73.

Song, Y. M., & Lee, H. C. (2011). The determinants of 

friendship among adolescent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1), 91-112.

Son, S. Y. (2001). Adolescents’ daily life and family. Seoul: 

Treeboo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