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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이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로 구, ,

분되는데 아동의 발달은 환경과의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아동은 광범위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능동,

적으로 환경을 조절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은 부적응 즉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성영혜, ( ,

그중 가정환경은 출생 시부터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1992).

으므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

여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

른 태도와 통제된 성격의 영향 아래 성장한 아동은 바람직하

고 좋은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지만 반면에 부모의 그릇된 태

도와 충동적인 성격의 영향 아래 성장한 아동은 비정상적이

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성격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격이

나 행동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박영미( ,

1996)

최근에 이르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이나 공격적 또

는 반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표면화 되고 있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이 폭.

력에 연루되거나 소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공격성 또는 반사.

회적인 성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어서 청소년 범죄는 아동기에(Tremblay, 2000)

습득된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인 경우가 많다박성연( , 2002).

청소년기 또는 성인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

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

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이나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

한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Tremblay, 2000).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철웅 는 아( , 2002). Webster-Stratton & Herbert(1994)

동이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부모의 양육태

도 방식에 있다고 하였고 도 정Hallanhan & Kauffman(1978)

서 부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위축 과잉 공격 퇴행 강박과 같은 아동의 부적. , , , ,

응 행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영숙 김병임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태( , 1989; , 1992).

도는 자녀의 자기개념 성격 인지 능력 및 사회적인 적응력, , ,

그리고 아동의 생활습관이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모에 의해 얻어지거나 제

삼자가 관찰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보다 아동이 지각한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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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또한 아동의 보고를 통해 어머,

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

고 있다유형근( , 1993).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문제행동의 원인

과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문제 행동

의 근원을 가족 환경에서 찾고자 하였다박철웅 권영( , 2002;

옥 이정덕, , 1999).

본 연구에서는 가족 환경 중에서 아동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를 살펴보고 둘 간의 상

관관계를 연구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 문제,

행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문제 아동과 그의 부모를 함께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는 가족

치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파악한다.∙

아동이 자각하는 자신의 문제행동을 파악한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신의 문제행동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나는 일반적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유안진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 1982).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 오성심과 이종승 의 양육태도, (1982)

진단검사를 본 연구자가 현 상황에 맞게 총 문항으로40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애정적 양육태,

도 자율적 양육태도 성취적 양육태도 합리적 양육태도로, , ,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동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 , ,∙

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

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한다박철, (

웅 가 개발하고 오경자 홍강의 이, 2002). Achenbach(1991) , ,

혜련 하은혜 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1998)

자기행동평가척도 중 문제행(Youth Self-Report : K-YSR)

동 증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 중 내재화 문제에 위축 우울,

불안의 하위척도와 외현화 문제에 비행 공격성의 하위척/ ,

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문항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문제 행동에 대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개 초등학교 학년G 2 5,6

학생으로 월 일부터 일까지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10 2 19 384

하였다 설문지는 임의표집 한 학급의 담임을 통해 배부되었.

으며 학교에서 아동들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부중, . 384

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 기록되어 있거나 문제행동만 기록,

되어 있는 설문지 부와 빠진 문항이 많은 부를 제외한26 , 20

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338 .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

은 일반적인 특성 문항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10 , 40

문항 아동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문항으, 50 100

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성

심 등 의 양육태도 진단검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1982)

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의 양육태도 개 차원에 선행. Schaefer 2

연구를 토대로 개 차원을 더 유형화시켜 개의 차원으로 분2 4

류하고 각각의 차원에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0 40 . 4

개의 차원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 - , - , -

등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신

뢰도는 이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점Cronbach 0.88 ‘ ’ 5α

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된 점 척도로 점수가‘ ’ 1 5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 자율 성취 합리( , , , )

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적대 통제 비성취( , , ,

비합리인 것을 의미한다) .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

아동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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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하고 오경자 등 이 번안하여 표Achenbach(1991) (1998)

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Report :

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 중 내재화 문K-YSR)

제에 위축 우울불안의 하위척도와 외현화 문제에 비행 공격, / ,

성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이였으Cronbach = 0.91α

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으로 위축 문항 우울불안, 9 , /

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으로 비행 문항 공격11 8 ,

성 문항으로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22 50

점수체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점 가끔 그런 일이 있“ ” 0 , “

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다 점 딱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1 , “

자주 있었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2

의미한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SPSS 10.0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 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

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차이는 를t-test, ANOVA

이용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

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는 를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명으로 학년 명 학년337 5 140 (41.4%), 6

명 이었으며 남자가 명 여자가 명198 (58.6%) , 152 (45%), 186

이었다 출생 순위로는 첫째가 명 으로 가장(55.0%) . 133 (39.3%)

많았고 외동인 경우가 명 으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17 (5.0%) .

연령은 세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40-49 206 (60.9%)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를 차지하였고 어머니의94.4%

직업으로 전업 주부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 부모관계51.5% .

에서는 사이가 좋으시다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 ’ 281 (83.1%)

하였고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는 간단한 것은 도와주신다가‘ ’

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가사 활동에68.0%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아동의 가 부92.0%

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표< 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는 표 에서 보< 2>

는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전체 양육태도에 대

한 문항 평균 점수는 점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3.72±0.44

보였으며 전체 각 하위 영역에서 애정적대의 양육태도 점수, -

는 점 자율통제 점 성취비성취4.06±0.57 , - 3.45±0.44 , - 3.65±

점 합리비합리 점으로 평균 점수 보다 높은 양0.50 , - 3.72±0.55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338
특 성 구 분 실수 % 특 성 구 분 실수 %

성별 남
여

152

186

45.0

55.0

학년 학년5

학년6

140

198

41.4

58.6

출생
순위

외동이
첫째
중간
막내

17

133

58

130

5.0

39.3

17.2

38.5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이상

13

179

140

3.8

53.0

41.4

어머니
연령

세30-39

세40-49

세이상50

123

206

4

36.4

60.9

1.2

어머니 직업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및 서비스업
전업주부
직업없슴

9

65

85

167

7

2.7

19.2

25.1

49.4

2.1

부모
관계

사이가 좋으시다
보통이다
사이가 나쁘다

281

49

3

83.1

14.5

0.9

동거
형태

부모 모두
어머니만
아버지만
다른사람과
무응답

311

14

10

2

1

92.0

4.1

3.0

0.6

0.3

아버지의
가사활동참여

아주 많이 도와주신다
간단한 것은 도와주신다
전혀 도와 주시지 않는다
기타

70

230

27

11

20.7

68.0

8.0

3.3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83

17

140

88

10

24.6

5.0

41.4

26.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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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 점수를 보여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 ,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t=2.03,

부모관계 동거형태 아p=.04), (F=11.24, p=.00), (F=3.08, p=.03),

버지의 가사참여 정도 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F=6.95, p=.00) .

체 양육태도 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 영역

에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자율통제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이-

를 보였다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t=-1.99, p=.05). , ,

학력 어머니의 직업 종교에서는 전체양육태도 및 하위 영역, ,

의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문제행동 전체 문항 평균점수는

점으로 문제행동 점수가 낮았으며 내재화 문제행동0.47± 0.25

에서 총 문항 평균점수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0.52± 0.33

문항 평균점수로 우울 불안 영역은 점 위축영역은/ 0.56± 0.38 ,

점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총 문항 평균점수0.47± 0.34 .

는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 문항 평균점수로 비행0.44± 0.24

영역은 점 공격 영역은 점으로 전체 문0.17± 0.18 , 0.56± 0.29

제행동 중에서 우울불안 영역과 공격 영역의 문제 행동에 대/

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t=-2.557,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p=0.11), (F=4.791, p=.009), (F=

부모관계 아버지의 가사참3.212, p=.023), (F=10.145, p=.000),

여 종교 이었으며 아동의(F=6.128, p=.000), (F=3.499, p=.008)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동거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 ,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와 와 아동

의 문제행동의 전체 점수간의 관계는 표 에서와 같이< 6>

로 중정도의 역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이 지각하는 어r=-.431

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음을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 전체와 우울위. ,

축 문제행동이 포함된 내재화 문제행동 영역 간에는 r=-.406

을 비행 공격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 간,

에는 를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r=-.392 .

하위 영역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낸 영역은 합리비합리 이었으며 다음으로 애정적- (r=-.390) -

대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의 순으로(r=-.382), - (r=-.366), - (-.323)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인 것은 우울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위축 영역이었(r=-.403) (r=-.333)

다 표< 6>.

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2>
영 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평균평점 표준편차±

애정 적대- 40.58± 5.74 21.00 50.00 4.06±0.57

자율 통제- 34.52± 4.40 18.00 47.00 3.45±0.44

성취 비성취- 36.53± 4.98 17.00 48.00 3.65±0.50

합리 비합리- 37.15± 5.55 22.00 50.00 3.72±0.55

전체 양육태도 148.77±17.67 94.00 189.00 3.72±0.44

표 아동의 문제행동< 4>
구 분 영 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평균평점 표준편차±

내재화 문제행동
우울불안/ 6.16± 4.18 0.00 20.00 0.56±0.38

위축 4.19± 3.05 0.00 17.00 0.47±0.34

계 10.36± 6.66 0.00 35.00 0.52±0.33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1.49± 1.62 0.00 10.00 0.17±0.18

공격 11.72± 6.06 0.00 35.00 0.56±0.29

계 13.20± 7.14 0.00 42.00 0.44±0.24

전체 문제행동 23.58±12.62 0.00 71.00 0.4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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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과 태도 가치 등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백현(

정 특히 학령기는 유아기와 청년기 사이에 있는 비교, 1999).

적 안정된 발달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자칫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청소년기에 발현

될 문제행동들을 양성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

는 문제의 예방차원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문

제행동 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

동에 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전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긍

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에서 애정적대 영-

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조사

한 김신정 김영희 김계숙 의 연구에서도 애정 영역이, , (2003)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자가 자신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 헌신적이며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어머니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

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

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과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부모가 취해야.

할 양육태도의 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윤명주 그 다( , 2002).

음으로 합리 비합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상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며 매사 이유를 중요시하고 자

녀와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부모관계가 좋다 부모님과 같‘ ’, ‘

이 산다 아버지의 가사참여가 많다고 한 경우 모든 하위’, ‘ ’

영역에서 높은 양육태도 점수를 보였다 이는 부부관계가 좋.

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민주적 자율적이라는, ,

박철웅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2002)

안정도와 결혼 만족 등의 환경적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아동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Marchand, Schedler &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Wagstaff(2004) .

아동이 지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 문항 평균 점수가

점 우울불안 문제행동 점 위축 문제행동0.47±0.25 , / 0.56±0.38 ,

이 점 비행 문제행동 점 공격 문제행동0.47±0.34 , 0.17±0.18 ,

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여 아동 자신은 문제0.56±0.29

행동이 많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학년을 대상으로. 4,5,6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연구한 박철웅 의 연구(2002)

결과 우울불안 문제행동 점 위축 문제행동이/ 0.34±0.32 , 0.28±

점 비행 문제행동 점 공격 문제행동0.26 , 0.08±0.17 , 0.29±0.22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 자신이 자신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이 많

이 포함된 행동은 관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더 많이 작용하

였으리라 생각되며 보이는 부분의 문제행동만을 관찰한 부모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문제행동에서 학년 어,

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부모관계 종교에 따라 차이를, , ,

보였다.

학년이 학년보다 모든 영역에서 문제행동이 많았는데6 5 6

학년의 경우 신체적 성장에 맞추어 정서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감정적인 변화 및 갈등을 많이 겪는 사

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모든 영역에서 문제행동 점수

가 낮았는데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

수 중 하나로 생각할 때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선경 의 연구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1997)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현정 의 연구와 일치된(1997)

결과를 보였다.

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6>
영역 애정 적대- 자율 통제- 성취 비성취- 합리 비합리- 전체양육태도

우울 -.363** -.326** -.323** -.359** -.403**

위축 -.315** -.234** -.273** -.304** -.333**

내재화 문제행동 -.372** -.313** -.327** -.366** -.406**

비행 -.372** -.301** -.313** -.333** -.389**

공격 -.298** -.277** -.331** -.337** -.366**

외현화 문제행동 -.334** -.292** -.348** -.356** -.392**

전체 문제행동 -.382** -.323** -.366** -.390** -.431**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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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관계가 좋다 아버지의 가사참여가 많다의 경우에 아‘ ’, ‘ ’

동의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부모의 사이가 나쁘다의 경우 내‘ ’

재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만족도가 높

을수록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많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부부관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어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

계를 좋게 해야 한다는 박철웅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002) .

에 의하면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동Peterson & Zill(1986)

이 부부간에 사이가 좋은 가정의 아동보다 우울증 위축 반, ,

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

보고하였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

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

계가 증가하게 되어 아동의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된다고

보되고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서 부부관계가 부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문제를 겪는 가족(Webster Stratton, 1989).

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

도가 증가하여 부모자녀 간에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

고 이에 자녀 문제행동이 가시화되어진다고 하였다박현선( ,

김유정 따라서 부부관계는 부부뿐 아니라 부모자녀간, 1997). -

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로 중정도의 역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태도r=.431

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양

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문영숙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2002) .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과 의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로r=-.372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은 우울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 ,

제행동을 적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양육태도.

는 전체 문제행동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가 일관r=.390

된 양육태도를 보이는 가정의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서 더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해낸다

고 한 윤혜영 의 연구결과와 같이 일관성있고 일의 근거(2000)

가 있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아동들은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에 의해 성장하는데 그렇

지 못할 경우 아동기나 사춘기에 적용될 수 있는 물질관련장

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성장애, , , , , ,

성정체감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의 행동양상을 보일 수, ,

있다강명희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성숙된 행동을( , 2000).

요구하고 애정을 나타낼 때 아동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자신

을 쉽게 통제하는 반면 독재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

서 자란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윤명주( ,

특히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의2002).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어머니

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이며 일관된 태도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

제행동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로 학령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338 .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이었으며 연구도2004 10 2 10 28

구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 등 의 양육태도 진단검사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1982)

정하여 재구성한 총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40 ,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 개발하Achenbach(1991)

고 오경자 등 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1998)

행동평가 척도 중 문제행동증후(Youth Self-Report : K-YSR)

군 척도 일부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문항으로 재구50

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 SPSS 10.0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 , ,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를 상관관계는t-test, ANOVA ,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전체 양육태도 점수는,

점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전체 각 하위148.77 ,

영역에서 애정적대의 양육태도 점수는 점 자율통제- 40.58 , -

점 성취비성취 점 합리비합리 점으로 평균34.52 , - 36.53 , - 37.15

점수 보다 높은 양육태도 점수를 보여 애정 자율 성취 합리, , ,

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부모관계 동거형태(t=2.03, p=.04), (F=11.24, p=.00), (F=3.08,

아버지의 가사참여 정도 에서 차이를 보p=.03), (F=6.95, p=.00)

였다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t=-1.99, p=.05). , , ,

어머니의 직업 종교에서는 전체양육태도 및 하위 영역의 점,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문제행동 전체 문항 평균점,

수는 점으로 문제행동 점수가 낮았으며 내재화 문제0.47±0.25

행동에서 총 문항 평균점수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0.52±0.33

의 문항 평균점수로 우울 불안 영역은 점 위축영역/ 0.56±0.38 ,

은 점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총 문항 평균점0.47±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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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 문항 평균점수로 비0.44±0.24

행 영역은 점 공격 영역은 점으로 전체 문0.17±0.18 , 0.56±0.29

제행동 중에서 우울불안 영역과 공격 영역의 문제 행동에 대/

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 점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t=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2.557, p=0.11), (F=4.791, p=.009),

업 부모관계 아버지의 가(F=3.212, p=.023), (F=10.145, p=.000),

사참여 종교 이었으며 아동(F=6.128, p=.000), (F=3.499, p=.008)

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동거형태에서는 통계적으, , ,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와,

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전체 점수간의 관계는 로 중정r=-.431

도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

도 전체와 우울위축 문제행동이 포함된 내재화 문제행동 영,

역 간에는 을 비행 공격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r=-.406 ,

문제행동 영역 간에는 를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하는r=-.392 .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 영역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영역은 합리비합리 이었으며- (r=-.390)

다음으로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r=-.382), - (r=-.366), -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323) .

도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인 것은 우울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위축(r=-.403)

영역이었다(r=-.333) .

아동의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

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애정적이고 일관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어머니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과 어머니가 각각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행, , ,

동적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올바른 양육태도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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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nurturing attitudes and child problem

behavior.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38 fifth and sixth graders who attended two randomly selected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G, Gangwon province. Child-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 were rated on a

5-pointed scale that developed by Schaefer and added by Oh & Lee(1982). Problem conduct of children were rated

on a 3-pointed scale of the K-YSR by Oh Kyung-Ja et al.(1997). The data were gathered from October 2 to

October 28, 2004,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0.0 program. Results: For the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student had a relatively high mean scores of 3.70±0.44. Correlations

between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father-mother relations, type of residence and extent to which father

shared household chores. The mean score for problem conducts of children was 0.47±0.25. The average for their

internal behavior problems was 0.52±0.33, and for external behavior problems was 0.44±0.2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the behavior problem scores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de, education, occupation, mother-father relations, extent to which father shared in household

chores and religion. As to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ir problem conduct, every type

of attitude had a significantly moderate reverse correlation to every type of behavior problem of the

children(r=-.431, p=.000). Conclusio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might affect the problem conduct of children,

and mother should try to treat their children with affection and respect,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father, and

to bring their children up coherently in an autonomous, permissive, positive and democra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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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3>
영 역 구 분

애정 적대- 자율 통제- 성취 비성취- 합리 비합리- 전체 양육태도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성별 남 3.94±0.60
-1.79 .08

3.40±0.47
-1.99 .05*

3.61±0.51
-1.38 .17

3.70±0.59
-.50 .62

3.68±0.47
-1.62 .11

여 4.11±0.55 3.50±0.41 3.69±0.49 3.73±0.53 3.75±0.42

학년 학년5 4.10±0.56
1.25 .21

3.52±.0.45
2.39 .02*

3.70±0.48
1.51 .13

3.78±0.55
1.90 .06

3.78±0.44
2.03 .04*

학년6 4.03±0.58 3.40±0.42 3.62±0.51 3.67±0.55 3.68±0.44

출생
순위

외동이 4.07±0.58

.20 .90

3.55±0.39

.40 .75

3.73±0.46

.25 .87

3.85±0.58

.51 .68

3.80±0.46

.34 .80
첫째 4.08±0.58 3.44±0.48 3.67±0.50 3.73±0.56 3.73±0.46

중간 4.07±0.55 3.48±0.38 3.64±0.56 3.74±0.55 3.73±0.43

막내 4.03±0.59 3.44±0.43 3.63±0.48 3.68±0.55 3.69±0.43

모
연령

30-39 4.10±0.53

.54 .59

3.47±0.40

.36 .69

3.65±0.48

.07 .94

3.75±0.54

.40 .67

3.74±0.42

.33 .7240-49 4.01±0.60 3.45±0.46 3.66±0.52 3.70±0.57 3.71±0.46

이상50 4.23±0.34 3.60±0.26 3.73±0.40 3.80±0.36 3.84±0.33

모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3.87±0.64

1.32 .27

3.53±0.22

.57 .58

3.58±0.38

1.58 .21

3.66±0.62

1.39 .25

3.65±0.42

1.37 .26고등학교졸업 4.04±0.56 3.44±0.42 3.62±0.49 3.68±0.52 3.69±0.41

대학교졸업이상 4.11±0.57 3.48±0.46 3.71±0.51 3.78±0.58 3.77±0.47

모
직업

전문직 4.13±0.54

1.12 .35

3.54±0.54

.95 .44

3.78±0.62

1.96 .10

3.89±0.55

1.48 .21

3.84±0.50

1.32 .26
사무직 4.08±0.54 3.41±0.45 3.72±0.48 3.69±0.52 3.72±0.43

자영업 및 서비스업 3.96±0.55 3.48±0.45 3.58±0.52 3.62±0.59 3.66±0.45

전업주부 4.10±0.60 3.45±0.43 3.66±0.49 3.76±0.55 3.74±0.44

부모
관계

좋으시다 4.12±0.55

12.46 .00**

3.48±0.43

5.55 .00**

3.69±0.49

7.41 .00**

3.77±0.54

7.76 .00**

3.76±0.43

11.24 .00**보통이다 3.72±0.58 3.32±0.44 3.50±0.48 3.47±0.51 3.50±0.41

나쁘다 3.50±0.78 2.87±1.01 2.83±0.92 3.17±1.12 3.09±0.92

동거
형태

부모 모두 4.07±0.56

2.58 .05*

3.47±0.42

4.30 .01**

3.66±0.49

1.94 .12

3.73±0.55

1.27 .28

3.73±0.43

3.08 .03*
어머니만 3.83±0.80 3.28±0.69 3.55±0.60 3.50±0.70 3.54±0.65

아버지만 3.96±0.47 3.30±0.62 3.50±0.80 3.62±0.32 3.60±0.43

다른사람과 3.15±0.64 2.50±0.42 2.90±0.00 3.25±0.78 2.95±0.46

부의
가사
참여

아주 많이 4.21±0.60

4.34 .00**

3.60±0.43

5.34 .00**

3.79±0.60

4.99 .00**

3.93±0.60

5.86 .00**

3.88±0.50

6.95 .00**
간단한 것 4.05±0.55 3.44±0.42 3.65±0.46 3.69±0.53 3.70±0.41

전혀 3.77±0.61 3.26±0.52 3.39±0.48 3.49±0.53 3.48±0.43

기타 6.85±0.72 3.18±0.64 3.37±0.35 3.43±0.51 3.46±0.52

종교 기독교 4.00±0.62

.45 .77

3.47±0.39

1.18 .32

3.60±0.52

.98 .42

3.72±0.51

.73 .57

3.70±0.43

.51 .73

천주교 4.16±0.45 3.56±0.48 3.79±0.43 3.94±0.60 3.86±0.42

불교 4.06±0.59 3.41±0.45 3.64±0.49 3.70±0.56 3.72±0.44

무 4.09±0.53 3.51±0.46 3.61±0.52 3.70±0.59 3.72±0.47

기타 4.13±0.57 3.32±0.42 3.58±0.41 3.67±0.42 3.68±0.41

*p .05 **p .01＜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5>
영역 구분

우울불안/ 위축 내재화 문제행동 비행 공격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문제행동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성별
남 0.54±0.37

-1.069 .286
0.43±0.33

-1.701 .090
0.49±0.32

-1.419 .157
0.17±0.18

.069 .945
0.54±0.29

-1.176 .240
0.43±0.24

-.791 .429
0.45±0.25

-1.077 .282
여 0.58±0.39 0.49±0.34 0.54±0.34 0.16±0.18 0.57±0.28 0.45±0.23 0.48±0.25

학년
학년5 0.52±0.38

-1.698 .091
0.41±0.33

-2.558 .011*
0.47±0.33

-2.259 .025*
0.14±0.16

-2.529 .012*
0.51±0.29

-2.362 .019*
0.40±0.23

-2.480 .014*
0.43±0.25

-2.557 .011*
학년6 0.59±0.38 0.50±0.34 0.55±0.33 0.19±0.19 0.59±0.29 0.47±0.24 0.50±0.25

출생
순위

외동이 0.50±0.41

.372 .773

0.52±0.39

.471 .703

0.51±0.37

.281 .839

0.20±0.18

.239 .869

0.54±0.35

1.000 .393

0.44±0.29

.466 .706

0.46±0.29

.045 .987
첫째 0.57±0.38 0.48±0.34 0.53±0.33 0.17±0.20 0.53±0.29 0.42±0.25 0.47±0.26

중간 0.53±0.35 0.43±0.30 0.48±0.30 0.16±0.16 0.58±0.28 0.46±0.23 0.47±0.24

막내 0.57±0.39 0.46±0.35 0.52±0.35 0.16±0.17 0.58±0.29 0.45±0.22 0.48±0.24

모
연령

30-39 0.56±0.39

.517 .597

0.44±0.34

.694 .500

0.50±0.34

.586 .557

0.16±0.16

.265 .767

0.54±0.27

.670 .512

0.43±0.22

.441 .644

0.46±0.25

.567 .56840-49 0.56±0.37 0.47±0.36 0.52±0.33 0.17±0.19 0.56±0.30 0.44±0.25 0.48±0.25

이상50 0.66±0.47 0.69±0.59 0.68±0.49 0.19±0.19 0.77±0.31 0.60±0.25 0.63±0.29

모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0.59±0.49

3.018 .050

0.62±0.51

4.328 .014*

0.60±0.48

3.820 .023*

0.20±0.18

4.697 .010*

0.51±0.28

3.430 .034*

0.42±0.24

4.258 .015*

0.49±0.32

4.791 .009**고등학교졸업 0.56±0.38 0.48±0.34 0.52±0.33 0.17±0.18 0.58±0.29 0.45±0.24 0.48±0.25

대학교졸업이상 0.56±0.38 0.43±0.30 0.50±0.32 0.15±0.16 0.53±0.29 0.41±0.23 0.45±0.24

모
직업

전문직 0.62±0.44

3.331 .020*

0.69±0.33

1.679 .171

0.65±0.36

2.852 .037*

0.21±0.24

3.196 .024

0.59±0.30

1.792 .148

0.47±0.27

2.335 .074

0.54±0.30

3.212 .023*
사무직 0.50±0.31 0.46±0.34 0.48±0.30 0.15±0.19 0.49±0.25 0.39±0.21 0.43±0.22

자영업서비스업, 0.57±0.38 0.45±0.32 0.52±0.33 0.19±0.17 0.60±0.30 0.48±0.24 0.50±0.26

전업주부 0.57±0.40 0.46±0.34 0.52±0.34 0.16±0.18 0.56±0.29 0.43±0.24 0.47±0.26

부모
관계

좋으시다 0.53±0.36

11.971 .000**

0.45±0.33

4.736 .009**

0.49±0.32

9.991 .000**

0.15±0.17

7.419 .001**

0.54±0.28

5.505 .004**

0.42±0.23

7.049 .001**

0.45±0.24

10.145 .000**보통이다 0.65±0.39 0.54±0.38 0.61±0.34 0.21±0.21 0.60±0.30 0.49±0.25 0.54±0.26

나쁘다 1.48±0.43 0.93±0.39 1.23±.38 0.48±0.28 1.05±0.56 0.88±0.48 1.02±0.40

동거
형태

부모 모두 0.55±0.37

.711 .546

0.46±0.34

.990 .398

0.51±0.33

.881 .451

0.16±0.17

4.956 .002**

0.55±0.29

2.281 .079

0.43±0.24

2.847 .038*

0.46±0.25

1.716 .164
어머니만 0.67±0.51 0.55±0.37 0.62±0.43 0.19±0.21 0.50±0.22 0.40±0.20 0.49±0.28

아버지만 0.65±0.46 0.52±0.36 0.60±0.40 0.23±0.25 0.74±0.28 0.59±0.26 0.59±0.28

다른 사람과 0.68±0.19 0.78±0.79 0.73±0.25 0.61±0.71 0.86±0.27 0.78±0.40 0.76±0.34

부의
가사
참여

아주많이 0.48±0.30

3.819 .010*

0.35±0.30

7.506 .000**

0.42±0.28

6.199 .000**

0.14±0.15

5.911 .001**

0.52±0.26

3.807 .010*

0.41±0.21

4.855 .003**

0.41±0.22

6.128 .000**
간단한 것 0.56±0.38 0.47±0.33 0.52±0.33 0.16±0.17 0.55±0.29 0.43±0.24 0.47±0.25

전혀 0.72±0.45 0.63±0.34 0.68±0.37 0.20±0.20 0.63±0.32 0.50±0.27 0.57±0.29

기타 0.83±0.49 0.81±0.34 0.83±0.34 0.44±0.42 0.89±0.28 0.76±0.29 0.78±0.29

종교

기독교 0.60±0.38

1.264 .284

0.48±0.33

2.006 .093

0.55±0.33

1.768 .135

0.20±0.22

2.590 .037*

0.61±0.29

3.091 .016*

0.49±0.25

3.864 .004**

0.51±0.26

3.499 .008**

천주교 0.42±0.35 0.33±0.21 0.38±0.26 0.09±0.10 0.44±0.29 0.30±0.18 0.31±0.16

불교 0.57±0.37 0.49±0.33 0.53±0.32 0.16±0.17 0.55±0.28 0.43±0.23 0.47±0.24

무교 0.53±0.40 0.42±0.37 0.48±0.35 0.15±0.15 0.52±0.29 0.41±0.23 0.44±0.26

기타 0.66±0.31 0.62±0.34 0.65±0.30 0.26±0.15 0.75±0.27 0.60±0.23 0.62±0.22

*p .05 **p .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