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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theParents'NurturingAttitude
onPersonalitiesandSchoolAdaptations.

byMiHyunLee
Advisor:Prof.Kang-OkLe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studyhasanalyzed thefollowinghypothesis.Itistherearingmannerof
parentsthatinfluencesthepersonalityand theschool-related adjustmentoftheir
children.Thisstudy utilizesasamplingofhighschoolstudents.
TheSPSSWIN version12.0program hasbeenusedfordataanalysis andhas
carriedoutfourmethods.FrequencyandFactorAnalysishavebeenusedfordata
validity.Correlation Analysisexaminesthecorrelation between thedataofeach
variable. Multi-regression Analysis testif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andadependentvariable.
Theresultsofthestudyareasfollows:
Firstandforemost,thetestingresultbetweentherearingmannerofparentsand
thepersonalityoftheirchildrenhasprovedthefollowingfivepoints:
Thepersonalityvariableof"Self-respect"issignificantspecificallytothe"Fatherof
mildnesstype"ofparents'rearingvariables(P<0.05).
Thepersonalityvariableof"Socialityand Altruism"issignificantspecificallyto
the"Motherofmildnesstype"ofparents'rearingvariable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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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rsonalityvariableof"Sincerity"issignificantspecificallytothe"Motherof
mildness,permission,andliberalism type"ofparents'rearingvariables(P<0.05).
Thepersonalityvariableof"Safety"issignificantspecifically tothe"Fatherof
mildness"and "Motherofmildness,permission,and liberalism type"ofparents'
rearingvariables(P<0.05).
Anexaminationofthesefindingshasconcludedthatmothersshouldtreattheir
childrenwithaffectionandflexibilityastoassisttheirchildreninmaintaininggood
relationshipswiththepeoplearoundthem,aswellasinencouragingtheirsocial
standards.
Additionally,the mother's role is more importantthan the father's role in
encouragingtheirchildrentoachievethegoalswhichtheysetwithsincerityand
responsibility.Parentsshouldallow theirchildrentoexpressemotionwhilefinding
abalanceinlimitingtheirchildren.Furthermore,theyshouldhavefrequentcontact
withtheirchildrenandengagethem inconversation.
Secondly,the testing resultbetween the rearing mannerofparentsand the
school-relatedadjustmentoftheirchildrenhasprovedthefollowingthreepoints:
The school-related adjustmentvariable of"School-teacherand School-standard
adjustment"issignificantspecificallytothe"Motherofmildnesstype"ofparents'
rearingvariables(P<0.05).
The school-related adjustment variable of "School-friend adjustment" is not
significanttoanyoftheparents'rearingvariables(P>0.05).
Theschool-related adjustmentvariableof"School-classadjustment"issignificant
specifically to the "Fatherofpermission type"and "Motherofpermission and
liberalism type"ofparents'rearingvariables(P<0.05).
Insum,thereisaclosedependentrelationshipbetweentherearingmannerof
parentsandthepersonalityandschool-relatedadjustmentoftheirchildren.
Inchild rearing,itisbeneficialtohavethe"permissiontype"rathertha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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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nesstype,"asitpromotespositivepersonalityandschool-relatedadjustmentin
theirchildren.Furthermore,the"despotism type"reflectsamorenegativeinfluence
thanthe"permissionandliberalism type."Thisstudyrecognizestheimportanceof
parents'makinganactivecooperativeeffortinchildrearingdecisionsand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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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이며,사회생활을 배우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인간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부모 형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
한다.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가족의 구성원 중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부모는
그 아동이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즉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
육자,훈육자,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주도성 발달의 조력자,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크다(유호순과 정원식 1994)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는가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형성뿐
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발달과 생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결국 행
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나아가 자아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직업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 폭넓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
처하는 능력과 소양이 필요하다.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하게,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일 것이다.자녀의 행복은 물
론 부모 자신의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녀 양육태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문제아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
중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
고 성장을 했으며,반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
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부모가 양육해 온 경우가 많다.아동에게 최초의 사회화과정의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따라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하
여 강조되고 있다.일찍이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 형성은 유아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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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초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였고,유아의 행동이나 성격 발달이 부모를 무의
식적으로 동일시하는 동안에 지적,정의적 특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부모의 성격과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즉 부모는 유
전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동일시의 모델로서 그리고 직접적 양육행동으로서 자녀의 성
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김의순(1984)은 아버지
의 거부적,수용적 태도가 남아의 지배성,사려성,사회성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
고,아버지의 지배적 태도는 남아의 활동성,안정성,사회성과 부의 친밀감에 따라 남
아의 지배성,충동성,사회성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또한 아버지의 거부적,수용적
태도는 여아의 활동성,안정성,사회성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고,아버지의 지배적 태
도는 여아의 안정성,사회성에 유의한 차가 있고 아버지의 친밀감에 따라 여야의 안전
성,사려성,사회성에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인관계 기술을 연구한 노옥경(2004)은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볼수록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훨씬 높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권혜
경(2002)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책임감이나 우월
감을 더욱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그 뿐만 아니라,지나친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에
게 수줍음이나 초조감을 생기게 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나 사회적인 열등감,그
리고 매사에 용기가 없는 등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정원식(198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그 자녀는 일반적인 아이보
다 반사회적,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개인의 행동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독특한 태도로서의 성
격특성과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도록 해 주는 적응능력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확
인.수정 발달해 간다고 볼 수 있다.또한,생애 최초로 인연을 갖은 부모와의 관계,형
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제2의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
을 시도해야한다.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또 여기서
선생님과의 관계,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의 적응이 필요하게 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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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성격과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교육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로 나눌 수 있
는데,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현실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고,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태도를 판단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자녀의 반응을 차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보다
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지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판
단력과 지각기능이 어느 정도 성숙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들의 성격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알리고,또한 학교선생님들에게 학생
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
와 부모의 관계를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코칭하고 개발시키는데 독특한 유형이 존재하듯
이,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형은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유형을 세분화하도록 하겠다.
둘째,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자녀의 학업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또한 이러
한 유형에 따라 자녀가 학교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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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고,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연구된 선행연구의 이론을 중심으로 온유
형,독재형,허용형,방임형이라는 4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그리고 종
속변수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새로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고,실증적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
였다.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하였
던 측정치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서는 홍성희
(2002)의 설문을 그리고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의 경우 홍성희(2002)와 이재철(1994)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12.1을 이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연구방법,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성격,학교
적응에 관한 기존 문헌을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그에 따른 가설을 설
정하였다.그리고 가설에 사용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의 구성 및 연구 절
차를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가설에 대한 검
증을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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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1.양육태도의 개념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언어적․지적.정서적.사회적.성격적 제 측면을 발달시키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처럼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장과정,성적 등 여러 요소
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의와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
다.김현숙(1993)은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및 내현적 행동이라고 표현하고,가정
에서의 인간관계가 모순 없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부모의
전체적인 태도라고 정원식(1984)은 강조했다.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
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
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가정은 자녀의 지적,정의적 발
달 특성에 영향을 주어 행동,가치관,지식,태도 등을 습득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며
가족의 구성원 중 부모가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또한 부모는 자녀
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정의
적 성격형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자녀의 심리적 특성은 자녀의 성장
기에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키웠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이때 부모의 양육태도
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또는 부모의 리더십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
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
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그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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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이종승,오성심,1982).

2.양육태도의 유형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방법에는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이 있다.차원론적 접근은 양육태도의 상이한 차원들 또는 측면들을 측정하고 분
석하여 양육태도의 주요요인들을 규명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해서 청
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는 것이다.유형론적 접근은 자녀 양육의
보편적인 방식 또는 유형,양육행동의 조직과 분위기 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전번적
인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적절한 애정과 적절한 통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주축이
되는 차원이다.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

거부 수용

지배

복종

엄격

적극적 거부

기대

소극적 거부

익애

불안

복종

간섭

거부 수용

지배

복종

엄격

적극적 거부

기대

소극적 거부

익애

불안

복종

간섭

자료 :조성자(2003)Symonds의 양육태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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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 그는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주된 부모의 행동으로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차원과,지배-복종
(dominance-submission)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Martin,1975).수용을 간섭형과 불
안형,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그리고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복종은
맹종형과 익애형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각각 나누었다.
Symonds(1949)의 연구 이래 많은 연구들은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주요 변인으로서
온정과 통제의 두 차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부모의 수용-거부 태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부모의 수용과 거부는 부모 행동 차원에 함께 있는 것으로서 수용은
연속선상의 한쪽 끝에 위치하며 거부(부모의 온정과 애정이 없음)는 다른 반대쪽의 끝
에 위치한다.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흔히 그들이 부모의 품안에서
다소간의 온정과 애정을 받음으로써 이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부모의
수용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온정,애정,사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
본적으로 두 가지의 표현방식을 지니는데 신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이다.수용적
인 가정에서는 이런 행동이 표현되면 이로 인해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수용됨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

자 율 통 제

사 랑

거 부

민 주 적

협 동 적

지 나 친 관 대

보 호 적 관 대

거 리 감

무 관 심

요 구 -반 목 적

권 위 적

과 잉 보 호

독 재 적

자 율 통 제

사 랑

거 부

민 주 적

협 동 적

지 나 친 관 대

보 호 적 관 대

거 리 감

무 관 심

요 구 -반 목 적

권 위 적

과 잉 보 호

독 재 적

자료:권준희(1998)Schefer의 양육태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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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의 거부는 개념적으로 온정 차원의 수용과 반대쪽 끝에 있는 것으로 사랑,
애정,온정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서 철회되거나 없는 것으로 정의되며,이는 적대감
및 공격성,무관심 및 무시,미분화된 거부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반면에
Schaefer(1965)는 Symonds가 임상적 사례를 토대로 양육태도를 분류했던 것과 달리 정
상적인 부모양육 대상으로 30년 동안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자녀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 연구하여,요인분석을 통하여 어머니의 행동을 크게
사랑-거부(love-hostility),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두 축으로 분류하였고,오늘날
까지 그의 모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진영,2006).

(1)애정적-자율적 태도
사랑과 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지 않으며,자
유를 주는 대신 책임을 갖게 하고,복종과 통제를 피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경우
아동은 활동적,사교적,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그러나 가정 밖
에서는 잘 적응하는 이러한 아동들도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
성과 고집을 보일 때가 있다.

(2)애정적-통제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부모의 양
육태도로서 이러한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
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부모의 의한 통제는 신체
적인 체벌에서부터 언어적인 통제 및 심리적인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 영역
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아동보다 의존
적이며 사교성,창의성에서 뒤떨어진다.

(3)거부적-자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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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임형 양육태도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거리감 조성,무관심,태만한 성격의 태도이다.이러
한 유형의 부모에게서 성장하는 아동은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 조절이 어렵고 정서가
불안하며 소극적이다.

(4)거부-통제적 태도
이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정이 없고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
하는 독재형의 양육태도로서 자녀로 하여금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에 대한 적대 감정을 유발시킨다.이러한 양육태도 하에서 양육된 아동은 불순종적이
고 반항적이며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공격적,반항적 태도를 보이
며 경우에 따라서 자학적이고 퇴행적이기도 하며 정신질환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Schefer와 Symonds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여러 유형으
로 국내 연구자들이 다름과 같이 분류하였다.우선 Schef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원영
(1983)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적대적,거부적-수용적,외향적-내향적,의존적
조장-독립적 조장,통제적-자율적,긍정적-부정적,의존성-독립성의 7개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김재은(1987)은 한국 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허용-엄격,
친애-소원의 세 차원으로 추출하였고,김근화(2005)는 양육태도의 유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보호-방임,성취-안일,개방-폐쇄로 연구하여 그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천
희영(1993)은 양육태도의 차원을 크게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누며 대
표적인 차원으로 애정적 차원과 통제성 차원으로 나누었다.
송명자(1996)는 자녀에게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허용적
부모는 청소년기 자율성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허용
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지나친 통제의 결여로 인해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하므로 청소년기에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오기선(1965)은 Symonds의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지배적,보
호적,복종적,모순일치의 태도 등 5개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또 김재은(197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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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s연구소의 PBR을 모체로 하여 가정환경 진단 검사를 제작하였다.Baumrind(1967)
은 통제,성숙에의 요구,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부모양육성의 4차원에 기
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독재,허용으로 나눈 뒤 권위를 나타내는 행동특징으
로는 사랑,통제,대화 등을,독재는 처벌,자녀와의 분리,냉담함을,허용에는 온정적이
긴 하나 통제와 규율이 없고 비일관적인 자녀 양육태도로 범주화했다.또한 Maccoby
와 Martin(1983)은 Schaefer가 제시한 두 개의 차원과 Baumrind가 제시한 세 가지 유
형의 부모를 종합하여 부모 역할의 유형과 차원을 제시하였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면서도 통제하는 유형으로서,아동의 욕구와 소
망을 인정한다.독재적 부모는 Baumrind의 독재적인 부모와 일치하며,부모권위에 도
전하는 아동을 억압한다.아동에게 적대적인 동시에 아동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허용적 부모는 아동에 대해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애정적이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다.방임형부모는 Baumrind가 제시하지 않은 부모유형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고 자녀와의 접촉을 회피하여 아동의 욕구에 무반응적이고 거부적이다.

애정 적대감

통제

자율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애정 적대감

통제

자율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자료 :Maccoby와 Martin(1983)의 부모역할의 유형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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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성성성격격격

성격을 뜻하는 퍼스낼리티(personality)는 그 어원인 라틴어의 ‘페르소나’(persona)에
서 유래하였다고 하지만,퍼스낼리티에 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인간의 행동은 주
로 환경과 개인 성격에 의해 결정되므로,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
가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며,인간의 정의적인 특성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
으로 성격을 들 수 있다.성격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성격
은 개인이 보이는 일관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성품,인성,기질 등의 단
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GardenAllport(1991)는 “성격이란 환경에 대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적응하려는 개인
의 심리 신체적인 체계와 역동적 조직체이다”라고 정의하고 개인의 반응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특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였다(민영순,1975).특성 이론(traittheory)은 성격
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 분석하려는 입장으로서 인간을 어떤
특질에 의해 양적으로 구별하려는 것이다,즉,성격을 항구적으로 또는 공통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경향이라는 특성의 단위로 분석하고 이러한 행동 경향의 집합이 한 개
인의 특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모든 특성은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나타나며 다
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Allport,1937).
Murray(1938)는 “성격이란 개인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동인이며,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사건의 연속에 관련되며,독특하고 신기한 행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되풀이해
서 일어나는 행동을 포함한다”고 보았다.또한 Eysenck(1947)는 퍼스낼리티를 유전과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행동형태의 전체라고 보고,퍼스낼리티
는 “인지적인 것 ,즉 지능,능동적인 것,즉 행동특질,정의적인 것,즉 기질,신체적인
것,즉 체격과 같은 네 가지 요소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발전한다”고 보
았다.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포괄적이
고 공통적인 이론으로 성격을 외향성(extroversions),성실성(conscientiousness),호감성
(greeableness),정서적 안정성(emotionalStability),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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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으로 분류하는 5요인 구조설(BigFiveStructureFactorModel)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다.
김인희(1993)는 성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첫째,행동의 객관
적 특징을 의미한다.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객관적인 ‘기술개념(descriptiveconcept)’
으로서,몰가치적이며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첫째 특징이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을 가리켜 사교적 성격이다.또는 비사교적 성격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
의 행동의 특징을 보고 한 말이며,어떤 도덕적 관점이나 행동의 규범에 입각해서 한
말은 아니다.가장과 가식이 없는 적나라한 현실 그대로의 인간의 행동특성을 의미한
다.
둘째,연속성과 일관성을 특질로 한다.성격은 개인의 기본적 행동경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개인의 행동의 특색인 동시에 개개인의 각종 행동을 공통적으
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격이다.예를 들어 비사회적인 성격의 경우,그 특징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또 다른 미지의 사람과도 인간관계를
쉽게 맺지 못하며,그 밖에 다른 모든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격은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는 지속적․연속적인 행동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런 점에서 성격은 ‘예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행동
의 확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환경에의 독자적인 적응을 결정하는 역동성이다.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한 사
람은 아주 낙관적인 태도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성격은 동일 환경에 대한 개인의 특색 있는 적응방식과 독
자성을 규정짓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개인의 행동에 독자적인 일관성이
흐르고 있는 것은 개인의 욕구체계에 자기 특유의 동기유발이 작용한 데서 오는 결과
이기도 하며,개인마다 달리하는 지각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준거체제기 주는 영
향 때문이기도 하다.즉,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욕구체계를 보면,어떤 사람은 성취의
동기가 강렬하고 어떤 사람은 친화의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각기 독자적인 적응을
하게 되고,또,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한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내리고 다
른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내려 각기 독자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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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행동특징의 집합이 아니라 융합과 구조이다.성격은 개인의 독특한 반응을 결
정하는 심리학적 제반 조건에 대한 개인 내부의 역동적 체제라고 정의하였던 바,여기
에서 ‘체제’란 통일적인 조직을 뜻하며,개인 특성의 융합과 구조를 뜻한다.이를테면
동일 아동이 연하의 어린이에게는 지배적이고 연장자에게는 복종적인 태도를 보일때,
이것은 일견 모순된 두 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사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공
통된 심리의 역동적 구조로부터 일어난 행동인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아동 학생
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의 특성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격특성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즉 ‘구조적개념’으로서 성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행동을 설명하는 매개변수이며 가정적 개념이다.행동의 기본적 경향성으로
서의 성격은 독립변수로서 간주되는 사회 상황 및 유기체의 제반 조건과 종속변수인
개인행동의 독자성과의 관련성을 유효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이다 ,
성격심리학의 핵심도 바로 이 매개변수(습관,동기,욕구 등)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들 삼자간이 관련성을 밝히는데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본
다면,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지속적.항상적.독자적.특질적.개성적. 조직적. 구조적.통합적인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다.즉 외부 자극에 대하여 개체가 보여주는 독특한 경향성으로 대부분의 상황에
서 일관적인 패턴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행동방향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이렇듯,성격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아 하나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을 종합해보면 성격은 “외부 자극에 대하여 개체가 보여주
는 독특한 경향성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관적인 패턴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행
동방향을 예측 해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학학학교교교적적적응응응

적응이라는 말은 영어의 동사 Adjust로 라틴어의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 “ad"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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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just'의 합성어이다.곧 생활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환경과 만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정영흥,1984).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좌절이나 갈등 및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개인 스스로의 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이 만족감을 갖는 상태이다.또한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하는 과정이 환경에 걸맞는 건강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래,1993:유윤희,1994).
인간이 자신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
고 심리적인 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려는 외현적.내재적 행
동을 말한다.그 결과 인간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심리적,환경적,정서적으
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지니게 된다(문은식,2001).즉,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실재와 욕구에 대한 순응이며,심리학적으로는
개체의 욕구해소 과정이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
된 과정이다.결국 적응은 인간이 자신과 환경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도록 자기 자신
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조
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
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정원식,1986).
학교적응의 개념은 “학교라는 환경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
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상
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또한 교과활동,특별활동,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있는 관계를
유지하며,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교육학대사전(1965)에서는 정의 했다.또한 김용래(2000)는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
상황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써 학습자의 요구를 학
교상황의 요구에 균형 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
에 비추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학교는 학습자등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그들에게 부여되는 환경적 제반 여건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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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적응.대처할 수 있는 능력,태도.신념.가치지향 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 수
행 기관이다.이러한 역할수행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는 그 나름대로의 제도.규
칙.규범.전통.풍토를 바탕으로 한 여러 여건들이 학습자들이 학교 내에서 ‘대처’하고
‘적응’해야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예를 들면,학습자들이 학교생활이 중요한 부
분인 학교환경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지적,정의적,심리∙운동적 특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학교환경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는 물론 지적.정의적 특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정의적 특성들 가운데 특히 학습자들의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용래,1993,2000;Marsh,1984).
한편 발달심리학자들은 성공적인 학교 적응이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
나라고 주장한다(Rutter,1985).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가정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맥락에서 시작한다.Brich와 Ladd(1996)에 의하면 학생의 자기 지각 또는 심
리적 안녕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관계에 있고,학교 환경은 초기 아동기에 시작해서 청
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중요한 장이라고 하였다.그러나 발달이 있어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어떤 청소년
들은 심각한 부정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적응유연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동일한 고위험 상황에서도 보다 잘 적응하는 속성 즉,역경을 겪으면서 자신
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적응
유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박현선,1998).
위와 같이 ‘적응’의 의미를 기반으로 학교적응(school-related adjustment)의 개념은
학습자들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상항에서 지적,정의적,심리/운동적 발달을 위해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들 스스로가 학교에서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가정,
학교,사회등의 세 차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동화하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다.
특히,학습자들에게는 학교라는 차원이 그들이 생활 그 자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
이란 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습자들의 지식
과 기능의 습득과 발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학습자들이 학교학습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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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동화와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즉,교육적 상황에서 본 적응의 의미는 인지적,정서적,심리.운동적 차원의 교
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조화롭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학교적응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학교적응 관련 선행 연구에서 보면,학교적응 차원을 몇 가지
로 나누고 있다.먼저,학습생활태도.학급생활태도.교사에 대한 태도.친구에 대한 태
도 등으로 구분하며(김정환,1981),취미와 특기.학업관계.교우관계.교사와의 관계.학
교행정에 대한 태도.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이영재,1988).
그리고 담임교사와 관계.교우관계.학습활동 관계.규칙준수관계.학교행사 관계 등으
로 나눈 경우도 있다(이살필,1990:민병수,1991).
김용래는 1993년과 1995년에 걸쳐 개발 수정한 학교적응척도와 교육심리학에서‘학교
적응’의 각 하위요인(차원)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맑히고 있다.

(1)학교환경적응(schoolenvironment-relatedadjustment)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학교환경
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가는 정도’로서 “학교적응 점수 “는 10점~50점의 범
위이다.따라서 ”학교적응척도“를 실시해서 학교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50점에 접근할수록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학교교사적응(schoolteacher-relatedadjustment)
‘학습자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
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가
는 인간관계의 정도’로서,학교 교사적응 점수는 10점~50점의 범위로 되어 있다.그러
므로 학교교사와 관계 적응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50점에 접근할수록
교사와 학습자간의 관계는 원만하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3)학교수업적응(schoolinsruction-relatedadjustment)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유발하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 있



-17-

는 정도’로서 학교수업적응 점수는 8점~40점의 범위이다.따라서 학교수업적응 요인
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40점에 가까울수록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 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

(4)학교친구적응(schoolfriends-relatedadjustment)
'학습자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
해가는 정도‘로서 학교친구적응 점수는 7점~35점의 범위이다.그러므로 학교적응 요인
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35점에 접근할수록 학교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학교생활적응(schoollife-relatedadjustment)
'학습자들의 학교생활은 교내의 규칙과 질서.각종행사.시설물의 활용.준비물의 지
참.교내 홍보와 게시물의 확인 등이 주요 사항이다.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한 학교생
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스
트레스를 잘 대처해가는 정도‘이다.학교생활적응의 점수 범위는 6점~30점으로서,학
교생활적응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30점에 접근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진단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
건들을 그들 자신들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 자신이 그 여건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관
계를 통해 학생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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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앞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으며,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성격,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선행연구에 대
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자녀들의 성격특성과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1>본 논문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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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성격특성,학교적응과의 사이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인 온유형,독재형,허
용형,방임형이 자녀들의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
이다.

1.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
의 연구에 의해 알 수 있다.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에게 형성되는 성격 유형은
다양하다.천희영(1991)은 자녀의 성격 유형 중 조절 결함형과 소극적 결함형은 통제적
양육유형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성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예를 들어 남아는 조절
결함형이 여아보다 더 많았으며,기질 유형에서 남아는 더 활동적이고 정서성이 더 긍
정적이며 여아는 더 예민하고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권혜경(2002)은 오성심․이종승의�양육태도 진단 검사�와 송인섭의 �성격 진단 검사

�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아동의 성격 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는밀접한연관성이있음을밝혔다.또한,남․여아동의경우부모의양육태도로
부터 영향을 받는 영역이 달라서 여자 아동의 성격 형성에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남자 아동
의 성격 형성에는 성취적 양육태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여자아동의책임성,자율성,우월성,지배성 등의성
격형성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반면,남자아동의경우에는어머니의성취적양육태도에
의해 책임성,자율성,지배성등이영향을받음이드러났다.또,아버지의 양육태도중에서는
애정 영역이 여자 아동의 책임성,지배성 등의 성격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성취영역
이 남자 아동의 책임성,자율성,지배성에,애정 영역이 우월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있었다.
박은미(1994)는부모가인식한양육태도와자녀가지각한양육태도사이에는유의미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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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특성 간에는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있음을밝혔다.연구결과에의하면,자녀가어머니를익애형으로지각할수록자
녀의 사려성과 안정성은 높아지고,적극적 거부형으로 지각할수록 안정성은 낮아지며,엄격
한어머니로지각할수록사회성이낮아졌다.또한,아버지의양육태도는자녀의안정성과깊
은관련이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부모의 양육태도가 기본적으로 허용적이고 합리적이며 민
주적일 때 자녀의 성격은 바람직한 특성,즉 우호적,적극적,정서안정 등과 결부되기
쉽고,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며 방임적이거나 과 호보나 기대 과잉일 때 자녀의
성격은 불건전한 행동의 특성,즉 적응곤란,반항적이거나 의존적인 태도,정서불안으
로 이어지기 쉽다.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어서 때때로 수용적이거나
거부적일 때 자녀들의 정서불안과 자신감 상실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과 결합하여 자녀의
성격을 결정한다.자녀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만
족도나 양육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격 형성도 다르게 나타난다.자녀
들의 외모와 성격이 부모와 닮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종속물은 아니다.때로는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것에 실망하거나 포기 또는 다
른 방법의 양육태도로 자녀의 성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부모
는 자녀를 잘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는는는 자자자녀녀녀의의의 성성성격격격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교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실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4: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5: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개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6: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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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이상림(200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그 결과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가장 설명력 있는 부모
양육태도 변인은 어머니의 성취적 태도였다.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남학
생의 경우,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은 아버지의 성취적 태도였고,여
학생은 어머니의 애정적인태도였다.부모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부모 양육태도
가일치한다고지각한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책임성과안정성이유의하게높은것
으로밝혀졌다.
이승화(2001)는도시와농촌에사는중학생을대상으로자녀가지각한부모의양육태도와
성격특성 및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자녀가 지각한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
적일수록자녀의성격이긍정적으로형성된다고결론지었다.특히,부모의수용적인양육태
도는 자녀의 활동성,창의성,독립성,협동성및 사회적응력에 긍정적인영향을주었고,반대
로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또,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수용적으로지각할수록학교적응을 잘하며,학교적응영역중에서는 �학교친구 적
응�이 성격특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학교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김정애(1999)는 초등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고
화목한 가정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력이 높고,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
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
해 학교 규칙에 더 충실하고 친구관계도 좋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한편,부모의 학력과 연
령,가정의 생활수준과 자녀의 학교적응과의관계연구에서는유의미한 차이를발견하지 못
했으며,다만부모의경제력이평균수준인경우에교사와의관계를긍정적으로지각하는데
에반해경제력이매우높은경우에는교사와의관계를오히려더부정적으로지각하고있음
을발견하였다.
왕혜옥(2003)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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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애착안정성이 높다
는결론을내렸다.또한어머니의양육태도가수용적일때자녀가학교적응도잘하는것으로
나타났다.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교
사관계,학교수업,학교규칙,또래관계등학교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는는는 자자자녀녀녀들들들의의의 학학학교교교적적적응응응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교사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친구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규칙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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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변수의 조작적 정의

1)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모의 양육태도 모형을 응용하여 홍성희(2002)가 만든 ‘부
모 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이 검사에서는 자녀들이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를 대
하면서 지각한 양육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1)온유형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에게 통제적이지만 애정적이고,자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이끌어 주며,융통성이 있는 유연한 자녀 양육태도를 말한다.

(2)독재형
부모의 결정이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억압하고 도전
으로 받아들이며,매우 엄격한 순종을 강요하고 기대하는 양육태도를 일컫는다.

(3)허용형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애정적이지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며,자녀들의 행동을 세밀히 보살펴 보
지 않고,제한을 가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4)방임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자녀와의 접촉을 회피하여
자녀의 욕구에 거부적이고 무반응하며,훈육에 일관성이 결여된 양육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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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격척도의 성격 5요인 모델을 응용하여 홍성희(2002)가 만든 ‘성
격 검사’를 사용하였다.이 검사에서는 자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사교성
사교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알아보는 척도로서,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정도와,사
람 만나기를 좋아하고,활동적인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2)이타성
타인을 배려하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를 알아
보는 척도이다.

(3)성실성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하기 위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성실하게 책임감으
로 임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4)안정성
분노,불안,충동성 등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인
간사회 환경 속에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5)개방성
삶의 깊은 의미나,지적인 자극,변화,다양성을 선호하고,감성적이고 예술적이며 타
문화나 관습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6)자존감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사적인 판단을 일컫는데,자신의 가치나 자신감 및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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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말한다.

3)학교적응

학교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재철(1994)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학교
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학교적응 검사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영역을 학교 교사적
응,학교 친구적응,학교 수업적응,학교 행사적응,학교 규칙적응,학교 생활일반적응
등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학교 교사적응,학교 친구
적응,학교 수업적응,학교 규칙적응의 4가지 영역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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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기존에 타당
성을 인정받은 다음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표 3-1>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문문문항항항수수수 원원원천천천

부모의 양육태도

온유형(Ⅰ)1,2,3,4,5
독재형(Ⅰ)6,7,8,9,10
허용형(Ⅰ)11,12,13,14,15
방임형(Ⅰ)16,17,18,19,20

20문항 홍성희

성격

사교성(Ⅱ)1,2,3,4,5
이타성(Ⅱ)6,7,8,9,10
성실성(Ⅱ)11,12,13,14,15
안정성(Ⅱ)16,17,18,19,20
개방성(Ⅱ)21,22,23,24,25
자존감(Ⅱ)26,27,28,29,30

30문항 홍성희

학교적응

학교 교사적응(Ⅲ)1,2,3,4,5
학교 친구적응(Ⅲ)6,7,8,9,10
학교 수업적응(Ⅲ)11,12,13,14,15
학교 규칙적응(Ⅲ)16,17,18,19,20

20문항 이재철

첫째,부모의 양육태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홍성희(2002)가 사용한 온유형,독재형,허
용형,방임형 수정하여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자녀의 성격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홍성희(2002)가 이용한 측정 도구를 중심
으로 사교성,이타성,성실성,안정성,개방성,자존감에 대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셋째,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이재철(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학교 교사적응,학교,친구적응,학교 수업적응,학교 규칙적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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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집단은 광주에 위치한 남․여 고등학교 3곳을 선정하였다.223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200부를 회수하였다.회수된 설문지 중 22부는 많은 부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시켜 17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
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료는 제거
하고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고,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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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제제제 111절절절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1.표본의 특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광주지역에 있는 남․여 고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수집된 200개의 표본 중 불성실한 표본을 제거하고 178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
석에 사용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성별 표본 구성은 남학생이 85명(47.8%),여학생이 93명(52.2%)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176명(98.9%)으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성적은 보통이 113명(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하위 43명(24.2%),상위 22
명(12.4%)로 나타났다.생활수준과 관련해서는 141명(79.2%)이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이
라고 밝혔으며,생활수준이 높다고 한 학생도 23명(12.9%)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상태는 맞벌이가 97명(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아버지가 생계를 유

지하는 경우는 74명(41.6%)으로 나타났다.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86명
(48.3%)으로 나타났으며,고졸이 66명(37.1%),대학원졸이 26명(14.6%)로 나타났다.어머니
학력의 경우 고졸이 100명(56.2%)로 대졸 78명(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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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특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 도도도 비비비 율율율

성별
남 85 47.8

여 93 52.2

학년
고등학교 2학년 176 98.9

고등학교 3학년 2 1.1

성적
하위 43 24.2
보통 113 63.5
상위 22 12.3

생활수준
하위 14 7.9
보통 141 79.2
상위 23 12.9

부모취업
상태

아버지만 74 41.6
어머니만 7 3.9
부모맞벌이 97 54.5

아버지
학력

고졸 66 37.1
대졸 86 48.3

대학원졸 26 14.6

어머니
학력

고졸 100 56.2
대졸 78 43.8



-30-

2.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개념들이 신뢰성
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신뢰
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Alpha에 의한 신뢰
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0.6이상 수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였는데,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아버지에 대한 양육태도 변수 온유형 설문항목 1개(Ⅰ-1)를 제거하였고,허용형 설문항목
2개(Ⅰ-11,15)를 제거하였으며,방임형 설문항목 2개(Ⅰ-16,17)를 제거하였다.또한 어머니
에 대한 양육태도 변수 중 온유형 설문항목 1개(Ⅰ-1)를 제거하였고,독재형 설문항목 1개
(Ⅰ-6)를 제거하였으며,허용형 설문항목 2개(Ⅰ-11,15)와 방임형 설문항목 3개(Ⅰ-16,17,18)
를 제거하였다.그리고 종속변수인 성격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사교성 설문항목 1
개(Ⅱ-4)를 제거하고,이타성 설문항목 2개(Ⅱ-6,9)를 제거하였으며,성실성 설문항목 1개
(Ⅱ-15)와 안정성 설문항목 2개(Ⅱ-18,20)를 제거하였고,자존감 설문항목 1개(Ⅱ-26)를 제
거하였다.그리고 본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개방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제거
되었다.마지막으로 학교적응 변수 중에서는 학교 교사적응 설문항목 2개(Ⅲ-1,5)를 제
거하였고,학교 친구적응 설문항목 중에 1개(Ⅲ-9)와 학교 수업적응 설문항목 2개(Ⅲ
-11,12)를 제거하였으며,학교 규칙적응 설문항목 3개(Ⅲ-18,19,20)를 제거하였다.



-31-

이와 같은 신뢰도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4-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범범위위위 변변변수수수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계계계수수수

아버지 양육태도

독재형 5 0.84
온유형 4 0.82
혀용형 3 0.72
방임형 3 0.71

어머니 양육태도

독재형 4 0.77
온유형 4 0.85
혀용형 3 0.72
방임형 2 0.69

성격

자존감 4 0.85
사교성 4 0.78
성실성 4 0.73
이타성 3 0.66
안정성 3 0.65

학교적응

교사적응 3 0.80
수업적응 3 0.77
친구적응 4 0.64
규칙적응 2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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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
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변수나 불필
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들을 축소하고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며,나아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나타나는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서 특정변수는 각 요인들의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CA)과 함께,의미
있는 요인추출을 위해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개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Eigenvalue)이 1이
넘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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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4-3>와 같으
며,Eigenvalue가 1이상인 양육태도 요인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독재
형,요인 2는 온유형이며,요인 3은 허용형,요인 4는 방임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4-3>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 111 요요요인인인 222 요요요인인인 333 요요요인인인 444
독독독재재재형형형 온온온유유유형형형 허허허용용용형형형 방방방임임임형형형

설문 항목Ⅰ-7
설문 항목Ⅰ-6
설문 항목Ⅰ-8
설문 항목Ⅰ-9
설문 항목Ⅰ-10

000...888111
000...777666
000...777555
000...777444
000...666666

-0.06
0.08
-0.39
-0.19
-0.01

0.03
-0.22
0.11
-0.22
0.13

0.04
0.11
-0.12
0.04
-0.37

설문 항목Ⅰ-5
설문 항목Ⅰ-2
설문 항목Ⅰ-4
설문 항목Ⅰ-3

0.02
0.06
-0.30
-0.24

000...888666
000...888111
000...888000
000...777999

-0.04
-0.02
0.05
-0.02

-0.05
-0.05
0.08
-0.01

설문 항목Ⅰ-12
설문 항목Ⅰ-14
설문 항목Ⅰ-13

-0.14
0.09
-0.10

0.14
-0.03
-0.13

000...777999
000...777666
000...777111

0.11
0.26
0.24

설문 항목Ⅰ-20
설문 항목Ⅰ-19
설문 항목Ⅰ-18

-0.02
-0.04
0.01

-0.16
0.20
-0.11

0.24
0.18
0.43

000...888222
000...777444
000...666111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82
25.44
25.44

3.06
20.43
45.86

2.03
13.53
59.39

1.04
6.95
66.35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65%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어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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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0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문항이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들의 요인 적재치(FactorLoading)가 요인별로 모두 높
게 나왔으며 4개 요인인 온유형,독재형,허용형,방임형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4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9.03%였으며,온유형의 설명 분산비율은
26.97%,독재형의 설명 분산비율은 20.10%,허용형의 설명 분산비율은 13.67%,방임형
의 설명 분산비율은 8.30%로 나타났다.

<표 4-4>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 111 요요요인인인 222 요요요인인인 333 요요요인인인 444
온온온유유유형형형 독독독재재재형형형 허허허용용용형형형 방방방임임임형형형

설문 항목Ⅰ-5
설문 항목Ⅰ-2
설문 항목Ⅰ-4
설문 항목Ⅰ-3

000...888666
000...888222
000...777999
000...777888

0.00
0.00
-0.25
-0.27

0.00
0.07
-0.02
-0.06

-0.04
-0.06
0.07
0.15

설문 항목Ⅰ-7
설문 항목Ⅰ-8
설문 항목Ⅰ-9
설문 항목Ⅰ-10

-0.01
-0.34
-0.18
-0.01

000...888333
000...777888
000...777333
000...666666

0.05
0.06
-0.31
0.14

0.06
0.01
0.15
-0.42

설문 항목Ⅰ-12
설문 항목Ⅰ-13
설문 항목Ⅰ-14

0.11
-0.09
-0.05

-0.04
-0.03
0.11

000...888222
000...777999
000...666666

0.13
0.12
0.42

설문 항목Ⅰ-20
설문 항목Ⅰ-19

-0.08
0.15

0.03
-0.02

0.25
0.24

000...888666
000...777444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51
26.97
26.97

2.61
20.10
47.06

1.78
13.67
60.73

1.08
8.30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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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특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

성격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4-5>와 같으며,Eigenvalue가 1이상인 성격
요인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자존감,요인 2는 사교성이며,요인 3은 성실
성,요인 4는 이타성,요인 5는 안정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격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65%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어 성격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5>성격특성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111 요요요인인인 222 요요요인인인 333 요요요인인인 444 요요요인인인 555
자자자존존존감감감 사사사교교교성성성 성성성실실실성성성 이이이타타타성성성 안안안정정정성성성

설문 항목Ⅱ-27
설문 항목Ⅱ-28
설문 항목Ⅱ-30
설문 항목Ⅱ-29

000...888333
000...888000
000...888000
000...666888

0.18
0.20
0.01
0.24

0.12
0.13
0.11
0.12

0.22
0.22
0.28
-0.15

-0.02
0.01
0.11
0.00

설문 항목Ⅱ-2
설문 항목Ⅱ-3
설문 항목Ⅱ-5
설문 항목Ⅱ-1

0.10
0.22
0.26
0.02

000...888333
000...777333
000...777222
000...666999

-0.03
0.03
0.03
0.20

-0.02
0.18
0.18
0.03

-0.10
-0.03
0.00
-0.10

설문 항목Ⅱ-11
설문 항목Ⅱ-13
설문 항목Ⅱ-14
설문 항목Ⅱ-12

0.06
0.29
0.34
-0.06

-0.14
0.23
0.17
0.03

000...777666
000...777444
000...666888
000...666888

0.35
-0.13
0.01
0.16

-0.03
0.00
0.04
0.17

설문 항목Ⅱ-10
설문 항목Ⅱ-7
설문 항목Ⅱ-8

0.05
0.28
0.31

0.12
0.04
0.32

0.30
-0.02
0.15

000...777777
000...666111
000...666000

-0.01
0.01
0.15

설문 항목Ⅱ-16
설문 항목Ⅱ-17
설문 항목Ⅱ-19

0.04
-0.12
0.19

-0.09
0.03
-0.21

0.05
0.02
0.13

0.04
0.44
-0.35

000...888666
000...777333
000...666666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4.94
27.44
27.44

2.36
13.11
40.56

1.59
8.86
49.42

1.55
8.61
58.02

1.31
7.28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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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적응에 대한 타당성 분석

학교적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0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항
이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4-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들의 요인 적재치(FactorLoading)가 요인별로 모두 높게 나왔으
며 4개 요인인 학교 교사적응,학교 수업적응,학교 친구적응,학교 규칙적응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4-6>학교적응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학교 교사적응 학교 수업적응 학교 친구적응 학교 규칙적응

설문 항목Ⅲ-3
설문 항목Ⅲ-2
설문 항목Ⅲ-4

000...888555
000...888333
000...777999

0.10
0.13
0.14

0.04
0.16
0.15

0.20
0.23
-0.08

설문 항목Ⅲ-14
설문 항목Ⅲ-15
설문 항목Ⅲ-13

0.07
0.13
0.14

000...888555
000...888000
000...777666

0.08
-0.08
0.13

0.11
0.12
0.08

설문 항목Ⅲ-6
설문 항목Ⅲ-10
설문 항목Ⅲ-7
설문 항목Ⅲ-8

0.16
0.13
0.04
0.05

0.17
0.23
-0.04
-0.20

000...777999
000...666888
000...666333
000...666111

-0.04
-0.18
0.30
0.27

설문 항목Ⅲ-16
설문 항목Ⅲ-17

0.14
0.11

0.13
0.17

0.04
0.13

000...888222
000...777888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46
28.87
28.87

1.73
14.44
43.31

1.38
11.49
54.80

1.29
10.74
65.54

이 4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5.54%였으며,학교 교사적응의 설명 분산비
율은 28.87%,학교 수업적응의 설명 분산비율은 14.44%,학교 친구적응의 설명 분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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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1.49%,학교 규칙적응의 설명 분산비율은 10.74%로 나타났다.

3)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서로 관련성이 있다
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그리고 상관
관계분석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r)가 있
다.상관관계 수 r은 -1≤ r≤1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 정
도를 파악한다.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11
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유무를 알아보
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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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독재형
아버지

온유
형아
버지

허용
형아
버지

방임형
아버지

온유형
어머니

독재
형어
머니

허용형
어머니

방임
형어
머니

자
존
감

사
교
성

성
실
성

이
타
성

안
정
성

학교
교사
적응

학교
수업
적응

학교
친구
적응

학교
규칙
적응

독재형
아버지 2.75 0.89 1.00

온유형
아버지 3.86 0.79 -0.30** 1.00

허용형
아버지 2.32 0.87 -0.12 0.00 1.00

방임형
아버지 2.12 0.83 -0.10 -0.02 0.52** 1.00

온유형
어머니 3.98 0.79 -0.15* 0.72** -0.03 0.00 1.00

독재형
어머니 2.70 0.91 0.58** -0.17* 0.01 0.04 -0.34** 1.00

허용형
어머니 2.22 0.87 0.11 -0.08 0.78** 0.44** 0.00 -0.02 1.00

방임형
어머니 2.06 0.89 0.11 -0.02 0.32** 0.65** 0.06 -0.06 0.47** 1.00

자존감 3.44 0.82 -0.07 0.27** 0.04 0.03 0.21** -0.08 -0.01 0.06 1.00

사교성 3.23 0.76 0.11 -0.01-0.02 -0.08 0.12 0.02 0.05 -0.09 0.40** 1.00

성실성 3.14 0.71 -0.02 0.14 -0.01 0.06 0.27** -0.12 -0.04 0.14 0.37** 0.21** 1.00

이타성 3.51 0.60 -0.05 0.27** -0.03 0.08 0.26** 0.01 -0.04 0.10 0.42** 0.34** 0.36** 1.00

안정성 3.15 0.78 -0.09 0.10 -0.16*-0.23** -0.03 -0.09-0.22** -0.06 0.07 -0.15* 0.14 0.12 1.00

학교
교사
적응

3.22 0.84 -0.06 0.10 0.06 0.07 0.22** -0.07 0.05 0.05 0.29** 0.26** 0.31** 0.35** 0.07 1.00

학교
수업
적응

2.60 0.79 0.02 0.18* 0.12 0.05 0.16* 0.04 -0.03 0.12 0.33** 0.18* 0.34** 0.20** 0.05 0.30**1.00

학교
친구
적응

3.53 0.57 -0.05 0.16* -0.03 0.01 0.14 0.03 -0.02 0.03 0.46** 0.37** 0.35** 0.56** 0.05 0.29**0.14 1.00

학교
규칙
적응

3.17 0.91 -0.04 0.09 0.00 0.12 0.17* 0.00 -0.02 0.10 0.19* 0.16* 0.25** 0.31** 0.04 0.29**0.27**0.23**1.00

*p<.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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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1.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가설검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성격특성의 5개 하위변수는 자존감,사교성,성실성,이타성,안정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하위변수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교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실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4: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5: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8>와 같다.

<표 4-8>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자자자존존존감감감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73 0.105 0.080 0.699 0.485

.188 12.045

온유형 아버지 0.291 0.123 0.283 2.367 0.019*

허용형 아버지 0.138 0.130 0.147 1.064 0.289
방임형 아버지 -0.019 0.113 -0.019 -0.168 0.867
온유형 어머니 -0.016 0.125 -0.015 -0.125 0.900
독재형 어머니 -0.077 0.098 -0.085 -0.782 0.435
허용형 어머니 -0.138 0.129 -0.147 -1.070 0.286
방임형 어머니 0.082 0.102 0.089 0.808 0.42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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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8>에서 제시된바
와 같이 설명력(R2)이 .188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045(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자존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유형
아버지로 나타났으며(P<.05),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가설 Ⅰ-2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부모의 양육태도가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사사사교교교성성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70 0.098 0.083 0.713 0.477

.169 11.570

온유형 아버지 -0.152 0.115 -0.160 -1.324 0.187
허용형 아버지 -0.075 0.122 -0.086 -0.617 0.538
방임형 아버지 0.005 0.106 0.006 0.049 0.961
온유형 어머니 0.251 0.117 0.262 2.148 0.033*

독재형 어머니 0.020 0.092 0.024 0.215 0.830
허용형 어머니 0.152 0.121 0.174 1.255 0.211
방임형 어머니 -0.150 0.095 -0.176 -1.580 0.116
*:p<.05,**:p<.01,***: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9>에서 제시된바
와 같이 설명력(R2)이 .169로 나타났으며 F값은 11.570(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사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온유형 어머니로 나
타났으며,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Ⅰ-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0>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0>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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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15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745(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성실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유형
어머니와 허용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로 나타났다.그러나 허용형 어머니와 방임형
어머니의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하며,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접촉을 자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
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표 4-10>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p<.05,**:p<.01,***:p<.001

가설 Ⅰ-4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1>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표 4-11>에서 제시된바
와 같이 설명력(R2)이 .133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683(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이타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유형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성성성실실실성성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26 0.090 0.033 0.292 0.771

.215 12.745

온유형 아버지 -0.113 0.105 -0.127 -1.077 0.283
허용형 아버지 0.131 0.111 0.161 1.182 0.239
방임형 아버지 -0.040 0.097 -0.047 -0.414 0.680
온유형 어머니 0.316 0.107 0.352 2.959 0.004**

독재형 어머니 -0.025 0.084 -0.032 -0.296 0.767
허용형 어머니 -0.211 0.111 -0.258 -1.975 0.049*

방임형 어머니 0.165 0.087 0.207 1.96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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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 나타났으며(P<.05),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표 4-11>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이이이타타타성성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64 0.076 -0.096 -0.848 0.398

.133 12.683

온유형 아버지 0.088 0.089 0.116 0.986 0.326
허용형 아버지 -0.049 0.094 -0.071 -0.518 0.605
방임형 아버지 0.025 0.082 0.035 0.305 0.760
온유형 어머니 0.180 0.091 0.240 1.966 0.050*

독재형 어머니 0.109 0.071 0.164 1.525 0.129
허용형 어머니 -0.025 0.094 -0.036 -0.268 0.789
방임형 어머니 0.085 0.074 0.125 1.151 0.251
*:p<.05,**:p<.01,***:p<.001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융
통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설 Ⅰ-5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39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401(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부
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안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온유형 아버지,
방임형 아버지,온유형 어머니,허용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로 나타났으며,독재형
아버지,독재형 어머니,허용형 아버지 변수는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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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부모의 양육태도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p<.05,**:p<.01,***:p<.001

2.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한 가설검증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온유형,독재형,
허용형,방임형 8개 요인이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력과 설명력이 있는
가를 검증하였다.

가설 Ⅱ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교사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친구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4: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규칙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안안안전전전성성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13 0.098 -0.015 -0.131 0.896

.139 13.401

온유형 아버지 0.229 0.115 0.232 1.963 0.050*

허용형 아버지 0.130 0.121 0.145 1.077 0.283
방임형 아버지 -0.314 0.105 -0.334 -2.984 0.003**

온유형 어머니 -0.229 0.116 -0.231 -1.968 0.050*

독재형 어머니 -0.084 0.091 -0.098 -0.921 0.359
허용형 어머니 -0.260 0.120 -0.288 -2.160 0.032*

방임형 어머니 0.227 0.095 0.257 2.39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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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Ⅱ-1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3>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교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65로 나타났으며 F값은 11.4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또한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학교 교사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유형 어머니로 나타났으며(P<.05),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
를 보였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의 학교 교사적응을 위해서는 자녀를 통제하
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표 4-13>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교사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학학학교교교 교교교사사사적적적응응응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86 0.109 -0.092 -0.791 0.430

.165 11.465

온유형 아버지 -0.183 0.128 -0.173 -1.432 0.154
허용형 아버지 0.035 0.135 0.036 0.257 0.798
방임형 아버지 0.038 0.117 0.037 0.321 0.749
온유형 어머니 0.373 0.130 0.352 2.882 0.004**

독재형 어머니 0.066 0.102 0.072 0.647 0.518
허용형 어머니 0.002 0.134 0.002 0.014 0.989
방임형 어머니 -0.001 0.106 -0.002 -0.014 0.989
*:p<.05,**:p<.01,***:p<.001

가설 Ⅱ-2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4>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34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256(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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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형 아버지와 허용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로 나타났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버
지의 경우 허용형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어머니의 경우 허용형의 경우 부(-)의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을 위해서는 아
버지의 경우 너무 권위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며,어머니의 경우 학교 수업적응을 위해 자녀들의 행동을
너무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통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4>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수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학학학교교교 수수수업업업적적적응응응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 아버지 0.090 0.098 0.102 0.915 0.361

.134 13.256

온유형 아버지 0.083 0.115 0.084 0.719 0.473
허용형 아버지 0.454 0.122 0.502 3.724 0.000***

방임형 아버지 -0.161 0.106 -0.170 -1.516 0.131
온유형 어머니 0.128 0.117 0.129 1.097 0.274
독재형 어머니 0.043 0.092 0.050 0.469 0.640
허용형 어머니 -0.429 0.121 -0.474 -3.542 0.001***

방임형 어머니 0.243 0.095 0.275 2.549 0.012*

*:p<.05,**:p<.01,***:p<.001

가설 Ⅱ-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친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05로 나타났으며 F값은 7.8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친구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자녀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자
신의 성격과 동료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에
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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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친구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p<.05,**:p<.01,***:p<.001

가설 Ⅱ-4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6>와 같다.

<표 4-16>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규칙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학학학교교교 규규규칙칙칙적적적응응응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아버지 -0.100 0.119 -0.098 -0.845 0.399

.158 11.310

온유형아버지 -0.121 0.140 -0.105 -0.866 0.388
허용형아버지 -0.041 0.148 -0.039 -0.276 0.783
방임형아버지 0.112 0.128 0.102 0.870 0.385
온유형어머니 0.303 0.142 0.262 2.138 0.034*

독재형어머니 0.124 0.111 0.123 1.111 0.268
허용형어머니 -0.064 0.147 -0.061 -0.439 0.661
방임형어머니 0.079 0.115 0.077 0.683 0.496
*:p<.05,**:p<.01,***: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규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6>에서 제시된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학학학교교교 친친친구구구적적적응응응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독재형아버지 -0.103 0.075 -0.160 -1.369 0.173

.105 7.880

온유형아버지 0.036 0.088 0.050 0.407 0.684
허용형아버지 -0.065 0.093 -0.098 -0.694 0.489
방임형아버지 -0.029 0.081 -0.043 -0.362 0.718
온유형어머니 0.097 0.089 0.134 1.081 0.281
독재형어머니 0.119 0.070 0.189 1.689 0.093
허용형어머니 0.041 0.093 0.063 0.446 0.656
방임형어머니 0.050 0.073 0.078 0.689 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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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58로 나타났으며 F값은 11.3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규칙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온유형 어머니로 나
타났으며,나머지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들
의 학교 규칙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유형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자녀
들을 통제하고 비자율적으로 양육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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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에서는 광주에 위치한 남․여 고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이를 측정하
기 위해 홍성희(2002)가 만든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성격검사’,이재철(1994)이 만든
‘학교 적응검사’를 사용하였다.자료처리 분석은 SPSS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
고,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료는 제거하고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
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성
격의 하위변수인 자존감에 대하여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온유형 아버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P<.05),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사교성과
이타성에 대해서는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온유형 어머니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나머지 양육태도 변수는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실성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 중 온유형 어머니,허용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가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아버지의 경우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마지막으로 안
전성의 경우 부모 양육태도 변수 중 온유형 아버지,온유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허
용형 어머니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나머지 변수들은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
였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하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
며,융통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
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
겠다.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하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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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의 대화를 통해 접촉을 자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해 보면,학교
적응의 하위변수인 학교 교사적응과 학교 규칙적응의 경우 온유형 어머니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학교 친구적응의 경우 모든 부모 양육태도 변수가 비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학교 수업적응의 경우 허용형 아버지와 허용형 어머니,방임형
어머니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자녀
의 학교 교사적응과 학교 규칙적응을 위해서는 자녀를 통제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대
하며,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자
녀들을 통제하고 비자율적으로 양육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융통성
이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자녀의 학교 수업적응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경우 너무 권위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
게 유도해야 할 것이며,어머니의 경우 학교 수업적응을 위해 자녀들의 행동을 너무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통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자녀의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허용형 보다는 온유
형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는데 도움이 되고,독재형 보다는 허용형과 방임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적극
반영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및 학교생활을 적응에 차별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 생활에 추론
적으로 연결시켜보면 직장에서 부하직원의 업무태도나 조직에 대한 적응은 상사의 관
리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따라서 부하직원이 사회생활 및 조
직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높은 성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상사의 리더십이나 육성
스타일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에서는 광주에 위치한 남․여 고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및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나,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
년으로일반화하는데에는제한점이있다.그러므로지역과학년의폭을넓혀연구대상을더
다양화하여후속연구를진행한다면더정확한연구결과가나올것이다.
둘째,설문에 대한 답변자의성실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설문지의 문항수
가많고끝까지읽고답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역코딩문항에대해서도제대로읽어보
지 않고 획일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특히 남학생의 경우,특성상 여학생보다 더 불성
실하게응답한경우가많았다.연구결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주고성
실히응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할것이다.
셋째,실증분석의 과정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성격특성,자녀들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통제변수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더
실제와가깝다고간주하여자녀가지각한부모의양육태도를변수로하여연구를했지만,어
느한쪽이완전히현실과일치한다고보기는어렵다.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자녀가지각한
부모의양육태도와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를고려하여,자녀와 부모가일치하게 지
각한양육태도를연구변수로하면더정확한결과가나올것이라예상한다.
다섯째,설문조사 및 자료수집상의 한계점이 있다.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에 대하여도 응답자들의 인식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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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검검검사사사

다음의 설문은 귀하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서 귀하를 양육하면서,어떻게 대하여 주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설문을 잘 읽으시고 아버지/어머니로 구분하여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하여 주세요.

구
분 문 항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2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존경한다.
3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4 내가 실패할 때에도 사랑하고 격려해주신다.
5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6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7 자주 나에게 잘못하면 벌을 주겠다고 한다.
8 부모님 생각대로만 하기를 강요하신다.
9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10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는 점이 많다.
11 내 마음대로 하게 항상 자유를 주신다.
12 나의 외출과 귀가에 대해 간섭이 없다.
13 내가 거짓말을 해도 쉽게 넘어간다.

14 내가 언행을 마음대로 해도 간섭이 없다.
15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
16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
17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

18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다.
19 나에게 일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20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222...성성성격격격

다음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으로,평상시 자신의 언행을 생각해 보시고 ,가장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세요.

구분 설 문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3 나는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다.
4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5 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생각된다.
6 나는 강한자 보다 약한자 편에 서는 편이다.
7 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 준다.
8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협조적이다.
9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의심이 많다.
10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편이다.
11 나는 근면 성실한 편이다.
12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13 나는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간다.
14 나는 힘들어도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는 편이다.
15 나는 게으르고 덜렁대는 것을 싫어한다.
16 나는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17 나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조용한 것보다 활동하는 것이 좋다.
19 나는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
20 나는 자주 분노하는 편이다.
21 나 이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다툴 때가 많다.
23 나는 타인의 엉뚱한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24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25 나는 의견 토론에서 논쟁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
26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27 곰곰이 생각하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28 나는 내 존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29 나는 남 보다 같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30 내 자신을 마음속에서 진실로 존중한다.



333...학학학교교교 적적적응응응

다음은 학교적응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평상시 자신의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시고,가장 타
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세요.

구분 설 문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들을 학교나 길에서 보면 인사한다.

2 담임선생님은 나를 믿음직한 학생으로 여긴다.

3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4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5 내년에도 지금의 교과목 선생님이 그대로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

6 나는 우리 반 친구 모두와 잘 어울려 생활한다.

7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한다.

8 친구에게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9 학급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다.

10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를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11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즐거우며 부담없이
느껴진다.

12 나는 숙제와 학습 준비를 빠짐없이 해온다.

1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4 예습 및 복습은 물론 늘 스스로 공부한다.

15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16 학교 주번일 때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한다.

17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가서 버린다.

18 학교 시설을 아껴 쓰는 편이다.

19 학교에는 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복도,계단 등의 실내에서 나는 비교적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닌다.



444...마마마지지지막막막으으으로로로 설설설문문문의의의 결결결과과과를를를 해해해석석석하하하는는는데데데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될될될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VVV"""하하하시시시거거거나나나 기기기록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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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귀하의 학년은?

3)귀하의 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위( ) ② 보통( ) ③ 상위( )

4)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위( ) ② 보통( ) ③ 상위( )

5)부모님의 취업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아버지만( ) ② 어머니만( ) ③ 맞벌이( )

6)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표기해 주세요.
① 고졸( ) ② 대졸( )③ 대학원졸( )

7)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표시해 주세요.
① 고졸이하( ) ② 대졸이상( )

끝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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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 :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문 : The Effect of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on    

       Personalities and School Adaptation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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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이 미 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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