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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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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녀 중·고등학생 33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자 160명(49%), 여자
170명(51%)이며, 중학생 177명(53%), 고등학생 153명(47%)이었다. 측정도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
(허묘연, 2000), 죄책감 척도(TOSCA-Adol), 그리고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오경자, 홍강의, 이혜
린, 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했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Sobel의 z test를 사용해서 죄책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 죄책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죄책감은 아버지 과잉간섭과 어머니
학대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적절
한 훈계와 감독이,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훈육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문제행동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상담시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
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도덕성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함께 제시되었다.
*주요어: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청소년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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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소년범은 118,058명

을 한다고 하였다(박주희, 2001). 더욱이 가정은 부

으로 전체 범죄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

모와 자녀의 끊임없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

고 범죄 유형면에서는 폭력, 절도 등 심각하다고 할

이며,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정서발

수 있는 형법범이 72.9%에 이른다. 소년범 중 살인·

달, 인격형성 및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은 2008년보다 20%증가하

되며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는 신경증과 정신증을 유

여 전체 강력범죄의 13.3%를 차지한다. 또한 소년

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olb, Brodie, 1982).

범의 재범률은 32.4%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

류설령(1999)은 일반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

으로 나타나 소년범의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

보다 부와 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차원을 높게 지각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경찰백서,

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독재적

2011). 이처럼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폭력화·조직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일반 청소년들은

화 경향과 함께 재범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

재범률의 증가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일회성에서 끝

였다고 보고하였다. 서미경(2003)은 부모와의 관계

나는 것이 아닌 추후 더 큰 문제인 사회적인 문제로

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비행 경향성은 낮은

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김준호, 1993; 김

반면 부모가 과잉통제를 하게 되면 비행 경향성이

준호, 이순래, 1995; 조아미, 2011; 최인재, 이기봉,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학대와

김청송, 김진호, 2010; Bernburg, Krohn, 2003;

같은 무력적인 폭력은 청소년들을 우울하고 위축되

Horibata, 2006; Kalb, Williams, 2002).

게 하며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시키지만(백혜정,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청소년

황혜정, 2006), 가족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지지, 합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리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

있다. 우선,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

는 요인(이석형, 2007; 이상균, 2008)이 된다.

고자 한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환경적 요인인 가정요

부모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차이가

인(남현미, 1999; 임성택, 김혜진, 2001; 한국청소

있다(김미진, 1997; 배문주, 2004; 류설령, 1999;

년개발원, 2006)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에

서미경, 2003; 한지선, 2008). 예를 들어, 배문주

서는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과 문제행동이 일차적

(2004)와 한지선(2008)은 아버지 중에는 애정적·자

으로 연관성을 갖으며 다른 어떤 변인 보다 영향력

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가 많았지만 어머니

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핵가족화와 부모의 맞벌이

는 애정적·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많다

로 인한 부모의 역할 부재와 이에 따른 자녀의 방치

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영주와 김은주(2006)는 애

그리고 편부, 편모,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등

정적 태도, 적대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서 어머니가

다양한 가정 형태의 가족해체 현상은 역기능적 가족

아버지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는 자율적 태도

관계와 적절한 부모 양육기능의 부재를 초래하여 청

에서 어머니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

소년 문제의 주된 원인 및 위험요인이 된다(이석형,

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2007; 이시연, 2011; 최인재 외, 2010).

일차적 요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

Hamner와 Turner(2001)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
의 강력한 모델로 자녀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의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

또한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를

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더불어

겪는 시기(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임을 고려

자녀의 부적응 경감과 완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

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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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인도 중요하다(서찬란, 이형실, 2006 재인용).

미치는 영향을 염려한다. 죄책감의 현상학적 경험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

긴장감이나 자책과 후회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자백

으로는 자아존중감(이경님, 2004; 장연심, 조아미,

하고, 사과하며, 보상하도록 동기화 한다(류설영,

2007; 최윤경, 2002)과 자아통제력(고정자, 2005;

1998; Tangney,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남현미,

2003;

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Feldman, Wentzel, 1990)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후회,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면 도

(김미정, 2005; 김민선, 2006; 김윤희, 2001; 김윤

덕적 위반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희, 황순택, 2003;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김은미, 2006; 최보가, 유연옥, 2000). 또한 이상

이성, 2006; 장진아, 신희천, 2006; Shonk &

현(1994)은 죄책감의 결핍이 비행이나 범법행위를

Cicchetti, 2001)이 연구되었다.

유도하며, 류설령(1998)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1999;

이경님,

2002;

하영희,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비행 청소년들의 죄책감 결핍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도덕성 결여의 측면에서 논의(한세영, 2007)하기도

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렇듯 죄책감 수준이 높은 사

한다. 사회심리학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은 특정행동

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규칙위반행동을 더 적게 하

에 대한 자각 능력에 따라 그 행동을 하느냐 하지

며(김경연, 하영희, 2000; 하영희, 김경희, 2003;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Horowitz, Bordens, 1995).

Bybee, Williams, Merisa, 1994; Holmes, 1972;

이 이론은 한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Mosher, 1979), 사회적 행동 및 감정이입 수준이

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느끼지 못한다

Cooperman & Iannotti, 1987; Tangney, 1991). 이들

면 그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연구를 살펴보면 죄책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

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통제시키고 억제시

소년 문제행동은 감소하며, 청소년의 공격성과 규칙

키는데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최인

위반 등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

재 외, 2010). 이렇듯 도덕성은 한 개인의 잘못된

음을 알 수 있다(강영자, 김윤희, 1999; 김경연, 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하는 요소로 자신의 잘못

영희, 2003; 이상현, 1994; 최보가, 유연옥, 2000;

된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Bybee,

다. 그러나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범법행

Zahn-Waxler, Cooperman, Iannotti, 1987; Mosher,

위나 비행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

1979; Tangney, 1991).

것으로

나타났다(Chapman,

Williams,

Merisa,

Zahn-Waxler,

1994;

Chapman,

하지 못하게 되어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개인의 죄책감은 주로 아동기 때 발달하는 것으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도덕적 특성을 가진 정서가

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며 부도덕한 행동을 감소시

다. Erikson은 죄책감을 부모가 주도성을 발달시키

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

지 못해 생긴 결과로, Klein은 사랑과 배상문제의

(Ben-Ze`ev, 1997; Blum, 1980).

중추이며, Lewis는 어머니-아동간의 분열로 생긴

도덕적 정서는 자신의 위반행위나 실패, 잘못을

감정적 유대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김경희, 2002

인식할 때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재인용). Tangney와 Dearing(2002)은 수치심과 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기

책감은 주로 생애 초기의 관계 경험을 통해 발달하

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2002; Tangney,

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훈육이 중요

1996). 죄책감은 전반적인 자기가 아닌 행동의 어

한 매개변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며, Aronfreed

떤 측면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며 자신이 타인에게

(1964)는 부모의 애정철회나 권력에 의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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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Ferguson과

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보다는 교내에

Stegg(1995)는 아동의 죄책감이 부모의 훈육방식과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분노경험 정도와 관련

계점이 있다. 송경희(2010) 역시 또래괴롭힘을 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경연과 하영희(2003)

해행동과 방어행동으로 구분하여 가해행동과 방어행

는 부모의 설득형 훈육이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

동의 관계에서 마음읽기 능력과 죄책감이 매개변인

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죄책감은 부모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역시 죄책감 발달과 관련된 원인적 요소를 고

그리고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와 어
머니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선희(2007)는

려하지 않아 청소년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의 애정-적대가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며, 김형민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문제

(2010)은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 자율-통제가 수치

행동에 부모 양육태도와 죄책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

심에만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애

고 있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죄책감은 서로 밀접한

정-적대만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

다고 보고하였다. 김소명(2009)은 죄책감의 경우

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이 정적인 영향을

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나 공

미치며 방치, 학대와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격적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죄책감이 어떠한 영향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

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양육태도 모

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두 수치심과 죄책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 결국, 부모의 양육이 아동기 때의 죄책감 발달

자 한다.

에 중요한 변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방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은 청소

법

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
연구대상

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조절변인(moderating

effects)이나 매개변인(mediating effects)으로도 작
용할 수 있다(한상철, 2008; Masten, 2001). 예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들어, 자아통제력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조절변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증명하였고(김미정, 2005; 김

총 40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399개의 설

현순, 2005; 이지숙, 2009; 임성택, 2001), 자아탄

문지가 수거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력성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나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64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타났다(유성경 외 2004; 장진아 외, 2006; 한현하,

총 33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

도현심, 2008). 그렇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

자 160명(49%), 여자 170명(51%), 무응답 5명,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죄책감은 어떠한 관련성을

학년별로는 중학생 177명(53%), 고등학생 154명

갖고 있는가? 하영희와 김경희(2003)는 부모의 설

(47%)이었다.

득형 훈육방식과 청소년 금지행동의 관계에서 죄책
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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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점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류설영(1999)이 수정 번안한 척도
부모 양육태도

(TOSCA-Adol)를 사용하였다. 류설영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는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이었다.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3문항, 4점 Likert식
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청소년 문제행동

있다. 원래의 척도는 총 8개의 요인(비일관성, 과잉

Achenbach(1983)가 개발하고 오경자, 홍강의, 이

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

혜린,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

으며, 각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소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

K-YSR) 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을

다.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의 신뢰도가 적어 비일관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공격성 19

성 4문항을 제외하고 총 39문항과 7개의 요인으로

문항, 비행 11문항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30문

Cronbach‘s α는 감독 .78, 합리적 설명 .76, 애정

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채점

.81, 과잉간섭 .73, 과잉기대 .72, 학대 .77, 방치 .67

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 별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아버지

양육태도의

각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Report:

Cronbach's α는 감독 .78, 합리적 설명 .77, 어머니
애정 .78, 과잉간섭 .73, 어머니 과잉기대 .72, 학대

자료 분석

.78, 방치 .68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태도 전체
Cronbach's α는 .85, 어머니 양육태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죄책감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기술

Tangney, Waggner 및 Gramzow(1989)에 의해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상

개발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 청소년 용(Test of

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Self-Conscious Affect: TOSCA-Adol)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다

죄책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의 초점이 자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

기 전체 또는 행동에 맞추어 지는지에 따라 수치심

을 위해 Sobel의 Z test를 실시하였다.

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자기 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연구 결과

나타내는 몇 가지 대안 반응에 대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수치심 및 죄
책감 척도는 시나리오 질문지로 총 15개의 시나리

부모 양육태도 , 죄책감 , 청소년 문제행동 간

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류설영(1999)이 우리나라 정

의 상관관계

서에 맞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총 12개의 시나리
오로 재구성하여 번안, 수정하였다. 모두 50개의 반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1>과

응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

같다. 먼저 아버지 양육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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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그리고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1
1.아버지 양육태도

1-1

***

1-2 합리적설명 .60

1-5

***

과잉간섭 -.61

***

과잉기대 -.38

***

1-6

학대 -.57

.43***

1-5

1-6

1-7

2

***

.20

**

***

감독 .41

***

2-2 합리적설명 .48

***

애정 .56

.14

.09 .44***

***

***

***

***

.05 -.18 -.18
***

***

.38

***

.26

.24***

.08 .38***

***

.56

***

.32

***

.37

***

.26

***

.64

***

.42

***

.32

***

.42

***

.66

**

2-6

2-7

3

4

1

-.17

**

-.15

***

-.21

***

.55***

*

***

***

.39***

**

***

***

***

***

***

.06 -.15 -.32
.06 -.12 -.37
.03 -.16 -.45

***

.04

.06 .23*** .68*** .10

과잉기대 -.24

***

학대 -.44

.10

***

***

-.08 -.10 -.19

***

***

***

***

***

***

***

***

방치-.59 -.24 -.29 -.43
.35

***

4.청소년 문제행동 -.32

.19

*

.27

.29

*

***

-.12 -.12 -.18

***

.25

***

.29

***

-.21

***

.27

***

.19

1

**

.11 .59

2-5

3.죄책감

2-5

1

-.11 -.08

과잉간섭 -.40

2-7

2-4

1

***

2-4
2-6

2-3

1

2.어머니 양육태도 .72*** .37*** .38*** .47*** -.46*** -.24*** -.39*** -.58***

2-3

2-2

1

방치-.71 -.33 -.41 -.54

2-1

2-1

1
-.04 -.13*

.02

***

1-7

1-4

1

애정 .69*** .45*** .59***

1-3
1-4

1-3

1

감독 .44***

1-1

1-2

.19

*

***

*

***

.12 .67
.11 .36

.75

***

.23

-.61

.53

***

.41

1
.60***

1

***

-.01 -.21 -.24***

.07 .41*** .08

.02

***

.73

***

***

***

***

***

***

***

***

***

***

***

***

***

.01 -.21 -.27

.39

***

.32

.37

***

.34

***

***

.33

1
.23***

1

***

.10 .46***

***

-.10

***

***

***

-.73 -.48 -.40 -.59

***

1

-.00 .37***

-.61 -.22 -.18 -.30

***

.03 .29

.63

1

.40

-.35 -.22 -.20 -.26

.24
.21

1

.06 -.27 -.33***
***

.04 .30

***

.32

1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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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r =.35,

두 번째로 어머니 양육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청소년

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태도는 죄책감(r =.39, p

문제행동(r =-.32, p <.0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청소년

을 나타났다.

문제행동(r =-.35, p <.001)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로 보면, 아버지 감

이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로 보면,

독(r =.19, p <.001), 아버지 합리적 설명(r =.27, p

어머니 감독(r =.37, p <.001), 어머니 합리적 설명

<.001), 아버지 애정(r =.29, p <.001)과 죄책감은

(r =.34, p <.001), 어머니 애정(r =.40, p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지만, 아버지 과잉간섭(r

죄책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어머니 학

=-.21, p <.001), 아버지 학대(r =-.21, p <.001),

대(r =-.27, p <.001), 어머니 방치(r =-.33, p

아버지 방치(r =-.27 , p <.001)와 죄책감은 유의한

<.001)와 죄책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 과잉간섭(r

그리고 어머니 감독(r =-.22, p <.001), 어머니 합

=.27, p <.001), 아버지 학대(r =.29, p <.001), 아

리적

버지 방치(r =.32, p <.001)와 청소년 문제행동과는

=-.26, p <.001)과 청소년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아버지 감독(r =-.12, p

적상관이 나타났고, 어머니 과잉간섭(r =.26, p

<.05), 아버지 합리적 설명(r =-.12, p <.05), 아버

<.001), 어머니 학대(r =.30, p <.001), 어머니 방

지 애정(r =-.18, p <.001)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유

치(r =.32, p <.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

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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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r =-.20,

p <.001),

어머니

애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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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죄책감은 청소년 문제행동(r =-.26, p

변인과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였을

<.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때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β 값이 첫 번째 단계인 독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립변인과 종속변인의 β 값 보다 작아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매개변인을 통제한 독립변인의 β 값이 0에 가까울수
록 매개효과가 크고 0이면 완전효과를 지닌다고 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론지을 수 있다. 이 때 첫 번째 절차의 조건을 반드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

시 만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Baron, & Kenny,

(1986)는 3단계를 거쳐야 매개효과를 증명할 수 있

1986).

다고 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표2>를 살펴보면, 1단

예언해야 하고, 두 번째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

계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β =.20, p <.001), 학대

변인을 유의하게 예언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독립

(β =.17, p <.01), 방치(β =.21, p <.001)는 청소년

표 2.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1

2

3

B

SE

β

감독

-.04

.04

-.06

-1.04

합리적설명

.04

.05

.05

.78

애정

.00

.06

.00

.05

과잉간섭

.17

.05

.20

3.38

과잉기대

-.10

.05

-.11

-1.97

학대

.17

.06

.17

2.89**

방치

.20

.06

.21

3.26***

감독

.05

.04

.07

1.13

합리적설명

.11

.06

.12

1.88

애정

.09

.06

.10

1.43

과잉간섭

-.15

.06

-.17

-2.74

과잉기대

.06

.05

.07

1.20

학대

-.11

.06

-.11

-1.76

방치

-.06

.07

-.06

-.91

감독

-.04

.04

-.05

-.89

합리적설명

.06

.05

.07

1.06

애정

.02

.06

.02

.26

청소년

과잉간섭

.15

.05

.17

2.97

문제행동

과잉기대

-.09

.05

-.10

-1.81

학대

.16

.06

.16

2.64**

방치

.19

.06

.21

3.15**

죄책감

-.14

.05

-.14

-2.67

종속변인

청소년
문제행동

죄책감

독립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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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

t

***

**

R2

2
abjR

F

.17

.15

9.50***

.15

.13

8.19***

.19

.17

9.36

**

**

***

이응택․이은경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단계를 유

=.20이며 회귀모형은 1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

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7%였다. 2단계

며 3단계에서는 β =.17이며 19%의 설명력으로 총

에서는 아버지 과잉간섭(β =-.17, p <.01)만이 죄

β =.03이 감소하였고 설명력은 2% 증가하였다. 한

책감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2단계를 유의하게 설명

편 Sobel test 결과 z =2.49, p <.01으로 나타나 죄

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5%였다. 3단계에서는 아버

책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과잉간섭(β =.17, p <.01), 학대(β =.16, p

<.01), 방치(β =.21, p<.01)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머니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정적영향을 미치고 죄책감(β =-.14, p<.01)은 청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소년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또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어머니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19%였다. 하지만 1, 2, 3단계 모두에서 아버지 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표3>을 살펴보

잉간섭만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과

면 1단계에서 어머니 과잉간섭(β =.12, p <.05), 학

잉간섭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

대(β =.17, p <.001), 방치(β =.14, p <.05)가 청소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β

년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단계를

표 3.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1

2

3

종속변인

청소년
문제행동

죄책감

B

SE

β

감독

-.06

.05

-.08

-1.26

합리적설명

-.02

.05

-.03

-.40

애정

-.04

.06

-.04

-.56

과잉간섭

.10

.05

.12

1.97*

과잉기대

-.04

.05

-.05

-.86

학대

.18

.06

.17

2.90

방치

.13

.07

.14

2.02*

감독

.13

.05

.17

2.80**

합리적설명

.11

.05

.13

2.11*

애정

.14

.06

.16

2.17*

과잉간섭

-.01

.05

-.01

-.11

과잉기대

.08

.05

.09

1.71

학대

-.17

.06

-.16

-2.79**

독립변인

t

-.04

.07

-.05

-.65

감독

-.04

.05

-.06

-.93

합리적설명

-.01

.05

-.01

-.16

애정

-.02

.06

-.02

-.31

청소년

과잉간섭

.10

.05

.12

1.96

문제행동

과잉기대

-.03

.05

-.04

-.67

학대

.16

.06

.15

2.56

방치

.13

.07

.14

1.96

죄책감

-.12

.06

-.1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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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jR

F

.15

.13

8.38***

.23

.21

13.97***

.16

.14

7.95

**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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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5%였다. 2단

Anserment, 2000).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계에서는 어머니의 감독(β =.17, p <.01), 합리적 설

감독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명(β =.13, p <.05), 애정(β =.16, p <.05)이 죄책

한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고정자, 2005; 김헌수, 김

감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학대(β =-.16, p

현실, 2000; 장영희, 1999; Wasserman, Miller,

<.01)는 죄책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inner, Jaramillo, 1996). 즉,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
과 지도는 청소년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2단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23%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핵가족화, 부모의 부재

다.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학대(β =.15, p <.05)만

및 맞벌이로 인한 부모역할의 부재 등과 같은 사회

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죄책감(β

현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부모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

=-.12, p <.05)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에서는 어머니 학대만이

두 번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죄책감과의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정이 높을수록 죄

16%였다. 하지만 1, 2, 3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

책감이

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어머니 학대로 어머니

Hetherington & Martin(1972)과 Zahn-Waxler &

학대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분

Kochanska(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β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적 정서발달

=.17이며 회귀모형은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

3단계에서는 β =.15이며 16%의 설명력으로 총 β

와 어머니의 방치는 죄책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02의 감소를 보였고 설명력은 1% 증가하였다. 한

이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편 Sobel test 결과 z =2.37, p <.01으로 나타나 죄

있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낮고 원인을

책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황은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유사하게 최혜
순(1993)의 연구에서도 권위적인 양육방식과 애정

논 의

철회의 양육방식을 사용한 부모의 자녀는 낮은 수준
의 도덕성 발달을 보이는 한편, 애정적이고 유도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

인 방법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는 죄의식이 높고

육태도, 청소년 문제행동 그리고 죄책감의 관계를

잘못의 시인이 즉각적이고 이타적 성향이 높다고 보

살펴보고, 죄책감이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

고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일 수록 도덕적

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

발달수준이 높아지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성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그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청소년 문제

러나 방임과 같은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이 높을수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낮은 수준의

록 청소년 문제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도덕성 형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자기 반성적 사

결과는 부모 애착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성향이 높아

고를 돕는 죄책감의 발달을 위해 부모와의 애정적인

진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김인숙, 이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경님,

2004;

안혜원,

2007;

황숙영,

Pierrehumbert, Miljkovitch, Plancherel,

2006;

세 번째, 죄책감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Halfon,

죄책감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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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택․이은경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죄책감의 관련성

수 있었다(강영주, 김은주, 2006; 김미진, 1997; 배

을 밝힌 기존 연구들(하영희, 2004; 한세영, 2007;

문주, 2004; 류설령, 1999; 서미경, 2003; 한지선,

Tangney,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

2008).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문제행동은 죄책감이 높을수록 그 잘못된 행동을 교

대한 기대가 다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정하고 반성하면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줄어드는

행동으로 의뢰된 청소년의 경우 상담자는 부모상담

반면 죄책감이 낮은 경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

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행동이 반복되거나

의 차이를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게 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네 번째, 아버지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아버지 과

긍정적 수용과 공감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일깨

잉간섭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

워 줄 수 있는 교육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

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격이나 폭행 등 자신의 문

과잉간섭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제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행

하지만,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죄책감 발달

위결과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

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

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두 번째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죄책감과 같은

과는 죄책감이 부모의 설득형 훈육방식과 금지행동

도덕적 정서 발달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훈육과

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도덕성

(하영희와 김경연, 2003)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전

발달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각각 차이가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세히 구분하지 못

있음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

교육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이 청

세 번째는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소년의 죄책감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

음을 알 수 있다.

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

다섯 번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 학대와

제행동과의 관계, 죄책감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부분매개역

계에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10~20%로 나타났다.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대가 많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 양육태도

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어

가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죄책감이 문제행동에

머니의 학대가 청소년의 죄잭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의

고, 이로 인해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도 있음을 의

미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폭력적인 모습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통해 자녀들은 폭력행동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영향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죄책감과 관련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하여 부모 양육태도 외에 애착, 개인의 인지적 기능,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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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좀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

더 다양한 변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43.

두 번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묻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는 설문지 즉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기에 정

: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확한 부모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5(1), 35-56.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과 부모

김미정 (2005).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

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사용함으로 연구의 정확성을

동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 번째,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비행 청소

김미진 (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

년들과 일반 청소년들 간의 어떠한 경로모형이 나오

정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네 번째,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척도를 TOSCA-

김민선 (200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과

adol을 사용하였는데,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척

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

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척도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척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김소명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수치심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및 죄책감의 상관성 연구 : 일반 청소년 쉼터

다섯 번째, 매개효과 검증을 하는데 있어 본 연구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검증을 하였다. 후
속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

석사학위논문.
김윤희 (2001). 부모갈등이 아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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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Guilty
Lee, Eungtaek

Lea, Eunkyoung

Kimpo Youth Counselling Center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ed effect of guilty in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r this study, 355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A Correlation, multi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to test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of adolesce and guilty.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parent
attitude, guilty,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were related positively. Futhermore father's overprotection and mother's abuse effect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partially mediated by guilty.
Therefore, perceived parent attitude directly influenc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but also influenc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through guilt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parenting-attitude, guilty, proble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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