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7 － 

KISEP Original Articles 소아소아소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청소년정신의학청소년정신의학청소년정신의학 제제제제12권권권권  제제제제2호호호호  2001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2：：：：237~244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 행동의 연관성* 

-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ASSOCIATION BETWEEN THE PERCEIVED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MALE ADOLESCENTS 

 

문  유  선**†·김  도  훈*** 

 

Yoo Sun Moon, M.D.,
**†

 Do Hoon Kim, M.D.
***

 

 

요  약：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인

에서의 여러 정신 병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그 관계가 정신적 및 

신체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임상 집단에서 이루어 졌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연

관성을 문제 행동군과 정상 행동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남자 고둥학생 중 정신

건강 문제가 없었고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 147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행태 척도와 문제 행동

척도 점수를 나타내는 한국판 Youth Self Report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문제 행동척도 점수로 나누어 본 문제 행동군과 정상 행동군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정도가 문제 행동군에서 높았으며, 어머니의 과보호는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

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봄으로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행동군을 예

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예방될 수 있음이 시사

된다.  
 

중심 단어：청소년·양육태도·문제행동. 

 

 

서     론 
 

청소년기는 심리적, 정서적 및 행동적으로 급변하는 시

기로 가족 내에서도 자주 갈등을 자아낸다.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다양한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

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 자녀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

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와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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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모-자녀 갈등은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s with hyperactivity), 반항장애(oppositional 

disorders) 등과 연관되어 있다1). Rey와 Plapp은 행동

장애와 반항장애를 가진 임상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할 

때 환자군에서 정상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잉 보

호적이고, 또한 부모의 돌봄과 관심 정도가 낮다고 보고

하였다2).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족이 공격적인 비행 

청소년과 그 부모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되었다3).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자녀 문제로 정신

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의 특징으로는 주장하려는 

자세4), 의사소통 능력 결여5), 복종과 자율성에 대한 완

고한 신념6), 부정적인 정서 상태7),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낮은 친밀감8) 등이 있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

년기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 집단에서 청소년기와 성

인 초기(4년 뒤)에 문제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문제

행동 점수가 높았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

행동 점수가 높았다9). Bornstein과 O’Neil은 정신병리

가 있는 환자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부모를 보다 부정적

이고 양가적(ambivalent)으로 그리고 원초적인 개념으

로 자각한다고 하였다10). 또한 Halverson은 부모에 대

한 기억이 현재의 정동(affec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1),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외통제신

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12). 또한 불안 신

경증은 부모의 관심 부족 및 과잉 보호와 상관이 있고13), 

우울증은 부모의 관심 부족과 어머니의 과잉 보호와 상관

이 있으며14), 건강 염려증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상관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15), 정신병리 형성에 아동기 및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일역을 담당함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자살을 시도했던 젊은 여성에서는 자각한 부모

의 관심이 낮고 과잉 보호 정도가 심하였다16). 부모-자

녀 관계가 자녀의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 분열

형 인격장애와 경계형 인격장애 환자에서 모두 부모의 관

심 정도를 낮게 자각하였다17). Rodriguez Vega 등은 역

기능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은 성인에서 친밀한 대인 관

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8)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부모-자녀 

관계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부모의 양

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 뿐 아

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러 정신병리와 대인관계에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

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청소년 클리

닉에서 Godkin 등19)은 청소년이 자가 보고한 부모의 양

육태도를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선별검사로 사용될 수 있

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

제 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신질

환으로 이미 진단되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20).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일

반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정신건강

의 관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정신건강과의 연

관성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남학생들에서 살펴

보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상군과 문제 행동군으로 나누어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의 차이 및 문제행동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단면적 연구로서 문제행동 평가척도 점수가 높은 문제 

행동군과 정상 행동군으로 나누어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연관성을 조

사하였다. 
 

1. 연구대상 

서울시내 및 경기도에 위치한 3개 남자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한 반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무기명으

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들 중 정신병리로 인해 정신

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고 현재 양친 모두와 함

께 살고 있는 남학생에서 설문을 성실히 완성한 147명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는 1996년 5월에 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 시

간에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기 위하

여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사용하였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Youth Self Report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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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1)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는 Parker 등

(1979)21)이 고안하였으며, Gamasa(1987)22)에 의해 

개정된 문항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23)으로 표준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PBI는 25문항으로(돌봄 문항 12개, 과

잉보호 문항 13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피검자는 

16세 이전까지 자신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

억하여 각 항목에‘아주 그랬다’ 3점,‘그랬다’ 2점,‘안 

그랬다’ 1점,‘전혀 안 그랬다’ 0점의 4개 평점척도로 평

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결합에 작용하는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부모결합과 왜곡

된 부모의 결합의 4가지 형태,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

봄(care)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측정한다. 

여기서 과잉보호의 비정상적 점수 상승은 어린 시절에 부

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1. Sociodemographic data 

 Normal  
N=62 

Abnormal  
N=85 

Total  
N=147 

Age(yr)    
Mean±SD(range) 17.34±0.63 17.24±0.59 17.28±0.61(16-19) 

Number of family  
Member     

Mean±SD(range)  4.31±0.69  4.36±0.78 14.34±0.74(3-7) 
Father education(yr)    

Mean±SD(range) 13.89±3.34 14.41±2.76 14.19±3.02(0-16) 
Mother education(yr)    

Mean±SD(range) 12.68±3.38 12.88±3.40 12.80±3.38(0-16) 
Father’s occupation   N (%) 

Yes 61(98.4) 84(98.8) 145(98.6) 
No  1( 1.6)  1(21.2) 142(21.4) 

Mother’s occupation    
Yes 17(27.4) 22(25.9) 439(26.5) 
No 45(72.6) 63(74.1) 108(73.5) 

Monthly family income(10,000won)    
≤100 13(21.0) 49(10.6) 422(15.0) 
100–200 21(33.9) 33(38.8) 454(36.7) 
200–300 19(30.6) 27(31.8) 446(31.3) 
≥300  9(14.5) 16(18.8) 425(17.0) 

Religion    
Yes 46(74.2) 64(75.3) 110(74.8) 
No 16(25.8) 21(24.7) 437(25.2) 

Grade    
Very high(>10%) 11(17.7) 49(10.6) 420(13.6) 
High(10-30%) 13(21.0) 19(22.4) 432(21.8) 
Intermediate(30-70%) 21(33.9) 35(41.2) 456(38.1) 
Low(70-90%) 12(19.4) 14(16.5) 426(17.7) 
Very low(<90%)  5(18.1) 48(49.4) 413(28.8) 

Number of close friends    
0  1(11.6) 42(42.4) 143(22.0) 
1  2(33.2) 43(43.5) 145(23.4) 
2-3 19(30.6) 28(32.9) 447(32.0) 
<4 40(64.5) 52(61.2) 492(62.6)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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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판 Youth Self-Report 

청소년 자기 보고서(Youth Self Repor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

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Achenbach(1991)24)가 개

발한 Youth Self-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

를 오경자 등(1997)25)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

하였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행동적 및 신체적 건강의 문

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

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요인으로 구

분하고, 전체 문제행동 증후군을 합산한 것이 총 문제행

동의 점수이다.“나는...”문항에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

을 3점 평점척도에 답하게 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0~2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점(매우 심하다), 1점(가끔 보

인다), 0점(전혀 없다)로 평점하게 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7.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

였다. 

1) Youth Self-Report의 임상적 기준점(cutoff point)

인 71점을 기준으로 정상 행동군(YSR 71점 미만)과 문

제 행동군(YSR 71점 이상)으로 나누어19) 두 군에서 부

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는데, 각각 아

버지와 어머니의 과잉보호 및 돌봄 정도에 따라 4군으

로 분류하여 각각을 t-test로 비교하였다.  

2)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와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동거 가족 수, 부모의 교육 정도, 어머니

의 직업 유무, 주택소유 유무, 종교 유무, 학교 성적 정도, 

친한 친구 수를 보정하여 시행하였다.  

3) 부모-자녀 결합 형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17.28±0.61세였으며 Youth 

Self Report 점수(71점)에 따라 분류한 정상 행동군과 

문제 행동군 간에 연령, 동거 가족 수, 부모의 학력, 부모

의 직업 유무, 주택소유 유무, 종교 유무, 성적, 친한 친구 

수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문제 행동군과 정상 행동군 간에 행동문제 점수 비교 

Youth Self Report 점수를 70점을 기준으로 총 문제

행동 점수가 높은 문제 행동군(57.8%)과 정상 행동군

(42.2%) 간에 총 문제행동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93.01±19.65점과 54.60±13.27점으로 양 군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3. 문제 행동군과 정상 행동군 간에 부모-자녀 결합 형태 

점수 비교 

부모-자녀 결합 형태 점수를 어머니 과보호, 어머니 

돌봄, 아버지 과보호, 아버지 돌봄으로 세분하여 문제 행

동군과 정상 행동군 간에 비교하였다(Table 2). 아버지 

과보호, 아버지 돌봄, 어머니 돌봄은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과보호 점수가 문제 행동군에서 정상 

행동군보다 높았다(p<0.05). 
 

4. 문제행동 정도와 부모-자녀 결합형태의 연관성  

문제행동 정도와 부모-자녀 결합형태 점수(어머니의 

과보호, 어머니의 돌봄, 아버지의 과보호, 아버지의 돌봄) 

Table 2. Comparison between Normal and Abnormal YSR groups 

Normal YSR(<71) 
N=62(42.2%) 

Abnormal YSR(≥71) 
N=85(57.8%) 

 

Mean SD Mean SD 

YSR* 54.60 13.27 93.01 19.65 
Mother PBI* 39.34  5.86 41.72  7.06 
Mother overprotection* 19.47  4.99 21.41  4.99 
Mother care 19.87  3.57 20.31  3.94 
Father PBI 36.68  6.24 36.15  6.67 
Father overprotection 18.82  3.78 18.68  3.14 
Father care 19.87  3.57 17.47  4.67 
YSR：Youth Self Report,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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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행동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인자

들(동거 가족 수, 어머니의 직업 여부, 아버지의 교육정

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종교 유무, 자택 소유 여부, 성적)

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어머니의 과

보호(26.1%)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었다. 
 

5. 부모-자녀 결합 형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들과 

부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과 어머

니의 과보호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특히 어

머니의 과보호는 정신병리가 있다고 진단 받은 적이 없

었던 남자 청소년에서 문제행동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서 작용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을 겉으로 표출

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없으며 또한 친어머니, 친아버

지 모두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집단에서도 그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문제 행동

군이 147명 중 85명(57.8%)이었다.  

또한 문제 행동과 연관성이 높은 인자는 어머니의 과

잉 보호적인 태도이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과잉통제, 

과잉간섭 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지역사회에 거

주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 문

제행동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과잉 

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신 병리

와 연관이 있다는 과거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

다2)15)16). 또한 Grolnick와 Ryan(1989)은 어머니의 참

여가 자녀의 성취, 유능감, 행동적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

었으나 아버지의 참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26)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동재 등(1993)27)도 어머니의 돌봄

이 많고 과보호 정도가 적었던 집단에서 어머니의 돌봄

이 적고 과보호 정도가 많았던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신경증, 신체화 등 여러 정신병리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정신

적 및 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은 대부분 정신병리가 진단된 임상 집단에서 부모-자

녀 관계와 정신병리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이들의 문제 행

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 결합형태에 따라 행동문제가 

내재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28), 청소년의 행

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즉 친한 친구 

수,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등을 

보정하여도 부모-자녀 결합형태 중 특히 어머니의 과보

호가 남자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표출되기 전에도 

청소년이 자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동 문제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가 보고서 하위척도와 부모자녀 결합 형태간

에 상관관계를 본 결과에서는 공격성 하위 척도만이 어

머니 과보호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거부적

이거나 과잉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공격성의 발달과 유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YSR subscales and Parental Bonding Instrument 

 With-
Drawn 

Somatic 
complaints 

Anxious/ 
Depressed 

Social 
Problem 

Thought 
problem 

Attention 
problem Delinquent Aggressive 

Total 
behavior 
problem 

Mother          
MO -0.078 -0.042 -0.161 -0.001 -0.113 -0.051 -0.029 -0.225* -0.180 
MC -0.055 -0.080 -0.102 -0.041 -0.019 -0.134 -0.121 -0.059 -0.050 

Father          
FO -0.065 -0.017 -0.069 -0.024 -0.069 -0.040 -0.025 -0.019 -0.015 
FC -0.107 -0.065 -0.130 -0.017 -0.138 -0.034 -0.053 -0.122 -0.121 

MO：mother overprotection, MC：mother care, FO：father overprotection, FC：father car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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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29)30). 이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어머니 과보호

가 일차적으로 먼저 청소년의 내적 공격심을 증가 시키

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즉 청소년에서 어머니 과보

호 같은 문제요인이 증가하거나 지속될 때 공격성 이외

에 다른 하위 척도들과도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된다.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발

병 전에 예방하는 것은 앞으로의 건전한 가정생활 및 사

회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

요하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단될 정도로 아직 

심각하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들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intervention)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만

을 측정하였으므로 자료가 일방적일 수 있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자녀가 자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실제 

양육 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부모의 양육태

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지

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외국에서 사용하였던 Youth Self Report의 기준점을 사

용하였으므로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자녀 결합태도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행

동 문제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미리 조기에 알아 봄으로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군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향후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육되고 실천

된다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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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THE PERCEIVED PARENTING AND  
BEHAVIOR PROBLEMS IN KOREAN MALE ADOLESCENTS 

 

Yoosun Moon, M.D., Do Hoon Kim,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College of Medicine, Chunchon 
 

Objectives：Dysfunc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s have been associated with various mental and 
conduct disorders in adolescence and mental problems in adulthood as well. Most studies have done in 
clinical settings and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community settings. This study is done to compare the perceived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between problem behavior group and those of non-problem behavior group in male adole-
scents. 
Methods：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7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ho do not have 

any known mental or conduct disorders and live with their real parents.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nd 
Youth Self Report were administered to evaluate the perceived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Results：There wer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mother overprotection in problem behavior group 

when comparing to non-problem behavior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other 
overprotection and problem behavior when adjusting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mother’s job, pa-
rents’ education level, grades, and religion. 
Conclusion：The parenting such as mother overprotection can be helpful to predict the problem 

behaviors in male adolescents, and appropriate parenting may prevent various problem behaviors in mal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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