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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aturally occurring parent groups form by using

Schaefer’s two axes of affection–rejection and autonomy–control, it also aim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ent group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A total of 201 kindergarten

children between the age of 3 to 5 and their parents were given a questionnaire

in order to investigate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teachers measured their peer competence. SPSS 18.0 was used and

clustering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different parenting attitudes. The

first fathers’ group was named the lacking-affection group, the second was the

democratic-reception group, the third was the ignorance group and the last was

the rejection group. For mothers' groups, the first was named the rejection

group, the second was the autonomous-control group and the third was the

reception-respect group.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of each group had a

considerable difference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peer competence. This study was dedicated in deriving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role of parents by investing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naturally occurring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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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모는 자녀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동안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

의식적으로든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정, 2012). 특히 영․유아는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지각과 정서, 감각, 기억, 기대 등을 포함

하여 대상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그 대상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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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김진숙, 2007). 정신 분석이론에서는 어머

니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후기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윤운성, 정정옥,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Rohner, 1991). 이는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 자아개념 등 전반적인 유아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김이영, 2014), 오랫동안 지속된 연구과제가 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30년

동안 연구하여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하였는데, 서로 대립되는

두 축의 4변인은 이후에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Baumrind(1971)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였는가에 대한 온정성과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얼마나 확고

한 규칙과 기준을 가지는가에 관한 통제의 정도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

모, 허용적 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에 Rohner(1991)는 애정적 태도와

수용차원의 온화함, 거부차원의 적개심, 공격성, 냉담, 무시, 일관적 거부의 양육태도로 나누었다

가 수용, 거부 척도에 자녀의 통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부모 양육태도 분류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76)이 수용-거부, 자율-통

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구분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65)의 양

육태도에 근거하여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

화 시켰다. 또한 최정혜(2015)는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에 의하여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무관심적 양육태도로 유형화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부모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유형에서만 분류되고 이해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으로

는 분류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모특성에 따른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즉 부모의 양

육태도가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 4변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만 낮거나, 반대로 애정

적 태도만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분류된 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각 군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지금의 부모양육

태도 군집을 분류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격과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정서발달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Greengerg & Stephan, 1983). 유아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며, 상황에 맞는 정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3).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

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김송자, 2002).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표현양식으로 정서와 관련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인 패턴 혹은 스타일이다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정서표현성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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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성의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Parker, 2006; Halberstadt et al., 1995), 정서표현성의 정

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얼마만큼 자주 표현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표

현을 많이 할수록 정적·부적 정서표현성이 높다(한영민, 2005)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합리적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전효선,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냉담/

무시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결과(박소은, 남은영, 201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정/애

정적인 양육태도의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반면에, 어머니가 공격적/적대적 양육태

도를 보이고 거부적일 때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희, 유연옥, 최성열,

2014).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관련된 정서표현성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정윤경과 박보은(2010)

의 어머니 정서의 표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군집분석이 있

는데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날 때 자녀와 친밀감 높은 양육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은 높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의 관계

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에 대한 각각의 연구(김명숙, 2008; 박상

임, 2014; 서혜린, 이영, 2008; 오지현, 2010;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 두 변인이 다른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김경숙, 2015; 전혜

경, 2014; 최주영, 2015; Demham,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접

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양육태도 유형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연구대상

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대하여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과 함께 유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인은 또래 관계이다. 현

대 사회는 취업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일찍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져서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래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즐거운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유능감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이지희, 2008). 유아기에 또래관계에

서 성공한 유아들은 대체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며, 타인의 감정 신호에 민감

하게 반응하고 공감을 잘 하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과 문제해결력이 증가한다(박지영, 강성단, 권

영숙, 2010; Burleson & Kunkel, 2002; Hermann, 1997).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여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은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로

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Asher,

Renshaw, & Hymel, 1982)이다.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성향, 선생님의

역할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김민선, 김진성, 2011; 문혁준, 2000; 이진희, 2013; Dekovic & Janssens, 1992)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면 유아의 사교성을 포함한 또래 유능성이 높지만,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육태도는 또래 거부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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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남숙, 2011; 이지원, 1999; Chen, Rubin, & Li, 1997).

이와 같이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에 의해 분류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연발생적인 부모의 양육태

도 군집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서 유아의 또래 유

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Schaefer(1959)의 어머니 양육행동

4가지 하위요인, 즉 애정적 태도(affectional attitude), 거부적 태도(rejecting attitude), 자율적 태도

(autonomic attitude), 통제적 태도(controling attitude)에 따라서 어떤 하위 집단들이 형성되는지 군

집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다양한 특성들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높다 혹은 낮다로 측정하여, 각각 차원에서 부모특성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복합

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은 어렵다(조유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군집을 나누어 탐색하고, 나

누어진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부모의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보이는 다양하고 복합적

인 특성에 따른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부모 양육태도 군집의 연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정서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파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2개, 유치원 3개, 서울시 소재의 어린이집 2개를 선정하여

만 3~5세 유아 460명과 그의 부모 920명, 유아의 담임교사 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에 대한 질문지는 부모가 직접 평가하였고,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질문지는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예비조사는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에 걸쳐 파주시 어린이집 1개의 유아 3세 20명, 4세

20명, 5세 20명의 부모와 담임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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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8월 27일에 걸쳐 대상의 부모에게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 질문지를 배부하고, 유아 460명의 담임교사에게 또래유능성에 관한 질문

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26부(70.8%)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부모 모두 작성한 질문지 238부

중에 최종적으로 유효한 질문지 2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0.2%, 여아가 49.8%

이고, 연령은 만 3세가 18.9%, 만 4세가 44.3%, 만 5세가 36.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

연령은 만 36~39세(39.3%)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만 31~35세(39.8%)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7.0%,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가 28.4%, 대학교 졸업이 51.2%, 대

학원 졸업이상이 13.4% 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11.4%,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가

35.3%, 대학교 졸업이 43.8%, 대학원 졸업이상이 9.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27.4%였으며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업이 10.9%로 동등하

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주부가 62.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3.9%, 사무직이

10.4%, 기타 6.5%, 판매/서비스업, 생산직/시간제 근로자, 관리직은 3% 이하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1)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만 30세 이하 8(4.0%) 16(8.0%)

만 31-35세 378(18.4%) 80(39.8%)

만 36-39세 798(39.3%) 68(33.8%)

만 40세 이상 778(38.3%) 37(18.4%)

학력

고졸 이하 14(7.0%) 23(11.4%)

전문대 졸업/대학 중퇴 57(28.4%) 71(35.3%)

대학교 졸업 103(51.2%) 88(43.8%)

대학원 졸업 이상 27(13.4%) 19(9.5%)

직업

무직/주부 1(.5%) 126(62.7%)

생산직/시간제 근로자 7(3.5%) 5(2.5%)

판매/서비스업 22(10.9%) 6(3.0%)

사무직 71(35.3%) 21(10.4%)

관리직 22(10.9%) 2(1.0%)

전문직 55(27.4%) 28(13.9%)

기타 23(11.4%) 13(6.5%)

자녀 성별
남아 101(50.2%)

여아 100(49.8%)

자녀 연령

만 3세 38(18.9%)

만 4세 89(44.3%)

만 5세 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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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Beaker(1964)의 연구와 국내의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자율적 태도의 4가지 태도로 나누어지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은 총 48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애정적 태도

는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도 자주 한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관한 12문항으로 되어 있고, 거부적 태도는 ‘나는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의 표현을 묻는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통제적 태도는 ‘나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한다고 생각 한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

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 등에 관한 12문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자율적 태도는 ‘나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다’와 같이 자녀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의 경우, 통제적 태도 Cronbach's α = .73, 거부적 태도

Cronbach's α = .73, 애정적 태도 Cronbach's α = .79, 자율적 태도 Cronbach's α = .65이다.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 태도 Cronbach's α = .65, 거부적 태도 Cronbach's α = .73, 애정적 태도 Cronbach's α

= .81, 자율적 태도 Cronbach's α = .63이다.

2) 부모의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Halberstabt, Cassidy, Stifer, Parke 그

리고 Fox(1995)가 제작한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

민(2005)이 번역한 후 수정한 도구로써,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이다. 각 문항은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를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은 총 4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 일을 잘 했을 때 칭찬 한다’와 같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3문항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표현 한다’와 같이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성

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의

경우, 긍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α = .87, 부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α = .82,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α = .84, 부정적 정서표현성 Cronbach's α = .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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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또래 유능성

본 연구의 질문지는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신뢰도 검증 후 그대

로 사용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관한 질문은 각각 5문항으로 되어있고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방식으로 반응

하도록 되어있다. 사교성요인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친 사회성요인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요인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윤정원, 2015). 본 연구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요인을 합하여 전체 또

래 유능성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전체 또래 유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유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유능성의 전체 점수의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 .92이고, 사교

성 Cronbach's α = .91, 친사회성 Cronbach's α = .87, 주도성 Cronbach's α = .90이다.

3.조사절차

본 연구 자료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교사가

부모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하는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2015년 6월 19일

부터 2015년 6월 2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타당성, 적합성을 알아보고 질문지

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8월 27일에 걸

쳐 선정된 대상의 부모에게 실시하였는데,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1차로 360명의 유아와 부

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중 상당수가 아버지 질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 질문지만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로 다른 유아보육기관의 유아 100명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460명의 유아와 그의 부모에게 시행하게 되었다.

4.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기본경향을 살피기 위해 기술적 통계

를 시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Wards의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이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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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기술통계

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3.15점(SD = .46), 거부

적 양육태도가 2.45점(SD = .45), 애정적 양육태도가 3.66점(SD = .44), 그리고 자율적 양육태도가

3.45점(SD = .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3.24

점(SD = .40), 거부적 양육태도가 2.58점(SD = .40), 애정적 양육태도가 3.79점(SD = .44), 그리고 자

율적 양육태도가 3.37점(SD = .35)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점수들 간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는 낮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높은 편

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중간 이상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은 3.48점(SD = .30)이었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3.57점(SD = .2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서표현성은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또래 유

능성은 3.38점(SD = .62)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인 기술통계 (N=201)

영역(척도 점수) 평균(M) 표준편차(SD)

아버지의 양육태도(5점)

통제적 양육태도 3.15 .46

거부적 양육태도 2.45 .45

애정적 양육태도 3.66 .44

자율적 양육태도 3.45 .34

어머니의 양육태도(5점)

통제적 양육태도 3.24 .40

거부적 양육태도 2.58 .40

애정적 양육태도 3.79 .44

자율적 양육태도 3.37 .35

아버지 정서표현성(5점) 3.48 .30

어머니 정서표현성(5점) 3.57 .25

자녀의 또래 유능성(5점) 3.38 .62

2.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화 분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1단계에서 위계적 군집분석(hierachical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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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이 있으나 Wards의 공식이 가장 흔히 사용됨)을 먼저 실시한 후 ‘군집화 일정표

(agglomeration schedule)’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군집수를 정하고 이때 나온 각

군집변인들의 중심점(centroids 혹은 seed points)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1단계에서 정해진 군집

수를 바탕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대표적인 방법이 K-평균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군집

의 중심점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1)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화

아버지 양육태도의 군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4가지 양육태도 점수를 이용하여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에는 62명(30.8%), 군

집 2에는 57명(28.4%), 군집 3에는 36명(17.9%), 군집 4에는 46명(22.9%)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

다(표 3 참조).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해 군집변인인 4개의 양육태도들

점수를 표준화하였고(평균 = 0, 표준편차 = ±1), 그 결과를〔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의 경우 통제적, 거부적, 자율적 태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애정적 태도는 낮아서 애정결

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높으면서 거부적 태도는 낮은 집

단으로 자녀에게 민주적으로 대하고, 높은 애정으로 자녀를 수용하면서 적절한 통제를 하는 집

단이므로 민주적 수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경우 통제적, 거부적 태도는 낮으면서 애

정적, 자율적 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거나 낮지 않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의 경우 거부적 태도만 높고 나머지 통제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

는 비교적 낮아서 거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나타난 4개 군집의 양육태도 수준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양육태도 모두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표 3 참조). 마지막으로 군집변인별로 어느 군집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적 태도의 경우 군집 1(애정결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민주

적 수용 집단), 군집 4(거부 집단), 군집 3(무관심 집단)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적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Scheffé애정결여 집단 민주적수용집단 무관심 집단 거부 집단

(n=62) (n =57) (n =36) (n=46)

통제적 양육태도 .76(3.50) .14(3.21) -1.16(2.61) -.30(3.01) 53.52*** 3 < 4 < 2 < 1

거부적 양육태도 .73(2.78) -.70(2.13) -.90(2.05) .59(2.72) 74.37*** 2, 3 < 1, 4

애정적 양육태도 -.08(3.63) .95(4.08) .01(3.66) -1.07(3.19) 72.11*** 4 < 1, 3 < 2

자율적 양육태도 .39(3.58) .56(3.64) -.03(3.44) -1.20(3.04) 57.22*** 4 < 1, 3 < 2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괄호 안은 비 표준화된 평균 점수.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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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경우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4(거부 집단)가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와 군집 3(무

관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의 경우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3(무관심 집단), 그리고 군집

4(거부 집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버지의 군집별 표준화된 양육태도 점수

2)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화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군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4가지 양육태도 점수를

이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에는 87명(43.3%), 군집 2에는 62명(30.8%), 군집 3에는 52명(25.9%)

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해 군집

변인인 4개의 어머니 양육태도 점수를 표준화하였고(평균 = 0, 표준편차 = ±1), 그 결과를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의 경우 거부적 태도만 높고, 나머지 통제적 태도와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는 낮아서

거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통제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높으면서 거부적 태도

는 높거나 낮지 않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대립되는 통제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통제· 자율 병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의 경우 애정

적, 자율적 태도는 높지만 통제적, 거부적 태도는 낮은 집단으로, 아버지 집단과 비교하여 거부적

태도나 통제적 태도가 더욱 낮고 자율적 태도가 특히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허용하는 집단이므로 수용과 존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난 세 개 군집의 양육태도 수준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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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양육태도 모두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참조). 마지막으로 군집변인별로 어느 군집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적 태도의 경우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가 군집 1(거부 집단)과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거부적 양육태도의 경우 군집 1(거부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의 경우 군집

2(통제· 자율 병행 집단)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군집 1(거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

로 자율적 태도의 경우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 군집 1(거부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Scheffé거부 집단
통제·자율

병행 집단
수용과 존중 집단

(n=87) (n =62) (n =52)

통제적 양육태도 -.36(3.10) 1.03(3.65) -.62(2.99) 92.80*** 1, 3 < 2

거부적 양육태도 .54(2.79) .08(2.61) -1.00(2.18) 62.01*** 3 < 2 < 1

애정적 양육태도 -.82(3.43) .60(4.06) .66(4.08) 106.82*** 1 < 2, 3

자율적 양육태도 -.68(3.13) .33(3.48) .75(3.63) 60.08*** 1 < 2 < 3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괄호 안은 비 표준화된 평균 점수.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군집별 표준화된 양육태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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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과 3개의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각각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있어서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참조). 어느 군집에서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에는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가 군집 3(무관심 집단)과 군집 4(거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군집 1(애정결여 집단)이 군집

2(민주적 수용 집단)와 군집 3(무관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지각한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경우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군집 간 차이 검증 결과 (N=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Scheffé
애정결여집단 민주적수용집단 무관심 집단 거부 집단

(n =62) (n =57) (n=36) (n =46)

M SD M SD M SD M SD

긍정적 정서표현성 3.56 .42 3.59 .35 3.32 .39 3.13 .38 16.01*** 3,4 < 1, 2

부정적 정서표현성 2.66 .45 2.29 .44 2.27 .36 2.53 .43 10.00*** 2,3 < 1

자녀의 또래 유능성 3.45 .69 3.39 .58 3.34 .53 3.31 .65 .47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있어서 군집

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참조).

<표 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군집 간 차이 검증 결과 (N=201)

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Scheffé
거부 집단

통제·자율

병행 집단
수용과 존중 집단

(n =87) (n =62) (n =52)

M SD M SD M SD

긍정적 정서표현성 3.54 .35 3.81 .30 3.81 .31 17.59*** 1 < 2, 3

부정적 정서표현성 2.68 .36 2.62 .37 2.40 .32 10.36*** 3 < 2, 1

자녀의 또래 유능성 3.32 .59 3.40 .70 3.45 .56 .7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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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군집에서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

한 결과, 우선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

단)이 군집 1(거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적 정서표현성은 군집 1(거부 집단)과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단)가 군집 3(수용과 존중 집단)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지각한 자녀의 또래 유능성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

도 군집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하여 자연 발생적인 부모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모

양육태도 군집을 유형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해보고,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 따라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특성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군집

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의 민주적 수용 집단, 애정이 부족한 애정결여 집단, 자녀 양육에 관여도가

낮은 무관심 집단, 거부적 태도가 특징인 거부 집단의 4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

육태도 군집은 가장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수용과 존중 집단, 통제와 자율의 상반된 두 축의 하

위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난 통제·자율 병행 집단, 그리고 거부 집단의 3개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 양육태도의 각 군집과 아버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살

펴본 결과, 아버지 4집단과 어머니 3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집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아버지 군집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 관계와 양육태도의 특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면, 군집 1의 애정결여 집단은 부모 양육태도 하위 특성 중에서 통제적, 거부적, 자율적 태도는

높고 애정적 태도는 낮은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통제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결여 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자

녀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기보다는 높은 정서표현으로 심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통제를 받은 자녀는 자아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된

다(박정은, 2002). 비교적 많은 대상(30.84%)이 애정결여 집단에 속했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아버

지가 이러한 양육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덕적 교육자로서의 아버지가 바람직

한 아버지라고 믿는 보수적인 아버지가 많다(이숙현, 2006)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군집 2의 민주적 수용 집단은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높은 집단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높

게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낮았다. 민주적 수용 집단은 부모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보

이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quilino & Supple, 2001; Cheng & Furnham, 2004,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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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친밀

감을 가지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권영아, 2002;

김길자, 2006; 배문주, 2005).

군집 3의 무관심 집단은 4가지 하위 요인이 모두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무관심한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러한 무관심 집단의 아버지는 정서표현성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정서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논

의는 어려우나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일반적인 정서표현 경향성도 낮다는 결과로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사랑을 느끼

는 롤 모델이 되어 주지 못하여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녀와 정서적

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이영환, 2008; 허영림, 2006)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

지영(1997)은 자녀의 정서 불안의 주원인이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힘들

어 할 때 아동을 돌보고 놀아주며 어머니와의 심리적인 융합을 풀어주고 분리개별화를 돕는 대

상으로 아버지(Mahler, 1975)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양과 함께 정

서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

군집 4의 거부 집단은 거부적 태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서 민주적 수용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 집단의 아버지는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가장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

은 비교적 높았다. 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표현하는 사람의 욕구나 상대방의 약점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부적 태도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Kilpatrick, Bissonette, & Rusbult,

2002)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아버지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높은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거부적인 아버지는 자녀

와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양육을 소홀히 하며 자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진숙,

2007), 그 원인으로는 아버지의 직업 여건, 아내 또는 자녀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 일 중심과 성취

지향적인 사고(김미정, 2010; 이미아, 2012; 이영환, 2008; 허영림, 2006)등 여러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원인으로는 파악될 수 없지만, 거부적인 아버지가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높이고 자녀와 애정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 운영이 자유로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자녀와 함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가족 놀이 프로그램과 실제적인 자녀

양육방법이나 아버지의 신념이 변화될 수 있는 부모교육 등이 포함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태도 각 군집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1의 거부 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장 낮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손상희(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유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불안감

을 갖게 하며(우수경, 정영숙, 2003),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에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시키고 사

회적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Seligman, 2007; Turner & Harris, 1984). 그러므로 거부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보일 수 있다(Buschgens et al., 2010)는 것이다. 다른 군집에 비하

여 많은 수의 어머니(43.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하는데 심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253

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

움은 어머니의 발달사에 따른 성격특성, 부모와의 애착관계 경험,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다(김혜순, 2014; 이강이, 채진영,

2009; 전춘애, 박성연, 1996; Belsky, 1984: Goldberg, 1990). 그러므로 자녀양육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심리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군집 2의 통제․애정 병행 집단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를 모두

보이는 경우로써, 애정을 주면서도 때로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허용적으로 대하지만 때로

는 반대로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시하며 제한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

집 2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목표가 높은 어머니가 정

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즉 평소에는 허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

이지만 평가와 높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통제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가 높은 포부수준을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부지런히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배민정, 정윤경,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군집 3의 수용과 존중집단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매우 높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장 낮았

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수용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손상희, 2013; 송아람, 2006; Seligman, 2002)와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만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보인다(김정은, 신유림, 2015). 자녀에

게 애정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자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부모양육태도 군집에 나타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성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부모집단으

로 민주적 수용 집단과 수용과 존중 집단이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고, 거부집단의 부

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일반적인 정서표현 경향성이

정적, 부적인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수용

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김송자, 2002; 배민정 2008; Denham, 1989; Rohner, 1991)

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표현성에 관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 양육태도 군집 1(애정결여 집단)과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 2(통제․자율 병행 집

단)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히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

들이 부모의 훈육이나 태도가 일관성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지각

한다는 김진아와 한귀례(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종순(2003)은 자기애적 성격특성

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이 높고 지배성, 간섭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기중심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부모는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과하게 표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시대적 배경에

서는 최고를 지향하는 경쟁적인 양육태도나 신념을 가진 부모가 많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를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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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정서표현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임미옥, 2006), 다시 자녀의 정

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특징적인 것은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는 애정결여 집단이 제일 높았고 무관심 집단

이 제일 낮았다.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통제·자율 병행 집단이 가장 높았고 거부 집단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가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최정혜(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압적인 외부통제는 자녀로부터 즉각적

인 복종은 얻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자기통제를 방해하고 때로는 반항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신영아 2007; Lepper, 1983). 또한 아동은 부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를 더 많

이 경험하게 되는데(전숙영, 2007), 부모의 정서에 따라서 통제수위가 상황마다 달라진다면 자녀

는 더욱 더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대할 때 자녀는

불안감이 적고 낯선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김기예, 2006; 박법실, 1987). 자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안정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 통제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부모 양육태도 군집

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각 군집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교성은 상관관계가 낮고(박두미, 2004),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지 못한다(손혜련, 1996)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선희, 2015; 이진희, 2013)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군집에서도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확인하지 못하

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양육태도 유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모의 정서표현에서 높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나타났으므로, 부모의 정서표현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래 유능성에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또래관계 관리전

략이나 중개감독, 조언행동 등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작용하여(노은선, 2010) 양육태도의 영향

이 감소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측정했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한다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

로, 각 군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에서 아버지 64,6%,

어머니 53.3%가 고학력이고 안정된 직업군에 속해있으므로 자녀에게 풍부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

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물리적 환경이 풍부하고 학습도구가 다양한 경우, 이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또래집단에서 놀이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며 또래 유

능성이 높아진다(이수화, 2011). 따라서 다양한 탐색활동경험은 유아가 교육기관의 수업활동에서

유능성을 발휘하여 교사의 평가를 높이고, 전체적인 또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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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양문정, 2014)연구도 있지

만,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면 또래관계에서 주도성 및 인기가 많고(박범실, 1987;

김정아, 2010)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면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

(김정신, 1999; 신명숙, 2007)는 선행연구과 같이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각 군집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임교사의 주관성이 개

입되거나 또는 여러 유아를 동시에 평가하는 양적 부담감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올바른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신뢰성 높은 측정을 위하여 담임교사의 평가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부모나 보조교사의 평가, 관찰 등을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측정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군집을 나누어 특징적인 면에

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접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중요성

을 밝히는 연구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편중성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

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표현성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가에 대한 비교평가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서의 유형, 적절성, 강

도, 적대감, 분노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정서표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관해서는 교사의 경력 등을 포함하여 역량평가가 먼저 이루어지

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군집분석은 추후 확인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각 군집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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