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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군군군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자자자녀녀녀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과과과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본 연구는 군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그들의 문제 행동 및 정서 상태와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써,군인 가족에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충남 소재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2007년 10월 27일에 실시하였고,총 266부가 최종 분
석되었다.자료 분석은 SPSS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들의 평균 전학횟수는 평균 3.6회였고,아버지와 별거율은 30.8%에 달

했다.음주 경험율은 41%,흡연 경험율은 7.9%,포르노그래피 경험율은 32%,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은 10시간 이내가 91.3%,가출 충동 경험율 64.6%,가출 경험율은
15.8%,자살 충동 경험율은 49.6%로 나타났고,우울/불안 점수는 평균 19.83이었다.
2.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 118.69(±13.74)로 어머니의 양

육태도 평균 117.99(±14.81)보다 높았으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모
양육태도 하부 개념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애정
적이나,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더 자율적이고,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58.36(±10.98)으
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평균 56.73(±10.5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적으로 보고하였다.
3.학년이 높을수록,우울/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점수가 높았고,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문제행동 점수
가 낮았다.
4.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학교생활의 즐거움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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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이 개방적일수
록 우울/불안 점수는 낮았다.
5.문제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우울/불안에는 차이가

없었다.학년이 올라가면서 우울/불안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음주경험과 포르노
그래피 경험을 제외한 문제행동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아버지의
부재는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
나,전학횟수가 0-2회인 경우보다 3회 이상인 경우에서 우울/불안 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또한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서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6.흡연 경험,가출충동경험,가출경험,자살충동경험,인터넷 중독은 정서 상태

(우울/불안)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7.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비성취적,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아지고,우울/불안은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부모 양육태도의 하
부 개념 중 특히 합리-비합리 차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우울/불안과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군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 정도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고,잦은 전학과 아버지의 부
재가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본 연구에 참여한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수와 학교생활의 즐
거움,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었다.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친구관계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
해주고,부모를 대상으로는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을 제공해 준다면,군인 가족이 갖고 있는 안정성과 함께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
를 형성과 청소년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군 청소년자녀,양육태도,부모 자녀 의사소통,문제행동,정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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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청소년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장래에 대한 기초를 다져나가는 중요한 시기이
나,발달기적 갈등으로 인해 불안,죄책감,적개심,우울 등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
한 감정을 과격하고,충동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유경 외,2006;Kim,
2004).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발간한 청소년 백서(김현철
외,2006)에 따르면,일반청소년 48.6%,위기청소년 85.9%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청소년 흡연율은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11.6%,학교별로는 실업계고
등학생 23.5%,부모동거형태별로는 비 친부모가정 14.5%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가출 청소년은 전체 가출자의 28.8%를 차지했는데,여자 청소년이 보다
많이 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중학생들의 고위험 건강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54%의 대상자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흡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
우가 거의 20%를 차지하였으며,성적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24.7%,
포르노그래피를 본 적이 있다고 한 대상자가 70%에 달했다(고유경 외,2006).많
은 청소년들이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음주나 흡연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또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또 다른 문제행동,특히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나 다른 물질남용을
할 경우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Brener& Collins,1998;Rashad & Kaestner,
2004).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한데 특히 음주 행동에 있어서 부

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
향을 준다고 하였으며(Kandel,1986),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을 때 마리화나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심한 음주와 흡연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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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ishion& Loebes,1985).특히,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실체 부모의 양육보다
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 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Stice&
Chassin,1995),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흡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Wynne,1997).
청소년기에 신체적 심리적 성숙과 함께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

가 강해지면서 부모세대와의 불화가 심하며,서로에 대한 역할기대와 가치가 달라
지므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 의사전달을 하게 된다.이렇게 부모가 자
녀에 대해 부정적 의사전달을 하게 될 때 자녀는 또 다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김윤희,1989).실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는 공통적
으로 역기능적 대화양식으로 예전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는 방식,서로의 잘못으
로 미루는 방식,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는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한국 청소년 상담원,2000).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김경화,1989;김수현,2003;민하영,1991;
장미숙,2000)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인가정의 경우,계급과 지위에 의한

획일적 생활강조,근무지 이동에 따르는 잦은 이주,장기간 임무 수행 시 출퇴근
곤란,격오지 근무에서 오는 소외감 등으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
기 어렵고,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강진희,1999;박경영,
1990;박영숙,1994;정현호,1994;Jolly,1992).특히,군인 가정에서는 잦은 이동에
따른 자녀교육을 그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Jolly,1992).중학생의 경우 군인자녀가 일반자녀에 비해 3회 이상 전학율이 2.5배
이상 높았으며(정금화,2004),자주 전학하는 아동은 전학하지 않거나 가끔 전학하
는 아동에 비해 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정서적 사회적 발달장애를 경험하게 되며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주고 교우관계 및 학업성취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강학성,1999;이윤규,2003;이은희,2001).이러한 이유로 군인 아버지는 정상적
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일정기간 타 지역에 거주시키고 자신만
근무지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부대근무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에 일정기
간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의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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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나타난다(강진희 1999;구정아,1990).박영배(1991)의 연구에서 군인
가정에서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 등 가정의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부족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일시적인 결손가정형태의 가정환경

에서 성장하고 있으며,잦은 전학과 같은 특수한 교육적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갈
등과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
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이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정서 상태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토
대로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군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특성,문제행동 실태 및 정서 상태를 파악한다.
2)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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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나는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유안진,1982).본 연구에서는 임선화(1987)가
애정-적대,자율-통제,성취-비성취,합리-비합리의 4개 하부개념에 총 40문항으로
재편성한 ‘부모 자녀 양육 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222...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

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의식이나 태도,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을 말한다(민하영,1991).본 연구에서는 김윤희(1989)가 개방형,폐쇄형의 2개 하
부개념에 총 20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33...문문문제제제 행행행동동동
문제행동은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서보다 다수인이 보여주는 행동 경향과 다른

비정상적인 반응형태를 보여주는 성질 또는 행동을 말하며 그와 같은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반사경향이거나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은 일회성 반응은 포함
하지 않고 동일한 환경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와 같은 반응이 반복되는 행동 경향
을 말한다(오경자,1997).본 연구에서의 문제행동은 음주 2문항,흡연 2문항,포르
노그래피 3문항,인터넷 중독 8문항,가출충동경험 1문항,가출경험 1문항,자살충
동경험 1문항을 포함하여 총 18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44...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정서는 특정한 내외적 변인들에 대해서 경험적,생리적,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거나 습득된 동기적 경향을 말한다(Carlson,1980).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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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서 중에서 가장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우울/불안
은 외로움을 잘 타고,잘 울며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등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행동을
의미한다(오경자,1997).본 연구에서의 정서 상태는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한
K-YSR중 우울/불안 척도 총 9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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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 태태태도도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자이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
모이다.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키우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외

적인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가정의 사회적 수
준,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구성된다(Watson,1965).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일반적
인 태도로서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는 반응양식(유영설,2000)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
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
각한 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진은영,2001).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자율성 및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부모는 청소년인 자녀와 친밀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친밀감은 부모가 수용적이고,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며,청소년과의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인 통제보다
는 합리적인 설명과 격려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따라서 부
모는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며,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녀의 성장,특히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된다.또한,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
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cker,1964;우
명숙,2003)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유안진과 서봉연(1982)은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불안,우울,초조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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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신경질적이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과 사회적 열등감을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반면에 부모가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순종적이고 민감하고 예의가 바르지
만,자신감이 결여되고 용기가 없다.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받은 자녀는 반항적,
수동적 아동이 되며,책임감,성취감도 상실하게 된다.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사
회성이 발달하고 협동적이며 친절하고 충성심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그러
나 거부적인 부모의 자녀는 잔인한 성격의 아이가 되기 쉽고,반항적이며 반사회
적인 행동을 하며 공격적이라고 밝혔다.Constanzo& Woody(1985)는 부모의 간
섭적인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전이시키고 자녀의 자아발달의 기
회를 제한하며,개별화과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이현만과 한성희(1996)
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우울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부모의 돌봄
이 적고,과보호가 높은 집단이 우울성향과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김보
경과 민병배(2006)는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잉보호가 자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Anderson(1988)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신체적 증상을 내재화 문
제행동으로,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싸움,비행 등을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Constanzo& Woody(1985)는 과잉 통제된 아동은 외부세
계에 대처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위축됨으로서 내면화 문제행동에 처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Rubin& Mills(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거부와 압력을
행사하는 양육태도로 인한 불안정한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내현화된 장애와 관
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문미영(2001)은 내재화 문제행동 집단이 비교 집단
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 낮게 지각 되었고,과보호를 더 높게 지각하였음을 발
견하였다.또한 Brian,Olson& Shagle(1992)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아동은
내재화된 문제를 경험하고 반면에 행동적 규제가 불충분한 아동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으며,Rey& Plapp(1990)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를 애정이 없고 간섭이 심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
음을 보고하였다.Frude(1984)와 Sturge(1982)는 비행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실제적인 훈육에서 엄격하며,긍정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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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훈육 시 폭력적이고 비판적이며,소극적,비 일관적이고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
을 강화하며 친사회적인 행동은 무시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Webster-Stratton& Herbert,1994).Campbell등(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잉
통제와 처벌적인 양육행동은 현재 아동의 행동증상을 넘어서 이후에 외현화 장애
나 반사회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민병근,이길홍,김헌수(1981)등은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수록,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부모가 덜 헌신적
일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하영희(2003)는 부모의 양
육태도가 엄격하고 애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서
찬란(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일 때 그리고 체벌
에 있어서 정당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적대적이
고 통제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조계연(2006)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정의 건
강한 심리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억제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공격성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르며,이러
한 아버지의 역할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Parke,1981),아버지와 어
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Lambetal,1985).또
한,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자아개념,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신춘자,1992;장영지,1995),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신란영,1995;이학옥,1998;임선화,1987)과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학옥,1998),
진로태도(임정하,1994)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그 외 아버지 아
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
구들(김희주,1997;오미경,1990;조계연,2006;조혜선,1998;Lamb,1994)에서 확
인된 것처럼,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부와 모를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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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이러한 여러 연구들의 부모 양육태도 분류 요인을 살펴보면,대부분 수용,거
부,자율,통제,애정,적대,민주,독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
랑,2003),수용적․애정적․자율적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으로,거부적․통제적․적대적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
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
서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조계연,2006;하선애,2007).

BBB...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의사소통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
이나 전달과정에 관한 것이다(Hawkins,1980).즉 ‘무엇이 말하여 지는 가’보다는
‘어떻게 말하여 지는 가’에 대한 것이다.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밀접한 감
정교류,가치,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
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자신의 느낌,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개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관계의 개선 및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방문희,1992),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가족원들
간에 서로의 감정,사고,가치관 등을 주고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
고,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노정화,2002).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감정,느낌,생각,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

하는 상호작용의 수단이자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으로써,부모와
자녀 서로 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해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청소년 자
녀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선,
1996;민하영,1991).Barnes와 Olson(1985)은 가족적응력,결속력 평가도구와 부모-
청소년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년기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잘 유



- 10 -

지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결속력,적응력,가족의 만족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따라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
립하려는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 간의 의견차이
가 심하다.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청소년은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좋은 의사소통 관계는 하나의 사회적 지
지로 작용하여 가정 내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적절
히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청소년기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거리감 있
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및 통제력의 약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지
도의 기회부족으로부터 형성된다(노정화,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신자은(2002)은 부모의 비난,평가,혼란,회유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모든 유형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는 양면성과 정적상관
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부모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안정성과
사회성이 높아지고 충동성은 낮아지며(김미애,1997),아버지와 자녀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최홍규,2000).
한편 아버지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한 집단이 우울성향이 높
고(임점숙,2000),소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영신,2003).이중적 의사전
달,자녀를 비난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 등은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주어 부모
와의 갈등과 비행 혹은 정신질환을 유발한다고 한다(장호선,1987).김윤희(1990)는
비행 청소년과 모범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행군의 부
모-자녀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비행 청소년을 선도 및 치료
하기 위해서는 가족 체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적응능력을 증진
시켜야 하며,가족체계의 기능 및 자녀의 행위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가족의 결속과 개방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또한 민하영(1991)은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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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소년 비행이 부모와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및 통제
력 약화,바람직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으로부터 형성되므로 가족원간의 심리적인
유대 강화 및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역할 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
주분(1994)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자녀를 조건 없이 존중하며,어른으
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와 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아
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긍정
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최상숙(1993)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에서 대화시간이 많을수록,대화의 일치정도,화제가 다양할수록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1997)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개방
적으로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였고,부모와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노정화(2002)의 연구에서 문제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여학생의 경우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어머니와 대화시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하선애(2007)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요즘 청소년 문제가 되는 있는 인터넷 중독도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덜 개방적이며,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청소
년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옥,2006;박시혜,2002)고 하였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정,1996;민하영,1991;이은아,2000;정명희,
1988;정세용,1994)가 있는 반면,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
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김주분,1994;박은주,1994;신의정,1995;정유미,
1997)도 있었다.부모 어느 한쪽과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미
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문제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
므로 부모 모두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각한 형태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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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제
시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CCC...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나날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 및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과 불안을 갖고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문제행동
혹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신의정,1995).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학교나 가
정,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하며(전혜경,1986),청소년기
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독립성을 추구하며 심리적 격동과 부정적,반항
적 경향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게 되어 청소년은 일
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다(백미숙,2000).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

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 청소년 학회(1996)의 연구조사결과,지
난 30일 중 6일 이상 습관적으로 음주를 한 비율은 남자가 6.7%,여자가 3.4%로
남자가 더 높았고,20일 이상 심하게 마신 비율 또한 남자가 더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인 46.6%와 고교 3학년의 대부분인 91.5%가 술을 마셔
보았고,특히 남학생은 중2에서 고1사이에 음주율이 급증하였으며 여학생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서 음주율이 급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국 청소년 개발
원(이종원,2001)연구 자료에서,청소년 5000명의 실제 문제행동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전체 청소년의 약 70%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었고,음란/포르노물 열람은
57%,흡연율은 33.7%,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은 27.2%로 나타났으며,가출,자살
시도 및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는 10%미만이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발행한 청소년 백서(김현철 외,2006)에 따르면,일반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율은 36.6%,위기청소년의 최근 음주율은 67.8%로 조사되었고,전혀
술을 안 마신다는 응답은 일반청소년은 51.4%,위기청소년은 14.1%로 나타났다.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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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기는 일반청소년은 중2와 중3이 44%,위기청소년은 중1과 중2가 57.1%로 주
로 중학교시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흡연율은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11.6%,학교별로는 실업계고등학생 23.5%,부모동거형태별로는 비 친부모가정
14.5%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최초 흡연 시기에 대해 중2라는 응답이 22.5%
로 가장 높았고,중3,중1,초등 4~6학년 순으로 나타나 흡연 역시 중학교시기에 시
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청소년의 고위험 건강 행위에 대한 보고에서는 54%
의 대상자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흡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거
의 20%를 차지하였으며,성적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24,7%,포르노그
래피를 본 적이 있다고 한 대상자가 70%에 달했다(고유경 외,2006).
문제행동은 행동적,심리적으로 동질적인 몇몇의 하위 집단적 특성이 있기 때문

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지는 행동들을 묶어 문제행동을 유형화하는 시도들이 이
루어져 왔다.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분류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아동용 행동
평가 척도(CBCL:ChildBehaviorChecklist)의 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을 내재화,외
현화 문제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Achenbach,1991b),우리나라
에서는 오경자 등(1997)에 의해 표준화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청
소년 자기행동 평가(K-YSR)가 이용되고 있다.Ross(1979)는 문제행동을 자아 심리
적 접근방식을 이용해 자아통제능력에 따라 충동적,비 사회화된,사회화된 비행
으로 구분을 하였으며,Hetherington& Stovwie(1971)는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형
성되는 성격 역동적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을 사회화된 공격적,신경증적,비 사회
화된 정신 병리적 비행으로 분류하였다.Quay(1987)의 연구에 의하면,문제행동을
비 사회화된 공격성,사회화된 공격성,주의결손,불안-위축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신의정(1995)은 문제행동을 반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의 두 가지
로 나누어보았는데,반사회적 행동이란 법률,규칙,도덕적 규범 등에 위반되는 행
동으로서 질서를 파괴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동을 칭하며,비사회적
행동이란 남과 어울리지 않고 공상하거나,불안해하며,자폐증이나 등교 거부 등
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고성혜(1995)는 문제행동을 지위비행,폭력비행,약물
비행,성비행,재산비행,질서비행으로 구분했고,김준호(1993)는 지위비행,폭력비
행,재산비행,도피비행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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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문
제행동으로 분류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대체로 법률적 기준과 도덕 및 사회규범
기준이다.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법률적 문제행동으로,도덕 및
사회 규범적으로 문제시 되는 행동을 규범적 문제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성택
외,2001).이종원(2001)은 규범적 문제행동을 '표출형 문제행동(귀걸이 착용,머리
염색,짙은 화장)','유흥/풍속형 문제행동(음주,흡연,성인용 술집 출입,나이트클
럽 출입,성인용 노래방,비디오방 출입,음란/포르노물 열람,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인터넷 중독)','권위도전형 문제행동(부모,교
사에 대한 반항,용돈 유용,무단 결석,무단 외박,가출,컨닝,가족 돈/카드 유
용)'으로 구분하였고,법률적 문제행동은 '폭력/절도형 문제행동(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상점 절도,공공기물 파손,타인에 대한 폭행,패싸움,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동,친구 따돌리기)','성비행형 문제행동(성매매,강제적 성관계,고의적인
신체접촉,사창가 배회)','도피형 문제행동(자살시도,마약복용,환각약물 흡입)'으
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적응력은 양쪽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는데,다시 말하면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적응력이 낮아지며 또한 적응력이 낮으면 문제 행동
을 더 많이 하게 된다.Burnset.al(2004)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력과 물질남용,흡연,성행위,그리고 폭력성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청소년들의 문제 행동과 적응력에 모두 유의하
게 관련된 요인 중 하나는 가정환경,특히 부모와의 관계이다.Sarbijeetet
al(2004)은 결손 가정의 청소년의 60%이상이 문제 행동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보고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자제력이 높고 또래들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문제 행동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문제 행동과 우울과의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Kwak,Yoon과 Mun(1993)의 연구에서 남학생,여학생
모두의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 변인으로 우울을 보고하고,Chang,Lee와
Min(1985)의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우울 점수가 정상 청소년들의 우울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국외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일수록 우울 성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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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고유경
외,2006;Conger& Peterson,1984;Cho,1991).
고유경 외 (2006)의 연구에서 중학교 청소년의 고위험 건강 행위,적응력,우울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우울 정도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생활수준
이 높을수록,대화정도가 많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위험 건
강행위와 우울,적응력과 관련된 변수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와의 대
화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Kim(1998)의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그리고

성행위가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한 가지 문제 행동을 하는 청
소년은 그 외의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부분의 청
소년들이 또래와 같아지기 위하여,또는 호기심으로 흡연이나 음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흡연과 음주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또 다른 위험행위인 성적
경험을 증가시키게 된다(고유경 외,2006).
고유경 외 (2006)의 중학교 청소년의 고위험 건강 행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와 흡연,포르노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지고,성적이
높을수록 흡연 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
와의 대화 정도는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대화의 감소는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으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부모는 청소년
과의 대화의 창을 유지하고,변화를 관찰하여 그들의 고위험 행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DDD...군군군인인인 가가가정정정의의의 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수수수성성성

군인 자녀 교육의 특수성을 일반 사회인의 자녀 교육과 비교하면 그 근본 개념
에서는 동일하나 자녀 교육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민간인 자녀
들에 비하여 군인 자녀들은 엄격한 계급적 서열관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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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녀들 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직업군인의 특수한 근무 환
경과 그 요인들에 의하여 군인 자녀들은 잦은 이사나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생활
을 해야 하는 등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교육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
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양영순,1995).
직업군인인 아버지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표,계급적 권위,집단의 결속성

등의 사회문화적 조직특성 속에서 생활한다.또한 계급과 지위에 따른 획일적 생
활강조,근무지 이동에 따르는 잦은 이주 및 자녀교육의 문제,장기간 임무 수행
시 출퇴근 곤란,격오지 근무에서 오는 소외감 등 일반사회의 어떤 직업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직무환경의 특성으로 일반가정과는 다른 생활양상을 보
이고 있다(선순규,1996).이에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기 어렵고,자
녀 교육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며(강진희,1999;박경영,1990;박영
숙,1994;정현호,1994;Jolly,1992)또한 간부의 주번근무,비상소집,영내대기,장
기간 야외훈련,초과근무 등 불규칙적인 근무가 빈번하여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관
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따라서 가족의 행사나 결정해야 할
일에 있어서도 주로 배우자들이 결정하게 되므로 모성 중심의 가정 분위기가 만
들어진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군인 아버지는 자녀교육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일정기간 타 지역에 거주시키고 자신만 근
무지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부대근무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아버지
의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서 결손가정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
다(강진희 1999;구정아,1990).박영배(1991)의 연구에서도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 등 군인 가정의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이 미진하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아버지 부재현상의 심각성은 장기적인 청소년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강진희,1999).
군인 가정에서는 잦은 이동에 따른 자녀교육을 그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Jolly,1992).하사관은 근무 기간 25년간에 평균
2-3회 정도 이동을 하는 반면,위관급 장교는 근무기간 8년간에 평균 5-6회,영관
급 장교의 경우 19년에 12-13회의 주거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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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의 경우 1-2년에 한번정도 주거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창숙,2002).
중학생 일반자녀의 경우 전학횟수가 0-2회는 75%,3회 이상은 25%인 반면,군인
자녀의 경우에서는 0-2회가 34%,3회 이상이 66%로 군인자녀가 일반자녀에 비해
3회 이상 전학율이 2.5배 이상 높았으며,전학횟수가 0-2회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
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중학생과 부정적으로 지각한 중학생이 우울점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으나,전학회수가 3회 이상 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울점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금화,
2004).군인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기간 동안 평균 3.9회의 잦은 전
학 경험으로 인해 또래관계 및 학업에도 어려움을 주어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나
타날 수도 있으며(구정아,1995),군인가정과 일반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군인가정의 학생이 학급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만국,1983).따라서 이러한 잦은 전학은 자녀에게 정서적․사
회적 발달장애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강학성,1999;이윤규,2003;이은희,2001;
McCubbin,Dahl& Hunter,1976).
군 간부의 부모-자녀 간 별거율은 30%에 이르고 있는데(심재정,1992),이러한

정도의 별거율은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높은 것이어서 군인자녀
는 아버지의 부재에 의한 정서적인 발달의 불안정,사회적응능력의 미숙함,욕구
불만 등을 나타내며 이는 남학생 아이들의 경우에 사회적 일탈이나 비행문제가
여자들이나 별거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박재하 외,1990).
이처럼 군인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일시적인 결손가정형태의 가정환경에
서 성장하고 있으며,잦은 전학과 같은 특수한 교육적 환경으로 인한 내외적 심리
적 갈등과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문제 행
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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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정서 상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111...표표표본본본수수수 결결결정정정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low effects size＝.18,
power＝.80,유의수준 α＝.05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power
analysis를(Cohen,1988)시행한 결과,최소 250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간 내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66명을 표본으로 정하
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는 한국의 군 청소년 자녀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충남 G시에 소재하
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자녀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이 지역을 택한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육,해,공군 부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군인 자녀인 청소년
대상자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충남 G시 Y중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혼성학
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865명이고 그 중 군인 자녀가 약 98%를
차지한다.표본은 Y중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자녀 중에서 각 학년별로 3개 학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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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학급의 300명을 편의 표출하였으나,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66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종승․오성심(1982)이 제작한 것을 임선
화(1987)가 반복되는 문항을 간추려 재편성한 ‘부모 자녀 양육 태도 지각검사 질문
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본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자율-통제,
성취-비성취,합리-비합리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고,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
로 양극화하였다.4개의 하위영역의 양육태도는 차원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으
로,긍정적 문항 22개,부정적인 문항 3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4단계 평정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마다 부․모를 구분하여 긍
정적인 문항인 경우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그렇지 않다'는 2점,'그렇다'는
3점,'매우 그렇다'는 4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점수는 각 차원마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
지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태도의 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즉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가 애정,자율,성취 합리적인 방향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458명을 대상으로 한 임선화(198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76이었

고,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222...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도구를 국내에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이 도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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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
개의 하위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20개의 항목은 개방형 10문항과 폐쇄
형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서 각각 1-4점의 범위로 나타나며,총점
은 폐쇄형을 역산하여 20-80점 범위로 나타난다.개방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
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하며 폐쇄형은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전체점수는 폐쇄형의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
활함을 의미한다.
Olson등이 1841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이 개방형 .87,폐

쇄형 .78,총 척도 .88이었고,277가족을 대상으로 한 김윤희(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개방형 .82,폐쇄형 .72,총 척도는 .86을 얻었다.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개방형 .93,폐쇄형 .90,총 척도는 .92였다.

333...문문문제제제 행행행동동동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고유경 등(2006)의
고위험건강행위 도구,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인터넷 중독 진단척도,한
국 청소년 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이종원,2001)에서 연구
된 자료를 참고로,음주 2문항,흡연 2문항,포르노그래피 3문항,인터넷 중독 8문
항,가출충동경험 1문항,가출경험 1문항,자살충동경험 1문항을 포함한 총 18문항
을 구성하였다.음주,흡연,포르노그래피 문항은 '없다','호기심으로 한두 번','한
달에 1-2회','일주일에 1-2회','날마다'로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각각 1-5점으로
점수화되고,인터넷 중독은 4점 척도로 각각 1-4점의 범위로 나타나며,총점은
8-32점 범위로 나타난다.가출충동경험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로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1-3점으로 점수화하고,가출경험과 자살충
동 경험은 1-4점으로 점수화하였다.전체 문제행동 총점은 14-58점의 범위로 나타
나며,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본 연구에서 음주,흡연,
포르노그래피, 가출충동경험, 가출경험, 자살충동경험에 대한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은 .62,인터넷 중독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은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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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1991b)가 개발한 문제행동 측정도구를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한 K-YSR중 우울/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총 9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서 각각 1-4점의 범위로 나타나며,총점은 9-36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우울/불안 측정도구
Cronbach α 값은 .82였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자료 수집 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자료 수집을 위해 2007년 10월 27일 충남 G
시에 위치한 Y중학교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1,2,3학년 각각 3개 학급
씩 총 9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해당 학급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
과 응답 요령을 설명하고 조회시간에 각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program(version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행동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정서 상태,부모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은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또한,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 부-모 간 차이는 pairedt-test를 실시하였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부모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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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방법 간의 관계는 Pearson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부모 양육태도,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는 t-test,one-wayANOVA를 실시하였다.

5.문제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정서 상태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실시하였다.

6.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부 개념과의 관계는 PearsonCorrelation을 실시하
였다.

7.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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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45.5%(121명),여학생은 54.5%(145명)
이었으며,1학년은 34.2%(91명),2학년은 34.6%(92명),3학년은 31.2%(83명)이었다.
취미는 음악 감상/연주가 39.1%(104명)로 가장 많았으며,학교성적은 중위권인 학
생들이 과반수이상이었고(52.6%),형제자매 순서를 보면 첫째가 49.6%(132명),둘
째가 44.4%(118명)로 나타났다.
방과 후 어른이 집에 계시는 경우가 77.8%(207명)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현재

아버지와 거주하는 경우가 68.4%(182명),아버지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30.8%(82
명)이었다.현재 아버지와 별거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44%(39명),1년 미만
이 36.9%(31명),3년 이상~5년 미만 6%(2명)순으로 나타났으며,어머니와 거주하
고 있는 경우는 97.4%(259명)로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가 71.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계급은 영관급이 68.8%(183명)로 과반수이상이었고,소속은 육군

(45.9%),공군(30.8%),해군(21.4%)순으로 나타났으며,군복무 기간은 15년 이상이
69.2%(184명)로 가장 많았다.본인의 생활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
이 98.2%였으며,'하'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0.8%(2명)로 나타나,군 청소년 자녀들
이 본인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아버지의 학력
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90.3%,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86%로 부모 모
두 고학력을 나타냈으며,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4세,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6세이었다.
대상자의 전학 관련 특성은 본 연구에 포함된 총 266명의 중학생 중 90.9%(242

명)가 전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전학횟수는 0~2회가 30.5%(81명),3회
이상이 68%(181명)이며,평균 3.6회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전학한 시기는 초등학
교 6학년 때가 21.1%(56명)로 가장 많았고,전학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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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나타났다(41.4%).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2~4명이 58.3%(155명)
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는 '그렇다'54.9%(146명),'매
우 그렇다'31.6%(84명)로 거의 대부분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인식하고 있었다<표1>.

<<<표표표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 =266)

<계속>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여

121
145

45.5
54.5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91
92
83

34.2
34.6
31.2

취미

음악 감상/연주
TV시청
독서
운동
컴퓨터
게임
기타
무응답

104
54
23
36
20
10
15
4

39.1
20.3
8.6
13.5
7.5
3.8
5.6
1.5

학교성적
상
중
하
무응답

53
140
57
16

19.9
52.6
21.4
6.0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무응답

132
118
12
1
3

49.6
44.4
4.5
0.4
1.1

방과 후 어른이 집에 계시는지 여부
계심
안 계심
무응답

207
58
1

77.8
2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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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계속>

<계속>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현재 아버지와 거주하는지 여부
거주함
거주하지 않음
무응답

182
82
2

68.4
30.8
0.8

아버지와 별거 기간
(n=84)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6년 이상
무응답

31
39
5
2
9

36.9
44.0
6.0
2.4
10.7

현재 어머니와 거주하는지 여부
거주함
거주하지 않음
무응답

259
5
2

97.4
1.9
0.8

어머니의 직업
유
무
무응답

69
189
8

25.9
71.1
3.0

아버지의 계급

군무원
부사관
준사관
영관급
기타
무응답

21
33
7

183
10
12

7.9
12.4
2.6
68.8
3.8
4.5

아버지의 소속

육군
해군
공군
기타
무응답

122
57
82
2
3

45.9
21.4
30.8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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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계속>

<계속>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아버지의 군복무 기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
무응답

3
7
64
184
8

1.1
2.6
24.1
69.2
3.0

생활수준
상
중
하
무응답

72
189
2
3

27.1
71.1
0.8
1.1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무응답

18
105
135
8

6.8
39.5
50.8
3.0

어머니의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무응답

1
55
163
39
8

0.4
20.7
61.3
14.7
3.0

아버지의 연령
35-40세
41-45세
46-50세
무응답

48
147
57
14

18.0
55.3
21.4
5.3

어머니의 연령
35-40세
41-45세
46-50세
무응답

92
145
15
14

34.6
54.5
5.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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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계속>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총 전학 횟수
0~2회
3회 이상
무응답

81
181
4

30.5
68.0
1.5

전학으로 어려웠던 점

심리적으로 불안정함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음
학업성적과 관련
없음
기타
전학경험 없음
무응답

41
110
55
31
7
15
7

15.4
41.4
20.7
11.7
2.6
5.6
2.6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

0명
1명
2~4명
5명 이상
무응답

7
26
155
77
1

2.6
9.8
58.3
28.9
0.4

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28
146
84

3.0
10.5
54.9
31.6



- 28 -

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111...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대상자의 문제 행동 관련 특성은 <표2>와 같다.전체 대상자 중 음주 경험이 있
는 대상자는 41%(109명)이었으며,호기심으로 한두 번 마신 경우가 82.5%(90명)로
가장 많았고,술을 함께 마신 상대는 부모가 47.7%(52명)를 차지하였다.흡연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7.9%(21명)이었으며,이 중 대부분이 호기심으
로 한두 번 흡연을 한 경우에 해당하였고(76.2%),흡연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때
가 47.6%(10명)로 가장 많았다.전체 대상자 중 32%(85명)가 포르노그래피를 본
경험이 있었으며,포르노그래피를 본 횟수는 1~2회가 42.4%(36명)로 가장 많았고,
포르노그래피를 본다는 것을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57.6%(49명)에 해당하
였으며,포르노그래피를 주로 본 장소는 집이 77.6%(66명)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5시간 이내가 57.5%(153명)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인

터넷 중독 점수는 평균 14.83(±4.12)이었다.가출 충동에 대해 '가끔 그렇다'
58.6%(156명),자주 그렇다 6.0%(16명)로 응답하여 전체 대상자중 64.6%'(172명)가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제로 가출 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15.8%(41명)에 해당하였다.자살 충동에 대해 가끔
그렇다 44.7%,자주 그렇다 4.9%로 응답하여 전체 대상자 중 49.6%가 자살 충동
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는 2.3%(6명)에 해당하였다.

<<<표표표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N =266)

<계속>

변수 구분 빈도(명)퍼센트(%)

음주 경험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호기심으로 한두 번
없음

1
18
90
157

0.4
6.8
33.8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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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계속>

<계속>

변수 구분 빈도(명)퍼센트(%)

술을 함께 마신 상대
(n=109명)

부모
친척
이성친구
동성친구
혼자

52
11
8
32
6

47.7
10.1
7.3
29.4
5.5

흡연 경험
날마다
가끔
호기심으로 한두 번
없음

1
4
16
245

0.4
1.5
6.0
92.1

흡연 시작 연령
(n=21)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0
5
2
4

47.6
23.8
9.5
19.1

포르노그래피를 본 경험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181
36
22
5
22

68.0
13.5
8.3
1.9
8.3

포르노그래피 경험에 대해 부모님이
아시는지 여부
(n=85)

잘 모르신다
알고도 모른척 하신다
해당 없다

49
23
13

57.6
27.1
15.3

포르노그래피를 본 장소
(n=85)

집
친구 집
만화방
PC방
학교

66
15
2
1
1

77.6
17.6
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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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계속>

<계속>

222...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대상자의 정서 상태 점수의 범위는 최소 9점에서 최고 33점으로 나타났으며,평
균은 19.83(±5.09)이었다<표3>.

<<<표표표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평평평균균균 및및및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변수 구분 빈도(명)퍼센트(%)

인터넷 사용시간(일주일)

5시간 이내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153
90
17
4
2

57.5
33.8
6.4
1.5
0.8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94
156
16

35.3
58.6
6.0

가출 해 본 경험
없음
1번
2번
3번 이상

224
25
8
8

84.2
9.4
3.0
3.0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128
119
13
6

48.1
44.7
4.9
2.3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정서 상태 (N=266) 19.83 5.09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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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및및및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 118.69(±13.74)로 어머니의 양육태
도 평균 117.99(±14.81)보다 높았으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러나
하부 개념인 애정-적대(t=-4.07,p=.00),자율-통제(t=3.89,p=0.00),합리-비합리
(t=2.59,p=.01)의 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애정-적대 차원에서는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애정적이나,자율-통제 차원에서는 아
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더 자율적이고,합리-비합리 차원에서
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더 합리적으로 나타났다<표4>.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58.36(±10.98)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평균 56.73(±10.52)보다 높았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3.49,
p=.00).즉,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적
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표4>.

<<<표표표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하하하는는는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및및및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변수
아버지 어머니

t p
평균 표준

편차 범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양육
태도

애정-적대 30.78 4.69 15~40 31.78 4.78 14~40 -4.07 .00

자율-통제 27.82 3.66 15~40 27.06 3.71 16~37 3.89 .00

성취-비성취 30.09 3.95 20~39 29.82 4.00 20~40 1.45 .15

합리-비합리 30.00 4.72 13~40 29.33 5.02 13~40 2.59 .01

전체 118.69 13.74 82~151 117.99 14.81 74~150 1.00 .32

의사
소통
방법

개방형 27.27 5.96 10~40 28.68 6.35 11~40 -5.19 .00

폐쇄형 20.54 5.57 10~38 20.33 5.44 10~35 0.92 .36

전체 56.73 10.52 23~79 58.36 10.98 28~80 -3.4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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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111...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변변변수수수

<<<표5>와 같이 문제행동은 학년(r=0.16,p<0.01),우울/불안(r=0.37,p<0.01)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부모의 양육태도(부 r=-0.30,p<0.01,모 r=-0.28,p<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부 r=-0.35,p<0.01,모 r=-0.35,p<0.01)과는 부적인 상
관관계가 있었다.즉,학년이 올라갈수록,우울/불안 정도가 높을수록,부모의 양
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22...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우우우울울울///불불불안안안)))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변변변수수수

정서 상태(우울/불안)는 학년(r=0.15,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생활
수준(r=-0.14,p<0.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즉,학년이 올라갈수록,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우울/불안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2명뿐이어서,생활수준과 정서 상태(우
울/불안)의 상관관계는 그 유의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r=-0.14,p<0.05),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

(r=-0.34,p<0.01),부모의 양육태도(부 r=-0.20,p<0.01,모 r=-0.23,p<0.01),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 방법(부 r=-0.30,p<0.01,모 r=-0.26,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가 있었는데,이는 친구 수가 적을수록,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가 낮을수록,부모
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우울/불안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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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변변변수수수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성적(부 r=0.21,p<0.01,모 r=0.20,p<0.01),생활수준(부
r=0.20,p<0.01,모 r=0.18,p<0.01),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부 r=0.13,p<0.05,모
r=0.13,p<0.05)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즉,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생활수
준이 높을수록,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
로 지각하였다.그러나 생활수준을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2명뿐이어서,생활수준
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는 그 유의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또한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r=0.21,
p<0.01).

444...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변변변수수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생활수준(부 r=0.18,p<0.01,모 r=0.18,p<0.01),학교생
활의 즐거움 정도(부 r=0.18,p<0.01,모 r=0.16,p<0.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즉,생활수준이 높을수록,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였다.그러나 생활수준을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2
명뿐이어서,생활수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의 상관관계는 그 유의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또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였다(r=0.15,p<0.05).



<<<표표표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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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학년 ―

2.학교 성적 -0.06 ―

3.생활수준 -0.10 0.08 ―

4.전학 횟수 0.16**0.08 0.00 ―

5.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 -0.05 0.07 0.12* 0.04 ―

6.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 -0.06 0.09 0.17**-0.07 0.45** ―

7.아버지의 군복무 기간 0.09 0.07 -0.07 -0.01 -0.08 -0.04 ―

8.아버지와 동거 0.00 0.05 0.11 0.10 0.03 -0.03 -0.03 ―

9.문제행동 0.14*0.10 -0.09 0.01 0.05 -0.10 0.01 0.04 ―

10.정서 상태(우울/불안) 0.15*0.12 -0.14* 0.10 -0.14* -0.34** 0.10 0.09 0.37** ―

11.아버지의 양육태도 -0.02 0.21** 0.20**-0.03 0.10 0.13*-0.08 0.21**-0.30**-0.20** ―

12.어머니의 양육태도 -0.02 0.20** 0.18**-0.02 0.05 0.13*-0.02 0.04 -0.28**-0.23**0.68** ―

13.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0.04 0.10 0.18** 0.03 0.12 0.18**-0.05 0.08 -0.35**-0.30**0.76** 0.60** ―

14.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 0.01 0.15* 0.18** 0.02 0.05 0.16*-0.03 -0.06 -0.35**-0.26**0.55** 0.81**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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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군군군 자자자녀녀녀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및및및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성성성별별별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6>,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흡연 경험(t=2.35,p=.020)과 포르노그래피 경험이 더 많았고(t=4.81,p=.000),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았다(t=-2.17,p=.031).반면,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살 충
동 경험이 많았다(t=-2.94,p=.004).전체적인 문제행동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4.23,p=.000).
청소년 성별에 따른 t검정 결과<표6>,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부 t=-2.94,p=.004,모 t=-2.39,p=.017),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개방적으로 지각하였다(부 t=-2.46,p=.015,모 t=-2.28,p=.023).

<<<표표표666>>>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변수 남(n=121) 여(n=145) t p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 경험 1.50 0.67 1.48 0.61 0.25 .800
흡연 경험 1.17 0.54 1.05 0.25 2.35 .020
포르노그래피 경험 2.08 1.47 1.36 0.84 4.81 .000
가출 충동 경험 1.69 0.56 1.72 0.59 -0.33 .745
가출 경험 1.30 0.70 1.20 0.61 1.19 .232
자살 충동 경험 1.48 0.58 1.72 0.75 -2.94 .004
인터넷 중독 15.97 3.76 13.88 4.17 4.26 .000
전체 문제행동 25.19 4.95 22.40 5.25 4.23 .000
정서 상태(우울/불안) 19.45 4.68 20.16 5.40 -1.14 .256
아버지의 양육태도 116.02 13.16 120.93 13.86 -2.94 .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115.64 13.08 119.97 15.89 -2.39 .017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5.01 9.55 58.17 11.09 -2.46 .015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56.72 9.55 59.72 11.91 -2.2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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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학학학년년년

학년별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7>,음주 경험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게 나타났으며(F=3.76,p=.024),1학년과 3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포르노그래피 경험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게 나타났으며(F=8.90,
p=.000),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우울/불안 점수는 학년이 올라가면
서 높게 나타났으며(F=3.76,p=.025),1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문제행동 점수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표표777>>>학학학년년년별별별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의의의 차차차이이이

Scheffetest:a<b(p<.05)

변수
1학년 2학년 3학년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음주 경험 1.38a 0.61 1.45ab 0.60 1.64b 0.69 3.76 .024

흡연 경험 1.04 0.21 1.10 0.37 1.18 0.59 2.44 .089

포르노그래피 경험 1.26a 0.80 1.88b 1.30 1.94b 1.39 8.90 .000

가출 충동 경험 1.75 0.59 1.70 0.57 1.67 0.57 0.37 .690

가출 경험 1.23 0.65 1.18 0.53 1.33 0.77 1.04 .355

자살 충동 경험 1.67 0.72 1.51 0.62 1.66 0.72 1.56 .213

인터넷 중독 14.49 4.15 14.76 4.25 15.27 3.94 0.78 .461

전체 문제행동 22.84 5.02 23.58 5.28 24.69 5.49 2.71 .068

정서 상태(우울/불안) 19.16a 5.11 19.37ab 5.47 21.08b 4.41 3.7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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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전전전학학학 횟횟횟수수수

전학 횟수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8>,전학 횟수가
3회 이상인 그룹이 0～2회인 그룹보다 음주 경험이 많았고(t=-2.09,p=.038),우울/
불안 점수가 높았다(t=-2.17,p=.031).그러나 전체적인 문제행동은 전학 횟수가
0～2회인 그룹과 3회 이상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1,p=.316).
전학 횟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8>,전학 횟수가 3회 이상인 그룹이 0～2회인 그룹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5,p=.020).

<<<표표표888>>> 전전전학학학 횟횟횟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변수
0-2회 전학(n=81) 3회 이상

전학(n=18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 경험 1.37 0.56 1.54 0.66 -2.09 .038
흡연 경험 1.12 0.43 1.10 0.41 0.43 .666
포르노그래피 경험 1.72 1.29 1.67 1.18 0.29 .770

가출 충동 경험 1.74 0.57 1.70 0.58 0.51 .610
가출 경험 1.27 0.74 1.24 0.62 0.39 .699
자살 충동 경험 1.62 0.69 1.62 0.69 -0.02 .987
인터넷 중독 14.33 4.07 15.02 4.08 -1.25 .211

전체 문제행동 23.17 5.34 23.88 5.22 -1.01 .316
정서 상태(우울/불안) 18.88 5.24 20.33 4.93 -2.17 .031
아버지 양육태도 121.77 14.38 117.48 13.35 2.35 .020
어머니 양육태도 120.21 16.20 117.11 14.20 1.56 .119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8.35 10.97 56.04 10.29 1.64 .10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59.63 12.29 57.86 10.41 1.1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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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속속속마마마음음음을을을 털털털어어어놓놓놓을을을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친친친구구구 수수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표9>,친구 수에 따라 나뉜 그룹 간에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그러나 우울/불안은 친구 수가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친구
수가 2~4명과 5명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3,p=.019).

<<<표표표999>>>속속속마마마음음음을을을 털털털어어어놓놓놓을을을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친친친구구구 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 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의의의 차차차이이이

Scheffetest:a<b(p<.05)

변수
0-1명(n=33) 2-4명(n=155)

5명
이상(n=77)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음주 경험 1.45 0.56 1.45 0.62 1.58 0.714 1.27 .283

흡연 경험 1.03 0.174 1.13 0.47 1.09 0.37 0.85 .431

포르노그래피 경험 1.21 0.60 1.78 1.30 1.70 1.23 2.99 .052

가출 충동 경험 1.67 0.48 1.71 0.58 1.73 0.59 0.13 .879

가출 경험 1.21 0.60 1.23 0.62 1.30 0.75 0.37 .694

자살 충동 경험 1.67 0.74 1.64 0.70 1.55 0.64 0.58 .562

인터넷 중독 13.82 3.97 12.20 4.08 14.56 4.21 1.80 .167

전체 문제행동 22.06 4.82 24.13 5.34 23.51 5.31 2.16 .117

정서 상태(우울/불안) 20.69 5.68 20.32b 4.49 18.47a 5.75 4.0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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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의의의 즐즐즐거거거움움움 정정정도도도

학교생활 즐거움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1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살 충동 경험이 더
많았고(t=3.44,p=.001),인터넷 중독 점수(t=2.11,p=.0350)및 우울/불안 점수가 높
았으나(t=5.37,p=.000),전체적인 문제행동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

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10>,학교생활이 즐겁다고 대답한 그룹과 그렇지 않다
고 대답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표표111000>>>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즐즐즐거거거움움움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사사사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변수
그렇지 않다(n=36) 그렇다(n=230)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 경험 1.42 0.604 1.50 0.65 -0.69 .492
흡연 경험 1.14 0.42 1.10 0.41 0.53 .600
포르노그래피 경험 1.58 1.18 1.70 1.23 -0.55 .581
가출 충동 경험 1.78 0.49 1.70 0.59 0.92 .363
가출 경험 1.14 0.49 1.26 0.68 -1.32 .193
자살 충동 경험 1.97 0.81 1.56 0.65 3.44 .001
인터넷 중독 16.17 4.46 14.62 4.03 2.11 .035
전체 문제행동 25.19 5.41 23.43 5.25 1.87 .063
정서 상태(우울/불안) 23.06 3.64 19.33 5.10 5.37 .000
아버지 양육태도 117.61 14.72 118.87 13.60 -0.51 .610
어머니 양육태도 115.06 17.05 118.46 14.42 -1.28 .2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5.03 10.13 57.00 10.57 -1.05 .29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56.14 11.49 58.70 10.88 -1.3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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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아아아버버버지지지의의의 부부부재재재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11>,아버지
와 거주하는 그룹과 아버지와 별거하는 그룹 간에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표11>,아버지와 별거하고 있는 그룹이 아버지와 거주하고 있는
그룹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48,
p=.001).

<<<표표표111111>>>아아아버버버지지지의의의 부부부재재재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테테테,,,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변수
아버지와
거주(n=180)

아버지와
별거(n=7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 경험 1.48 0.66 1.52 0.62 -0.47 .636

흡연 경험 1.13 0.47 1.06 0.25 1.44 .151
포르노그래피 경험 1.67 1.29 1.70 1.04 -0.18 .857
가출 충동 경험 1.70 0.59 1.76 0.51 -0.82 .415
가출 경험 1.28 0.73 1.18 0.45 1.36 .176

자살 충동 경험 1.62 0.73 1.63 0.58 -0.17 .862
인터넷 중독 14.72 4.14 15.20 4.09 -0.87 .384
문제행동 전체 23.58 5.54 23.05 4.76 -0.65 .515
정서 상태(우울/불안) 19.64 5.33 20.59 4.44 -1.39 .164

아버지 양육태도 116.79 13.64 123.05 12.56 -3.48 .001
어머니 양육태도 117.48 14.57 118.89 15.51 -0.69 .485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6.03 10.92 57.85 9.19 -1.29 .197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58.61 10.84 57.16 11.24 0.9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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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되되되어어어 있있있는는는 구구구체체체적적적인인인 행행행동동동과과과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문제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정서 상태(우울/불안)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표12>.흡연 경험(r=0.13,p<.05),가출 충동 경험(r=0.27,p<.01),가
출 경험(r=0.17,p<.01),자살 충동 경험(r=0.31,p<.01),인터넷 중독(r=0.35,p<.01)은
정서 상태(우울/불안)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표표111222>>>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되되되어어어 있있있는는는 구구구체체체적적적인인인 행행행동동동과과과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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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1 2 3 4 5 6 7 8

1.음주 경험 ―

2.흡연 경험 0.29** ―

3.포르노 경험 0.26** 0.42** ―

4.가출 충동 경험 0.25** 0.21** 0.17** ―

5.가출 경험 0.37** 0.31** 0.17** 0.28** ―

6.자살 충동 경험 0.25** 0.13* 0.07 0.57** 0.29** ―

7.인터넷 중독 0.07 0.18** 0.12* 0.18** 0.15* 0.07 ―

8.정서 상태(우울/불안) 0.01 0.13* 0.01 0.27** 0.17** 0.31**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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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 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의의의 하하하부부부 개개개념념념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표13>에서 보듯이,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와 부모 양육태도의 하부 개념 간에
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즉,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통제적,비성취적,
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많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정서 상태(우울/불안)와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차원 중 자율-통제,성취-비성취,합
리-비합리 간에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비성취
적,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표표111333>>>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 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 태태태도도도의의의 하하하부부부 개개개념념념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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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문제행동 ―

2.정서 상태
(우울/불안)

0.37** ―

3.애정-적대(부) -0.28** -0.14* ―

4.자율-통제(부) -0.17** -0.06 0.41** ―

5.성취-비성취(부) -0.18** -0.16** 0.66** 0.37** ―

6.합리-비합리(부) -0.30** -0.26** 0.65** 0.49** 0.58** ―

7.애정-적대(모) -0.27** -0.19** 0.65** 0.29** 0.48** 0.44** ―

8.자율-통제(모) -0.14** -0.11 0.33** 0.62** 0.37** 0.32** 0.50** ―

9.성취-비성취(모) -0.20** -0.17** 0.52** 0.31** 0.71** 0.41** 0.72** 0.52** ―

10.합리-비합리(모) -0.30** -0.29** 0.49** 0.32** 0.48** 0.63** 0.73** 0.52**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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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AAA...군군군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자자자녀녀녀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한한한 부부부모모모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과과과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군군군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자자자녀녀녀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실태를 보았을 때,음주 경험율은 41%로 나타났는데,조성
기(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음주 경험율 63.7%,김승수(2005)의 연구에서는 중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 57.8%,고유경(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음주
경험율 54%,탁영란(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음주 경험율을 35%로 보고하여,
일반 가정의 중학생 자녀에 비해 군인 가정의 중학생 자녀의 음주율은 비교적 낮
은 편이었다.흡연 경험율은 7.9%로,전미경(2005)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흡연 경험
율 20.5%,고유경(200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흡연 경험율 20%,장진영(200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흡연 경험율을 6.4%로 보고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군인 가정의 중학생 자녀의 흡연 경험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
다.포르노그래피를 본 적이 있다고 한 대상자가 32%로 나타났는데,차은석(1998)
의 연구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는 남학생의 3.3%,여학생
의 12.0%로 나타나 대다수의 중학생이 포르노그래피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고유경(2006)의 연구에서는 포르노그래피를 본 적이 있는 대상자가
70%에 달했다.따라서,군인 가정의 자녀의 포르노그래피 경험율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인터넷 사용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이내가
57.7%,10시간이 33.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김남숙(2002)의 연구에서 주
당 인터넷 사용시간은 5시간이내 33.5%,10시간 29.8%,20시간 17.8%로 일반가정
의 자녀에 비해 오히려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출 충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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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렇다'58.6%(156명),자주 그렇다 6.0%(16명)로 응답하여 전체 대상자중
64.6%'(172명)가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제로 가출
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15.8%(41명)에 해당하였다.이언지
(2004)의 연구에서는 '가끔'70.7%,'항상'2.7%로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4%로 나탔으며 실제로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1%로 보고하
였다.이진호(2004)의 연구에서 가출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3%,실
제로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5%로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군인 가정
의 자녀의 가출 충동 및 가출 경험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다.자살
충동에 대해 49.6%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는 2.3%(6명)로 조사되었는데,홍영수(2004)의 연구
에서 자살 생각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6%,자살 계획을 세운 경우가 4.6%로 나
타났으며,조희식(2006)의 연구에서 자살 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8%,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로 보고하였다.다소 차이는 있으나,자살
충동 및 자살 경험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군인 가정의 자녀가 다소 낮은 편
이다.또한 우울/불안 점수 19.83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55.08은 일반 가
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김수주(2002)의 우울/불안 점수 75.66(원점수
24.21),이성녀(2005)의 우울/불안 점수 74.64(원점수 23.89)보다 낮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군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 및 우울/불
안 정도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 자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군인 자녀의 청소년들은 아버지 역할 영역 중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교육에 대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책임감,성실,정직과 같은 도덕적 부분
에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 군인가정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람직
한 모델로 기능하고 있는(강진희,1999)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본 연구에 포함된 군인 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수준을 가지며,부
모의 학력이 고학력이다.가정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낮은 지적 수준을 낳게 하
고,낮은 지적 수준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여 거칠고 자극적인 행
동을 유인하며,불량한 친구와 사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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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nald,1969)는 연구결과와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고(현희순,김양순,1999),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고
(구정아,1995),교우들 사이에 인기가 더 많다(김지현,1996)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이,이러한 군인가정의 특성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222...군군군인인인 가가가족족족의의의 가가가정정정 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특특특성성성,,,군군군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자자자녀녀녀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한한한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자자자녀녀녀 간간간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과과과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및및및 정정정
서서서 상상상태태태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들의 가정 환경적 특성을 보았을 때,아버지의 계급에서 영관급이 부사관
에 비해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자료수집 대상지역의 군부대 구성 특
성 상 장교집단이 많은 각 군 본부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아버지의 학력
에서 90.3%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학력을 보이는 것도 장교인원이 많은 이유
와 함께 직업 군인의 전문화에 따라 일정의 교육수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자녀가 인식한 생활수준이 중간 이상인 경우가 98.2%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가 30.8%로 나타났는데,육군본부(1993)조사에서 나타난 장교 별거율 16.9%,
국방부(1994)조사에서 나타난 대령 집단의 별거율 20.3%,양영순(1995)이 직업군인
을 대상으로 군 복지와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과의 별거
율 27%,군 청소년 자녀(고등학생)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을 연구한 강진희(1999)의
연구에서 38.9%,이용우(2001)가 자녀교육 환경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별거
율 46.4%,중학교 2학년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인생태도를 연구한 이규
서(2002)의 연구에서는 15.57%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별거율은 어
느 직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높은 것이다.군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떨어
져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양영순(1995),강진희(1999)및 이용우(2001)의 연구에
서 보듯이 일관성 있는 자녀교육이 더욱 우선시되고 빈번한 전출에 따른 잦은 이
사 등의 불편함이 복합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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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
보다 아버지와의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에서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군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가정 환경적 특성과 청소년 특
성에 따른 전체 아버지 역할 인식에 있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아버지의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가족이 함께하는 종교가 있는 경우,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어머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아버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강진희,1999)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구정아(1995)가 군인가정의 환경적 특성을 지적한 바 있듯이 군 간부의 주번
근무,비상소집,영내대기,장기간 야외훈련 등 불규칙적인 초과근무가 빈번하여
(심재정,1992)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대화의 시간이 부족하
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녀들의 기대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낮아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아
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은
평소에 함께 할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아버
지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아닌가 하며,또한 청소년들이 떨어져 지내
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그
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심리
적 독립'과 '자아 중심성'이라는 청소년기 사고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직접적인 통
제나 구속,과보호가 적어 이것이 오히려 청소년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아버지와의 별거가 약물사용,대인관계 곤란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강학성,

1999),군인가정에서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 등 가정의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
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자녀
의 문제행동 유발 가능성이 많다(박영배,1991)는 연구결과와는 달리,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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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에 군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의 역할을 더 긍정
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으로 사료된다(강진희,1999).
본 연구에서 전학횟수가 평균 3.6회로 나타났는데,상무대에 거주하는 군인가정

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한 오기택(2000)의 연구에서 전학횟수 4.5회,
대전 자운대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군인자녀 대상으로 한 이은희(2001)의 연구
에서 전학횟수 3.4회,이성열(2002)의 연구에서는 4.86회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
며,일반 가정의 자녀들의 전학횟수가 1.94회임(이성열,2002)을 감안하면,군 청소
년 자녀들이 잦은 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본 연구 결과,이러한
잦은 전학횟수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우울/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전학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0~2회에 비해 음주 경험이 많고,
우울/불안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군인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전
학횟수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오기택,2000),비행,공
격성,외현화,내재화,우울,신체,위축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비슷하며,정금화(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전학횟수가 직접적으로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전학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울점수에서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은 김수주(2001),김태운(2005)의 연구에서처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학년별로 문제행동은 고성애(1998),이은희(2001)의
연구에서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 성적은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선행연구에서

는 학교 성적이 매우 좋을 때 오히려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김수현,2003)는
연구결과와 학급성적이 31등 이하 집단의 학생들이 1~10등 집단의 학생들보다 문
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이현아,2000)는 연구결과가 서로 상반된다.
생활수준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학교생활 즐거움 정도,우울/불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문제행동이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 최상숙(1993),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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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연구결과와 유의한 결과이며,가정 소득이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인 김병희(1995),김성연(1998),노정화(2002),지광준(2001)의 연
구 결과와는 부분적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또한,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의 학교적응력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순식(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학교생활 즐거움 정도와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이는 학
교생활이 그만두고 싶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김
수현,2003)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며,남녀 중학생 모두 문제행동 경험
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친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및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김수현,2003;이현아,
2000)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친구에 대한 동반감,도움,친밀감,신뢰
감,인정,정서적 안정성,만족감,경쟁득점이 높은 경우 학교 적응을 잘 하였고,
갈등 득점이 높으면 학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이선영,2001;
Ladd& Kochenderfer& Coleman,1996)친구관계의 특성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윤,2000;신주혜,1999;Berndt& Hawkins,1985;Berndt&
Keefe,1995;Laddetal.,1996)는 연구 결과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학기
초에 친밀한 친구의 수를 많이 보고한 아동이 학기말에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
난 결과로 볼 때 친구수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 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Vandel& Hembree,1994)고한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불안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비행청소년에

서 우울성향이 높다는 연구(장동산,1985;조수철,1994),비행청소년의 자살 성향
이 높다는 연구(Santrock,1996)그리고 우울한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보이는 경
우가 많다는 연구(MarriageK,1986;CongerJJ,1984),우울이 높은 청소년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신애재,1998)와 청소년 우울이 음주실태,과음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유향심,1993),여고생의 흡연집단에서 비교적 심각한
우울이 많다는 결과(안진희,2000)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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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군 청소년 자녀
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과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이는 군인가족 부모
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군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기택,2000)는 연구 결과와 부모와 폐쇄적이고 역기
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부모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우
울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찬
란,2005)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장진아, 신희천,2006;하선애, 2007; Finkenauer,
Engles,& Baumeister,2005)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영미,민하영,이윤주,2005;이영숙,김정욱,2002;하
선애,2007)과도 일치한다.또한,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문제행동이
적다는 선행연구(김경화,1989;김수현,2003;김현정,1996;민하영,1991;이현아,
2000)와도 일치한다.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자녀일
수록 더 우울해한다는 연구(임점숙,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부모와의 의사
소통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일수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김양숙,
1995),우울수준이 낮다는 연구(이영숙,2001)결과와도 일치하고,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할수록 우울이 낮다(박정미,2004)는 결과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다(권정연,2005)는 결과와도 일치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군인 가정의 환경적
특성에서 아버지의 부재와 전학횟수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는 여러 연구 결과와는 달리,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인 가정의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우울/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소년기의 성장발달단계에서 친구관계가 중요한데,98%이
상이 군인 자녀인 학교 환경에서 전학횟수가 많아도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고,
학교생활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측면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융통성의
증가,폭넓은 세계관의 배양,자립심과 적응력의 향상 등의 전학의 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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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의 고학력,경제적 안정성 등의 군인 가정환경의 긍정적인 측면,군 청소
년 자녀가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
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우

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수와 학교생활
의 즐거움,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었으며,부모의 양육태도 하
위차원 중에서도 특히 합리적인 것이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 정서 상태(우
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부모를 대상으로는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간호 연구,실무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 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 등 가정의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과 직업
적 특성에 따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가정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군인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군인자녀인 중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행
동 및 정서 상태를 조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군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
행동과 우울/불안 정도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과 비슷하거나,오히려 낮았
다.또한,잦은 전학과 아버지의 부재가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군인 가정의 환경적
특수성이 군 청소년 자녀의 행동 및 정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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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자녀 교육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군인 부모에게는 고
무적인 일일 것이다.또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부모를 대상으로는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222...간간간호호호 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
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따라서 이를 토대
로 간호장교가 군 가족 간호 차원에서 군인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돕고,
올바른 부모 양육태도와 효율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돕는 기회가 되며,군진 간호의 실무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대상자 및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아버지의 계급이나 가정환경이 비
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모든 군인 가족의 청소년에게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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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군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군인 가정의 환경
적 특성,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정서 상태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군인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돕
고,올바른 부모 양육태도와 효율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부
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충남 소재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편의 추출하였으

며,최종 설문지 응답자는 266명이었다.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27일에 자가 보
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고,수집된 자료는 SPSS12.0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전산처리하였으며,평균,백분율,t-test,paired t-test,one-way ANOVA,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대상자들의 평균 전학횟수는 평균 3.6회였고,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

우가 30.8%에 달했다.음주 경험율은 41%,흡연 경험율은 7.9%,포르노그래피 경
험율은 32%,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은 10시간 이내가 91.3%,가출 충동 경험율
64.6%,가출 경험율은 15.8%,자살 충동 경험율은 49.6%로 나타났고,우울/불안
점수는 평균 19.83이었다.
2.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 118.69(±13.74)로 어머니의 양

육태도 평균 117.99(±14.81)보다 높았으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
모 양육태도 하부 개념인 애정-적대 차원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나,자율-통제 차원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더 자율적으로,합리-비합리 차원에서도 아버
지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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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58.36(±10.98)으로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 평균 56.73(±10.5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즉,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3.문제행동은 학년,우울/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즉,학년이 올라갈수
록,우울/불안 정도가 높을수록,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4.정서 상태(우울/불안)는 학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생활수준과는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즉,학년이 올라갈수록,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우울/불안 정도는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생활수준을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2명뿐이어서,생활수준과 정서 상태(우울/불안)의 상관관
계는 그 유의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또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수,학
교생활의 즐거움 정도,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이는 친구 수가 적을수록,학교생활의 즐거움 정도가 낮을
수록,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군
청소년 자녀의 우울/불안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5.성별에 따른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의 차이를 본 결과,문제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우울/불안에는 차이가 없었고,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울/불안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음주경험과 포르노그래피 경험을
제외한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전학횟수 및 아버지의 부재는 군 청
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전학횟수가
0-2회인 경우보다 3회 이상인 경우에서 우울/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또한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서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
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6.문제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정서 상태(우울/불안)의 상관분

석 결과,흡연 경험,가출충동경험,가출경험,자살충동경험,인터넷 중독과 정서
상태(우울/불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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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행동과 정서 상태(우울/불안),부모 양육태도의 하부개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비성취적,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
동이 많아지고,우울/불안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으며,부모 양육태도의 하부
개념 중 특히 합리-비합리 차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과 깊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군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과 우울/불안 정도는 일반 가정의 청소
년 자녀들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오히려 낮았다.또한,잦은 전학과 아버지의 부
재가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군인 가정의 환경적 특수성이 군 청소년 자녀의 행동
및 정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일반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처럼 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수와
학교생활의 즐거움,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었다.따라서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프
로그램을 제공해주고,부모를 대상으로는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군인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돕고,올바
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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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모든 청소년에게 이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군인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는 맥락 안
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대상자를 달리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에서 군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

는 변수로 나타난 친구와의 관계 개선,학교생활 즐거움,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
개방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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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귀귀귀중중중한한한 시시시간간간을을을 내내내주주주셔셔셔서서서 정정정말말말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생생생각각각한한한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부부부모모모님님님과과과의의의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방방방법법법과과과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행행행동동동 관관관계계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여여여기기기에에에는는는 옳옳옳고고고 그그그른른른 답답답이이이 없없없습습습니니니다다다...또또또한한한 학학학교교교 성성성적적적이이이나나나
행행행동동동평평평가가가는는는 물물물론론론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이이이나나나 학학학교교교,,,기기기타타타 다다다른른른 기기기관관관들들들과과과도도도
아아아무무무런런런 관관관계계계가가가 없없없습습습니니니다다다...따따따라라라서서서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평평평소소소에에에 생생생각각각하하하고고고
느느느끼끼끼고고고 있있있던던던 그그그대대대로로로 대대대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한한한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오오오직직직 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로로로만만만 사사사용용용 될될될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잘잘잘 읽읽읽으으으시시시고고고 한한한 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성성성의의의껏껏껏 답답답해해해주주주시시시면면면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222000000777년년년 111000월월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아아아동동동간간간호호호학학학 전전전공공공
이이이 민민민 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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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여여여러러러 가가가지지지 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자자자기기기 자자자신신신이이이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1-1음주 경험
□없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날마다

1-2.술을 함께 마신 상대
□부모 □친척 □이성 친구 □동성친구 □혼자 □해당 없다

2-1.흡연 경험
□없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가끔 □자주 □날마다

2-2.흡연 시작 시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3-1.포르노그래피(음란서적,음란 CD,음란비디오 등)를 본 경험
□없다 □1회～2회 □3회～ 5회 □6회～10회 □11회 이상

3-2.내가 포르노그래피를 본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 □알고도 모른 척 하신다 □해당 없다

3-3.포르노그래피를 주로 본 장소
□집 □친구 집 □만화방 □PC방 □비디오방 □학교
□기타 ________________(직접 기록하십시요) □해당 없다

4-1.일주일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5시간이내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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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5-1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5-2가출 해 본 경험
□없다 □1번 □2번 □3번 이상

5-3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1 2 3 4

인터넷 때문에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꾼다. 1 2 3 4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1 2 3 4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
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 2 3 4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1 2 3 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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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울 /불안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나는 잘 우는 편이다. 1 2 3 4

나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4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나는 보잘 것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나는 때때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 하는 편이다. 1 2 3 4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하는 때가 많다. 1 2 3 4

나는 평소 의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1 2 3 4

나는 평소 겁이 많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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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 부부부모모모님님님께께께서서서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을을을 대대대하하하시시시는는는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평평평소소소에에에
어어어떻떻떻게게게 생생생각각각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지지지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자자자신신신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
는는는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아아아버버버지지지,,,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경경경우우우를를를 나나나누누누어어어 아아아래래래와와와 같같같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
십십십시시시오오오...
만만만일일일 진진진술술술문문문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이이이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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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버버버지지지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문문문 항항항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

부 사다 주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라도 마련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어머니)는 싫어하시는 편
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한다"고 말

씀하실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그것도 모르
냐"하고 핀잔을 잘 주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

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
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
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
절하시는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을 하거나 노래 부
르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

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
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 대한 일을 아버지(어머니)마
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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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버버버지지지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문문문 항항항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양양양육육육태태태도도도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
하신다. 1 2 3 4

1 2 3 4 손님이 오셨을 때 나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태도가 평상시
와 다를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일을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1 2 3 4

1 2 3 4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시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벌을 줄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1 2 3 4

1 2 3 4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아버지(어머니)허락을
받아야한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비록 청소년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면
존중해 주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거의 허락해 주시
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길 원하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
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

서 하도록 맡기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
고 하시는 일이 많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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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 여여여러러러분분분과과과 부부부모모모님님님이이이 어어어떻떻떻게게게 대대대화화화하하하며며며,,,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어어어떤떤떤 어어어려려려
움움움을을을 겪겪겪고고고 있있있는는는가가가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잘잘잘 읽읽읽고고고 아아아버버버지지지,,,어어어
머머머니니니의의의 경경경우우우를를를 나나나누누누어어어 아아아래래래와와와 같같같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만만만일일일 진진진술술술문문문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이이이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111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222
"""그그그렇렇렇다다다"""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333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444

아아아버버버지지지와와와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문문문 항항항 어어어머머머니니니와와와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1 2 3 4 나의 소신을 아버지(어머니)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1 2 3 4
1 2 3 4 내가 원하는 바를 아버지(어머니)께 부탁드리기가 겁이 난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1 2 3 4

1 2 3 4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1 2 3 4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차라리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1 2 3 4

1 2 3 4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모두 말씀
드릴 수 있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1 2 3 4
1 2 3 4 마음 놓고 아버지(어머니)께 어리광을 부린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1 2 3 4

1 2 3 4 내 질문에 아버지(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나에게는 아버지(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해주시려고 애쓰신다. 1 2 3 4
1 2 3 4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 2 3 4
1 2 3 4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1 2 3 4
1 2 3 4 아버지(어머니)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1 2 3 4

1 2 3 4 나의 느낌을 아버지(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놓는다. 1 2 3 4

1 2 3 4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아버지(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
릴 수 없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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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성별: □남 □여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3.취미:□음악 감상/연주 □TV시청 □독서 □운동 □기타_____(직접 기록)
4.학교 성적:□하 □중 □상
5.형제 관계: _____ 명 중 ____ 째

   6.방과 후 집에 가면 어른이 계십니까 ? □예 □아니오   

7.현재 아버지와 거주합니까? □예 □아니오
아니라면 그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직접 기록)

8.아버지와 별거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9.현재 어머니와 거주합니까? □예 □아니오
아니라면 그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직접 기록)

10.어머니와 별거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11.아버지의 계급:□군무원 □부사관 □준사관 □영관급 □기타____(직접 기록)
12.아버지의 소속:□육군 □해군 □공군 □기타_________(직접 기록)
13.아버지의 군 복무 기간
   □ 5년 미만 □ 5년∼10년 □ 10년∼15년 □ 15년 이상
14.어머니의 직업:□있다 □없다
15.생활수준 : □하 □중 □상
16.아버지의 연령 만 _____세,어머니의 연령 만 _____세
17.부모님의 학력

      아버지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어머니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18.전학한 총 횟수:초등학교 _____회,중학교 _____회.
19.마지막으로 전학한 시기: _____학교 _____학년 때
20.전학으로 인해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점
□ 심리적으로 불안정함 □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음
□ 학업 성적과 관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직접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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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현재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0명 □1명 □2~4명 □5명 이상

22.학교생활은 즐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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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RelationshipbetweenParentChildCommunication
Patterns& ParentingAttitudeandDepression&

DelinquentBehaviorsamongAdolescentsinMilitary
Families

LEE,MinJu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main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adolescentsanddepression/anxiety& delinquentbehaviorsamongadolescents
in military families. The adolescents of military family are in unique
environment. They have to transfer schools more frequently than the
adolescentsin civilian familieswhich maycauseschoolproblemsand some
familieshavetoendureabsenceoffathers. Thisstudyattemptedtodescribe
theemotionalstateandbehaviorsofadolescentsinmilitaryfamiliesandtheir
perceptionoftheirparents'childrearingattitudeandcommunicationpatterns
andrelationshipamongthem.
Thesubjectsforthisstudywere266studentsenrolledinamiddleschool

located in Choong-Nam Provinc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by theresearcheron October27,2007. Thedata
wereanalyzedusingMean,Percentage,T-test,Pairedt-test,One-way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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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CorrelationCoefficientwithSPSS12.0program.
The percentage of delinquent behaviors, depression/anxiety of the

adolescentsfrom militaryfamilyinthisstudywassimilarorevenlowerthan
the reports on the adolescents from the civilian families. Futhermore,
frequentschooltransfersandabsenceoffatherwerenotsignificantlyrelatedto
thebehaviorsoremotionalstateoftheadolescentsinthisstudy,whichmeans
that military family's particular environment does not necessarily mean
negativeontheirchildren'sbehavioralandemotionalstatus.
In addition,theimportantvariablesrelated tothepositivebehaviorsand

emotionalstatusoftheadolescentsinthisstudywerenumberofclosefriends,
theschoolsatisfaction,parentingattitude,andcommunicationwithparents.In
conclusion,with theparenting education programsincluding communication
skillsandcounselingprogramsforadolescentsatschoollikeanystudentswill
benefitadolescentsinmilitaryfamiliestogrow anddevelopatoptimallevel.

keywords:adolescent,militaryfamily,parentingattitude,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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