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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탐색하고 이들 유형과 학습습관과 정서문제의 다

양한 교육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서 청

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

사(KCYPS) 6차년도의 중학교 3학년과 7차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총 1,936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은 각각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

었다. 모두에서 일반형, 합리-애정형, 애정부족형이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는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이 고

등학교 1학년에서는 과잉기대/과잉간섭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정,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 유형이 높게 나타난 집단일수록 학습습관 수준이 높았으며 반면 부정적인 정서문제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잠재전이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고정성과 함께 변화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전환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는 것이 중요

하며 특히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의 학습습관이나 긍정적인 정서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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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정은 한 개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전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풍토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청소

년들은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물리적 및 심리적 영향력 하에서 크고 

작은 지원 및 관여를 받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청소년

이 되어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아동들의 정서적·학업적·관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일관적으

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발달학적 

결과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에 주목하였기에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들은 

개인의 양육태도가 다양한 양육 유형 및 수준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에 관심을 가진다(구

자연, 박경자, 2018; 임정아, 조아미, 2018).

뿐만 아니라, 발달학적 측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의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를 대하고, 지원하고, 훈육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가변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에 의해 공부 양

이 급격히 많아지고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문제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고등학교로의 전환기

(school transition)에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교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한 양

육태도라도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를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경우가 부족하기에 청소년

들의 중요한 학업환경 변화가 양육태도의 인식 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설명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다.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유형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

년 시기에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고, 각 프로파일의 특성과 정서문제 및 학습습관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시점간의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전이 확률을 

확인함으로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변화가능

성 및 안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따른 교육적 진단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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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Fagot, 1974). 보통 양육과 관련된 태도를 형성하는 주체는 부모이지

만 이를 지각하는 주체는 자녀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태도를 둘러싼 두 주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

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박민지, 유미숙, 2011).

많은 학자들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양육태도의 

조직과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태도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유형은 Baumrind(1971)의 유형이다. Baumrind(1971)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태도라는 네 가지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중,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확고한 훈육과 부모로서의 애정이 있는 권위적인 양육이라고 보았으며 반면 지지 수준은 낮으나 

통제수준이 높은 권위주의적 양육의 경우 자녀들과 가장 심한 갈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Baumrind, 1991). 허묘연(2004)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애

정,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의 8개로 제시하였다(<표 1>).

대부분 8가지 하위 요인 중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그 외의 나머지 요인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이해된다(임정아, 조아미, 2018). 선행연구에서는 이 중 방치와 학대가 극단적

인 양육 방식으로 나머지 요인과 구분되기에 이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표 1> 허묘연(2004)의 부모양육태도 유형 및 정의

요인 정의

감독
부모가 아동의 학교나 친구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는 

태도나 행동

애정
부모가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존중해주는 태도나 행동

비일관성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나 행동

과잉기대 부모가 아동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나 행동

과잉간섭 아동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나 행동

합리적 설명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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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청소년기, 후기 청

소년기 등 모든 발달단계에서 인지적·정서적·관계적·학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

달에 1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와 온화한 지도는 자녀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킨다. 반면 강압적이고 처벌 지향적인 훈육과 방임적 태도는 아동을 정서적으

로 불행하게 느끼게 하여 공격적으로 성장하게 하며(Perry, Kusel, & Perry, 1988), 또한 사회적 기술을 

저해시킴으로써 반항적이고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킨다(Kerr, Lopez, Olson, & Sameroff,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습관이나 학업성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주며(임선아, 2014), 학교생

활에 더 잘 적응하게 한다고 한다(DuBois, Eitel, & Felner, 1994). 또한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양

육태도를 경험한 자녀일수록 학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행목표지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

아진다(이현숙, 조한익, 2004). 이처럼 전통적으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이고 자녀

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자녀에게 엄격한 규칙과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적 유

형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양육태도의 프로파일 접근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변인 중심적 접근

(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취하거나 부모양육태도를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

았다. 변인 중심적 접근을 통해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방법은 

부모양육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부모양육태도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Kerr, Stattin, & Özdemir, 2012). 최근에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이용하여 체계적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모양

육태도의 프로파일을 구별 및 추출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몇몇의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구자연과 박경자(2018)는 만 5세 아동의 부모양육방식은 ‘지지적 양육’(온정성이나 자율성 존중

의 수준이 높으면서 심리적 통제, 체벌 등의 수준은 낮음), ‘엄한 양육’(통제성이 높고, 훈육 상황

에서 체벌, 꾸중 등의 사용이 높음), ‘무원칙적 양육’(일관성 및 통제성 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허묘연의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박경인, 정승원과 신안나(2013)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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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대표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의 세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반면 임정아와 조아미

(2018)가 이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만 20세 해당되는 시기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는 5개의 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애정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애정부족형’, 간섭이 심하다고 나타난 집단은 ‘애정만족/과잉간섭형’, 기대가 너무 과한 집단은

‘애정만족/과잉기대형’, 모든 양육방식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일반형’, 비일관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애정 혹은 지지 정도가 높

은 유형이나 애정 혹은 지지가 낮으며 간섭이나 통제 정도가 높은 유형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연령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부모양육태도의 변화

이전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고정적인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기존의 

변인중심 접근을 활용한 논문에서는 대부분 특정한 시점에서의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여 사용

하였다(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하지만 부모양육태도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김현미, 임은미, 2012;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아울러,

인지적 및 정서‧심리적 발달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양육태도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2017)은 중

학교 1학년 시기에서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모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높게 지각한다고 밝혔다. 즉, 부모감독과 합리적 설명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학업 부담이 증가함

에 따라 자녀의 시간 및 자원 관리, 학업 지원 등을 위한 부모의 감독이나 발화가 많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정현과 정태연(2006)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지도, 과보

호, 지시/통제, 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서보다 중·고등학교 어머

니의 양육태도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박재현(2013)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후 그 인식이 점차 나빠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최솟값을 보인 후 다시 차츰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물론 이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더 많은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화하는 부모양육태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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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의 중요한 전환기 중 하나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별 변

화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고 교육적 

결과에 미칠 영향력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부모양육태

도의 프로파일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각 측정시점별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한 후, 시점 간의 잠재집단의 전이확률을 산출하였다. 측정시점이 중학교와 고

등학교 전환기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잠재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을 

파악하고 학습습관이나 정서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및 학교 전환에 따른 프로파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교육적 진단과 적응의 측면에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측정시기(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따른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측정시기별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측정시기별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습관 및 정서  

문제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진학에서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변화

는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초등학교 4

학년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2015)와 7차년도(2016) 학생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KCYPS)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각각 대상으로 하여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

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

학교 3학년(6차년도)과 고등학교 1학년(7차년도) 자료 중 결측치(약 16.8%)를 제외한 1,936명

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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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변수

1) 부모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KCYPS)의 경우 응답자에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1=매

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묻고 있다. 부모양육

태도 문항은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일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

적 설명(3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의 편의상 대부분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한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Cronbach

값은 .718 ~ .83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청소년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

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습습관과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습습관

은 성취가치(7문항), 숙달목표 지향성(2문항), 학업시간관리(4문항), 행동통제(5문항)의 네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문제와 관련된 변수는 주의집중(7문항), 공격성(6문항)과 사회

적 위축(5문항)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을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두 측정시점 간의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

하위요인 측정문항(예시문항)
Cronbach 

중3 고1

감독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0.791 0.792

애정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0.832 0.826

합리적 

설명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0.772 0.784

비일관성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0.718 0.735

과잉기대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0.741 0.730

과잉간섭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0.747 0.732

<표 2> 부모양육태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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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프로파일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LTA)은 잠재 마르코브 모형(Latent Markov Model)의 일종으로서, 한 시점에 존재하

는 복수의 관찰변수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한 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각 잠재집단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분석하는 것이다(Collings & Lanza, 2010; 유신복, 신이나, 2015).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구성요소별 점수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각 측정시기별로 집단 수를 하나씩 증가시

켜 모형적합도, 집단별 크기,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각 시점의 잠재 프로파일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점의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

습 습관 및 정서문제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변화와 안정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분석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AIC(Akaike Information Criteir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 등의 정보적합도 지수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둘째, Entropy (Hix-Small et al., 2004)를 활용하여 분류의 정확성과 질을 고려하였다. Entropy

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지니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집단 수의 

증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Lo, Mendell & Rubin, 2001)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LMR-LRT 지수는 잠재 집단의 수(k)와 해당 모형보다 하나 적은 잠재집단의 수(k-1)의 두 모형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도출된 p값이 유의하다면 k집단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지지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넷째, 도출된 각 잠재프로파일의 표본 대비 잠재집단의 최소비율이 

5%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Jung & Wickrama, 2008),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

하였다. 분석과정에는 SPSS 23.0과 Mplus 7.0(Muthen & Muthen, 1998-2010)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는 측정시기(중3, 고1)별로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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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분석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변수 간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비일관성 점수는 중3에 비해 고1에서 약간 낮아졌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또한, 학생의 학습습관 

중 행동통제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 변수의 경우에는 중3에 비하여 고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과 고1의 측정시기별 변수 간 상관은 대체로 유사한 양상

을 보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의 잠재전이분석

1) 측정시기별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 모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몇 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각 측정 시기별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집단 수를 1개에서부터 5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집단수)

중3

AIC BIC
SSA-

BIC

엔트

로피

pLM

R

잠재집단 분류율(%)

1 2 3 4 5

1(1개) 21388.85 21455.67 21417.55 0.00

2(2개) 19280.87 19386.67 19326.30 0.78 0.00 66.74 33.26

3(3개) 18186.52 18331.30 18248.70 0.83 0.00 15.81 57.80 26.40

4(4개) 17614.92 17798.68 17693.84 0.88 0.00 60.33 4.86 9.09 25.72

5(5개) 17118.38 17341.12 17214.04 0.83 0.15 7.39 47.26 22.16 19.58 3.62

<표 4> 측정시기별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N=1,936)

모형

(집단수)

고1

AIC BIC
SSA-

BIC

엔트

로피
pLMR

잠재집단 분류율(%)

1 2 3 4 5

1(1개) 21000.18 21067.00 21028.88

2(2개) 18983.15 19088.95 19028.59 0.75 0.00 64.21 35.80

3(3개) 18158.98 18303.76 18221.15 0.80 0.00 14.62 59.30 26.09

4(4개) 17623.23 17806.98 17702.14 0.81 0.00 10.69 54.55 12.14 22.62

5(5개) 17297.38 17520.12 17393.04 0.82 0.56 4.60 49.90 20.87 20.92 3.72

첫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두 측정시기 모두 잠재집단의 수가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SA-BIC 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잠재집단의 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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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중 3에서는 모형4(잠재

집단 4개), 고 1에서는 모형 5(잠재집단 5개)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셋째, LMR 유의도 검증 결

과, 두 측정시기 모두 모형 4(잠재집단 4개)까지는 모두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모형 간 차이를 보였으나, 모형 5(잠재집단 5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각 잠재집단의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모형에서 표본크기 대비 잠재집단의 최소 

비율이 1%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준을 종합한 결과 두 측정시기 모두 4개

의 잠재집단(모형4)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2) 잠재전이분석 모형

각 측정시기별로 분석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를 활용하여 가능한 잠재집단의 조합에 

따른 잠재전이모형을 살펴보았다(<표 5>). 분석결과,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 BIC, SSA-BIC의 

값은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3과 고1시점 모

두 4개의 잠재집단을 갖는 모형 4에서 가장 낮았다. 모형 4 이후부터는 AIC, BIC, SSA-BIC의 

값이 약간 증가하였다. 엔트로피 값은 모든 모형에서 0.8이상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석가능성과 모형 적합도를 고려하여 두 측정

시기 모두 4개 잠재집단으로 구성된 모형 4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잠재집단수

(중3, 고1)

적합도 지수

AIC BIC SSA-BIC 엔트로피

1 (3,3) 33916.79 34607.27 34213.32 0.83

2 (3,4) 33821.27 34717.77 34206.27 0.85

3 (4,3) 33828.47 34724.98 34213.48 0.84

4 (4,4) 33480.87 34650.23 33983.06 0.85

5 (4,5) 33667.72 35109.93 34287.08 0.89

6 (5,4) 33625.46 35067.67 34244.83 0.88

<표 5> 잠재전이분석 모형의 적합도(N=1,936)

3.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특성

1) 잠재 프로파일별 부모양육태도의 양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각각 도출된 네 개의 잠재 프로파일별 소속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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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특성을 제시하면 <표 6>과 [그림 1]과 같다.

하위 척도

중3 고1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일반형
애정만족/

과잉기대형

애정

부족형

합리-

애정형

애정

부족형
일반형

과잉기대/

과잉간섭형

합리-

애정형

60.33%

(n=1,168)

4.86%

(n=94)

9.09%

(n=176)

25.72%

(n=498)

10.69%

(n=207)

54.55%

(n=1,056)

12.14%

(n=235)

22.62%

(n=438)

감독
3.10

(0.46)

3.75

(0.36)

2.56

(0.68)

3.65

(0.43)

2.63

(0.64)

3.12

(0.45)

3.39

(0.49)

3.69

(0.42)

애정
2.98

(0.31)

3.70

(0.37)

2.09

(0.36)

3.72

(0.31)

2.17

(0.41)

3.06

(0.35)

3.16

(0.45)

3.73

(0.33)

합리적

설명

2.80

(0.40)

3.58

(0.47)

2.01

(0.45)

3.41

(0.45)

2.04

(0.48)

2.82

(0.38)

3.00

(0.54)

3.44

(0.47)

비일관성
2.27

(0.50)

3.20

(0.68)

2.62

(0.59)

1.48

(0.44)

2.54

(0.58)

2.03

(0.45)

2.86

(0.54)

1.39

(0.41)

과잉기대
2.41

(0.47)

3.49

(0.44)

2.60

(0.67)

1.83

(0.52)

2.51

(0.60)

2.33

(0.42)

3.19

(0.43)

1.76

(0.50)

과잉간섭
2.24

(0.44)

3.27

(0.57)

2.51

(0.57)

1.51

(0.41)

2.46

(0.55)

2.14

(0.38)

3.07

(0.41)

1.50

(0.41)

<표 6> 측정시기 및 잠재 프로파일별 부모양육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먼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구성 요인을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

로 구분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의 약 60.33%에 해당하는 ‘잠재집단 1’은 

부모양육 방식의 하위 요인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모든 영역

에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집단에 소속한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이나 애정 

정도와 기대와 간섭 수준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도 않은 보편적 수준으로 인식하므로 ‘일반형’

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의 경우 전체의 약 4.86%에 해당되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이 집단에 포함된 청소년은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중에서도 부모의 과잉기대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나 ‘애정만족/과잉기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은 전체의 9.09%

가 속한 집단으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전체 평균수준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애정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

단 4’의 경우 전체의 25.72%에 해당되며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과 합리적 설명에 대한 학생들

의 지각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애정에 대한 지각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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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합리-애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 방식의 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집단은 전체 표본의 약 10.69%에 해당하며 중3 시기의 잠재집단3과 마찬가지로 비일

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전체 평균수준이나, 부모의 관심과 애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애정부족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의 경우 전체의 약 5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반적으로 부모양육 방식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이

므로 ‘일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 유형은 전체의 12.14%에 해당되며, 부모의 감

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전체 평균 수준이나 과잉기대와 과잉 간섭이 평균 수준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과잉기대/과잉간섭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파일 유형은 전체

의 22.62%를 차지하며,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정도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반면에 부모

의 감독과 애정, 합리적 설명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합리-애정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측정시기별 부모양육태도의 잠재프로파일 그래프 

2) 잠재 프로파일별 학습습관 및 정서문제의 양상

각 측정시기별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습관 및 정서문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각각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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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중3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F

사 후 검 정  

(Tukey's HSD)

일반형
애정만족/

과잉기대형
애정부족형 합리-애정형

60.33%

(n=1,168)

4.86%

(n=94)

9.09%

(n=176)

25.72%

(n=498)

성취가치
2.96

(0.47)

3.26

(0.61)

2.68

(0.63)

3.31

(0.54)
87.70*** 2,4>1>3

숙달 목표 

지향성

2.75

(0.60)

3.07

(0.74)

2.51

(0.69)

3.03

(0.68)
40.90*** 2,4>1>3

학업시간 

관리

2.46

(0.61)

2.83

(0.74)

2.16

(0.64)

2.79

(0.77)
53.73*** 2,4>1>3

행동통제
2.51

(0.46)

2.71

(0.54)

2.27

(0.52)

2.80

(0.59)
63.13*** 2,4>1>3

<표 7> 측정시기 및 잠재 프로파일별 학습습관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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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요소

고1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F

사 후 검 정  

(Tukey's HSD)

애정부족형 일반형
과잉기대/

과잉간섭형
합리-애정형

10.69%

(n=207)

54.55%

(n=1,056)

12.14%

(n=235)

22.62%

(n=438)

성취가치
2.76

(0.62)

3.02

(0.50)

3.05

(0.57)

3.29

(0.59)
47.94*** 4>2,3>1

숙달 목표 

지향성

2.50

(0.66)

2.78

(0.59)

2.90

(0.65)

3.02

(0.67)
34.92*** 2,3,4>1

학업시간 

관리

2.29

(0.67)

2.47

(0.62)

2.65

(0.68)

2.81

(0.73)
41.35*** 4>3>2>1

행동통제
2.27

(0.51)

2.49

(0.49)

2.56

(0.55)

2.76

(0.59)
48.18***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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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부모양육태도의 프로파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습관 및 정서문제의 하위요인 간 

평균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먼저, 잠재 프로파일에 따라 성취가치,

숙달목표지향성, 학업시간 관리, 행동통제와 같은 학생들의 학습습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비교적 높은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집단과 ‘합리-애정형’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반

면에 부모의 관심과 애정 정도가 가장 낮은 ‘애정 결핍형’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집단과 ‘합리-애정형’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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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특징적인 차이가 부모의 기대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기대보다는 실제 관심과 애정정도가 청소년의 학습습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는 하위 요소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애정부족형’의 학습습관

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형’, ‘과잉기대/과잉간섭형’, ‘합리-애정형’순으로 학

습습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 요소

중3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F

사 후 검 정     

(Tukey's HSD)

일반형
애정만족/

과잉기대형
애정부족형 합리-애정형

60.33%

(n=1,168)

4.86%

(n=94)

9.09%

(n=176)

25.72%

(n=498)

사회적 위축
2.30

(0.68)

1.93

(0.88)

2.40

(0.72)

1.66

(0.82)
27.80*** 1,3>2,4

공격성
2.01

(0.49)

1.84

(0.65)

2.18

(0.51)

1.66

(0.56)
68.91*** 3>1>2>4

주의집중
2.25

(0.48)

2.18

(0.75)

2.36

(0.54)

1.93

(0.57)
50.80*** 1,2,3>4

<표 8> 측정시기 및 잠재 프로파일별 정서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  

하위 요소

고1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F

사 후 검 정     

(Tukey's HSD)

애정부족형 일반형
과잉기대/

과잉간섭형

합리-애정

형

10.69%

(n=207)

54.55%

(n=1,056)

12.14%

(n=235)

22.62%

(n=438)

사회적 위축
2.38

(0.65)

2.24

(0.70)

2.22

(0.79)

1.92

(0.79)
27.20*** 1,2,3>4

공격성
2.13

(0.49)

1.85

(0.49)

2.01

(0.60)

1.54

(0.51)
82.58*** 1,3>2>4

주의집중
2.28

(0.48)

2.13

(0.47)

2.23

(0.60)

1.84

(0.53)
55.6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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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의 잠재 프로파일에 따라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과 같은 청소

년의 정서문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년 시점을 살펴

보면, 첫째 ‘애정만족/과잉기대형’과 ‘합리-애정형’ 집단에 비해 ‘애정부족형’ 과 ‘일반형’에 속하

는 학생들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정부족형’, ‘일반형’,



694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애정만족/과잉기대형’, ‘합리-애정형’ 순으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의집중 문제의 

경우에는 ‘합리-애정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프로파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을 살펴보면, ‘합리-애정형’이 다른 세 잠재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 수준

이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과 주의집중에서는 ‘애정부족형’ 과 ‘과잉기대/과

잉간섭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형’, ‘합리-애정형’ 순으로 공격성과 주의집중 점

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애정부족형’ 과 ‘과잉기대/과잉간섭형’ 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부모 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확률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부모 양육태도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전이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 ( )은 고1시점 중 %

분석결과, 중 3시점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을 제외한 3개의 프로파

일(‘일반형’, ‘애정부족형’, ‘합리-애정형’)에서는 중 3시기의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프로파

일의 전이양상을 고정집단과 변화집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

교 3학년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반형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대부분은 ‘일반형

(66%)’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 반면에 약 11%는 ‘합리-애정형’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이하였으

구분

고1

잠재

집단1

잠재

집단2

잠재

집단3

잠재

집단4
계

애정부족형 일반형
과잉기대/

과잉간섭형
합리-애정형

중 3

잠재

집단1
일반형

10.45

(58.94)

65.84

(72.82)

12.67

(62.98)

11.04

(29.45)

100

(60.33)

잠재

집단2

애정만족/

과잉기대형

3.19

(1.45)

41.49

(3.69)

32.98

(13.19)

22.34

(4.79)

100

(4.86)

잠재

집단3
애정부족형

36.93

(31.40)

40.91

(6.82)

17.61

(13.19)

4.55

(1.83)

100

(9.09)

잠재

집단4
합리-애정형

3.41

(8.21)

35.34

(16.67)

5.02

(10.64)

56.22

(63.93)

100

(25.72)

<표 9> 중3-고1 부모 양육태도 프로파일 간 종단적 전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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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약 13%의 학생들이 ‘과잉기대/과잉간섭형’, 약 10%는 ‘애정부족형’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의 약 41%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지나치지

도 않고 기대와 간섭이 심하지도 않는 ‘일반형’으로 전이하였으며, 그 외에도 ‘합리-애정형’ (약 

22%)과 ‘애정부족형’(약 3%)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약 33%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과잉기대/과잉간섭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

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학업, 교우관

계,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부모의 간섭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

째, 부모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약 37%가 고등학교에 진학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정부족형’을 유지하였으며, 약 41%의 학생들은 ‘일반형’으로, 나머지 

약 18%는 ‘과잉기대/과잉간섭형’, 약 5%는 ‘합리-애정형’으로 전이되었다. 마지막으로 ‘합리-애

정형’ 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리-애정형’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였으며, 약 35%는 ‘일반형’으로 나머지는 ‘과잉기대/과잉간섭형’(약 5%)과 ‘애정부족

형’(약 3%)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시기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양상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래프의 X축은 중 3시점의 

네 가지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을 의미하며, Y축은 각 프로파일별로 고1 시점의 프로파일 구성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 중3-고1 시점의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 전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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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특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측정시점별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양상과 전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변화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모든 영역에서 평균 수준을 보이는 ‘일반형’이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부모양육태도 유형 

중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요소인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에 대한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요소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낮은 ‘합리-애정형’이 나타났다.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인 비일

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인 요소

들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인 ‘애정부족형’도 나타났다. 이는 박경인, 정승원과 신안나(2013)와 구

자연과 박경자(2018)의 연구에서도 ‘합리-애정형’과 유사한 부모양육태도 유형이 나타났으며, 또

한 ‘애정부족형’의 경우는 임정아와 조아미(2018) 그리고 구자연과 박경자(20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발견되었다.

반면 중학교 3학년에서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간섭, 특히 과잉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이 나

타난 반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전체 평균 수준이나 과잉기대와 

과잉 간섭이 평균 수준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과잉기대/과잉간섭형’이 나타났다. 이러

한 ‘과잉기대/과잉간섭형’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시험이나 

대학입시와 같은 학업 과제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강한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학교나 사회로부터 부여받게 되고(오정현, 정태연, 2006), 부모의 양육태

도 역시 예전보다 더욱 기대나 간섭으로 인식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습관의 하위요인 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

년 시점에서는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집단과 ‘합리-애정형’ 집단이 성취가치, 숙달목표지향성,

학업시간 관리, 행동통제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반면 ‘애정부족형’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는 하위 요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

으로 ‘애정부족형’의 학습습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형’, ‘과잉기대/과잉간

섭형’, ‘합리-애정형’ 순으로 학습습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중학교 3학년의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집단과 ‘합리-애정형’ 집단 간에는 학습습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고등학교 1학년의 ‘과잉기대/과잉간섭형’ 집단과 ‘합리-애정형’ 집단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

다. 이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은 애정과 관련된 요인이다. 즉, 자녀가 인식하기에 부모가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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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 한 상황에서 과잉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

지 않을 수 있지만 애정이 기반 되지 않은 기대나 간섭의 경우에는 학습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 큰 기대를 하고 학습에 있어 개입이 강한 한국 

부모의 특징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나 개입/간섭에 있어 애정에 대한 충분한 지각

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에 따른 정서문제의 차이에서도 ‘합리-

애정형’의 경우 주의집중 부족,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다른 프로파일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전이양상 분석을 통해서 안정성 및 변화가능성이 함께 확인

되었다. 즉,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은 고정집단과 변화하는 변화집단이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의 가변성을 지지한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2017)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 부모양육태도를 고정치로 두고 분석을 한 연구(임선아, 2014)의 전제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은 보편적인 부모양육태도 유형인 ‘일반

형’과 ‘과잉기대/과잉간섭형’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애정부족형’의 경우 ‘일반형’

과 ‘과잉기대/과잉간섭형’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이나 입시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감소하고 기대와 간섭은 증가하고 있

다고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고정집단과 변화집

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은 어떤 부모집단이 시간의 흐름과 환경적 변화에서도 양육태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며 또한 어떤 부모집단은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예를 들어, 양육태도의 변화와 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등을 고려한 심층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 및 그에 따른 후속 연구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청소년

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양상과 변화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부모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축, 공격

성, 주의집중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볼 때,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

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고

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모의 기대나 간섭이 학

습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업적 

성과나 태도 형성을 위한 학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부모의 정서

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태도나 행동이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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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실제적 연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각 측정시점별로 도출된 프로파일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습관 및 정서적 

문제의 차이는 분석하였으나 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전이 유형에 따른 이들의 변화 양상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과 

학습습관 및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변인을 통제하지 못했

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즉,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습습관과 정서적 문제에 영향

을 준 것인지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인지를 검증하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배경,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추가

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의 전이 유형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다

면 부모의 양육태도의 특성과 영향에 관한 보다 엄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중3 및 고1

의 두 시점에서의 변화 양상만을 확인했다는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로의 새로운 학교체계로 옮겨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이자 잠재적인 스트

레스 사건으로 작용한다(Hirsh & DuBois, 1992). 이 시기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

하며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되기에 학생

들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도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인식

변화의 양상에 관한 경험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여러 시점에서 측정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태도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허묘연(2004)의 부모양육태도 분류는 한국 문화를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확보되었지만, 부모양육태

도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화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다른 양육태도 

유형을 활용한다면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구분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적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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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Parenting Style Profiles: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
1)

Hwang, Hyeyoung*

Kim, Na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ypes of adolescents’ perceived profile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profiles and educational variables

such as learning habits and emotional problems. The study also identifies changing pattern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profiles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The

6th(2015) and 7th(2016)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data (N=1,936) a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show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ing style profiles are classified into four

subgroups: general type, rational-affection, affection lacking and affection satisfying/excessive

expectation type. Profile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classified into four subgroups: general

type, rational-affection, affection lacking and excessive expectation/excessive interfering type.

Second, groups of high level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s such as affection and rational

explanations show the higher level of learning habits but relatively lower emotional problems.

Third, students’ parental profiles show both changeabi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regarding parental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rearing attitude, parenting style profiles, study habits, emotional

problems,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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