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사학 논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계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공

김 은

2009년 8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계

지도교수 김 양 순

김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은 의 교육학 석사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장 ______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______

제주 학교 교육 학원

2009年 8月

인

인

인



- i -

<국문 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계

김 은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공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

과의 계를 살펴보고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요성을 인식시켜 학교교육 부모교육의 기 자료로

제공하며 아동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상은 제주시내 등학교 4개교에서 5･6학년 600명을 표집하여 최

종 569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검사도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

정하기 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tCommunicationInventory)를 민하 (1991)이 번안하고

김순 (2006)이 수정한 것을 등학생의 수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교우 계 검사 도구는 이주리(1994)가 제작한 교우 계 검사도구 등학교 고

학년 활동을 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학교생활 응 검사 도구

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응에 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이하

(2002)이 고등학교에 사용하고 노수미(2003)가 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모든 검사도구는 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수정 보완하 다.

자료처리는 SPSS(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 편

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test,ANOVA,Pearson의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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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학력,가정 분 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고,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 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

통은 둘다 가정분 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

정의 분 기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므로 부

모는 가정 분 기를 화목하고 정 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우 계의 계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 가정의 아동이 교우 계가 원만하고,부모-자녀 간

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 가정의 아동은 교우 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부모님과 개방 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하게 수용 받고 생각을 표 하는데 솔직하므로 교우 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우 계를 비교 정 으로 지각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부모-자녀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들은 교우 계

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므로 교우 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응도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인 아동의 학교생활 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러

므로 부모 모두 독단 으로 훈계나 지시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서로에 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고 개방

으로 표 할 수 있는 개방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응이 순조로

움을 알 수 있다.

넷째,교우 계에 따른 학교생활 응도에서는 교우 계가 좋은 아동의 학교

응도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정서 지지,교환 활동,공동 활동의

정 측면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한 응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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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은

역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부모-자

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아동의

원만한 교우 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 응력 한 높아짐을 알 수 있

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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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하루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는 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곳이다. 등학생들에게 학교는 매우 요한 곳이며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것이 아동기의 요한 발달과업 의 하나로 볼 수 있다.특히 어린

시 형성된 응능력은 생애 인 발달 에서 바라볼 때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 으로 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에서 아동의 응 능력은 정 인 인성과

인 계 형성에 있어 매우 요하다.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

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고,‘외톨이’,‘왕따’등의 문제가 체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톨이인 아동은 교우 계에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며 혼자 노는 데 익숙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공동체 생

활에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남에 한 배려가 없어서 사회성 형성에 큰 장애 요

인이 되며 성장한 이후에도 인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등학교에

서의 원만한 교우 계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

상 한 원만하지 못한 교우 계에서 비롯되는데,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

두 비슷한 래들로 구성되어 있고,그 상이 순환 이라는 에서 원만한 교우

계 필요성이 부각된다.

한 학교생활 응을 잘 못하는 아동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심각한 경우

비행행동을 일삼거나 제도 으로 자퇴가 인정되지 않는 등학교에서도 등교를

거부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로 인해 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

는 가정들이 학교교육의 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정 인 효과도 있지만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따라서 제도 인 학교교육의 문제 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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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에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교생활 응과 부 응을 결정짓는 요인은 개인 요인,가정 요인,

사회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지 까지는 주로 개인 요인인 성격,공격성,

정서조 능력,자아존 감,자아 효능감에 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

다(이아 ,2007).하지만 등학생의 경우 개인 요인 형성의 기 인 가정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 주는 가정 요인에 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

도,사회경제 지 ,부모의 학력,부모의 직업,가족의 형태 등의 구조 인 측

면에 한 것들이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구조 인 요인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 유형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등학생들에게 사회 기술이나 인 계 기

술을 향상시키는데 직 인 향을 것이라 생각한다.지 까지 청소년을

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련 연구는 많으나,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

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이유는 등학교 학년 아동들의 경

우에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무 어리다는 단 이 있기 때문이다.

등학교 학년 아동들은 부모와의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부모의

일방 인 지시나 강요로 가정 내의 의사소통이 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추상 이고 논리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부모와의 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상

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 간의 개방 인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의사소통

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한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문제해결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폐쇄 이고 문제형인 의사

소통은 갈등을 심화시켜 여러 가지 부 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허주연,2005).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고정된 의사소통의 방법은 아동들의 성격형성이나

인 계 기술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아동들이 학교

에서 친구들을 사귀거나,교사와의 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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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방법은 직간 으로 요한 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주는 사회 요인에 한 연구는 학교에

서의 학업성취도,리더쉽,담임교사와의 계,유머활용 능력,친구들 간의 인기

도 등에 한 것이 있다.교우 계에 한 연구는 최근 심의 상이 되고 있으

며,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심으로 한 것이 부분이다 .

등학교 아동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많은 시간을 경험하는 사회가 학교

라고 할 수 있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우 계이다.교우

계가 좋은 아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해 정 인 지각을 하게 되

면서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교우 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해 부정 인 지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원만

한 인 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아동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

는 시간이 많은 만큼 학교생활 응과 교우 계는 불가분의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가 학교 응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 으로 련지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과

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이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교우 계 증진과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주고,효율 인 부모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를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 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1)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있는가?

2)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 계는 어떤 계가 있는가?

3)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 응은 어떤 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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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부모-자녀간 의사소통

1)의사소통의 정의

아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계를 맺으

면서 살아간다.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인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

미가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상호교환의 의미를 가진다.의사소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정보획득이나 친 감의 형성 등의 목 에 맞도록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 의사소통은 의사를 달하

고자 하는 사람이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매체를 통해 상 방에게 달함

으로써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상 방으로부터 반응을 발생하게 하는 과정이

라고 하 다(지선 ,2005).

의사소통은 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달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의

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므로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

라도 달 방법이 하지 않으면 효율 인 의사소통이 이 질 수 없다.의사소

통의 개념에서 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한 것보다는 메시지의 달 방식이나

달과정을 요시하여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의 정보 즉,생각,의견,사실,감정

을 교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최홍규,2000).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언어 인 메시지도 요하지만,비언어 인 메시

지의 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미국의 사회학자 AlbertMehrabian(1971)에 따르

면 메시지 달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 이 7%,목소리(음조,억양,크기)등 반언

어 표 이 38%인데 비해 비언어 인 표 이 55%에 달한다고 한다.이는 비언

어 인 메시지가 언어 인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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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사소통을 언어 인 것과 비언어 인 메시지의 달과정이라고 하는 연

구자도 있다(정명희,1998).

이순자(2002)는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

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인 형태와 비언어 인 형태로

메시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 다.양 미(2003)는 의사소통

을 사람들 간에 서로에 해 이해하고 서로에게 향을 미치기 해 상징 처

리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정보,태도 의견 등을 교환하는 순환 인 상호교

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는 언어 ,비언어 메시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란 상 방을 이해하기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 ,비언어 인 메시지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 교

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간에 언어 ,비언어 인 메

시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부모-

자녀 계는 태어나서 최 로 맺는 계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동일시나 모방을

통하여 생활습 이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통해 자

녀를 교육한다.자녀의 성장에 부모요인은 성격형성, 인 계 형성,사회 응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므로 한 개인의 일생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의 경험공유를 통해 상호 계 확립 혹

은 계 확인에 자신감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다(정연호,2004).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매우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를 분석하는데

주요 수단이 되는 것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이다(김정선,1995).부모-

자녀간의 효과 인 의사소통은 신뢰롭고 애정 인 계를 형성하며 부모-자녀간

의 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 인 불안으로 인해 많은 부 응의 문

제를 불러일으킨다(김수연,1997).

Adams(1980)는 청소년기의 갈등이나 반항의 원인은,청소년기 자녀들이 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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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긴 히 화를

하고 자녀들 역시 자녀들끼리 서로 긴 한 화를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긴 한

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Rueter와 Conger(1995)는 온정이 넘치

고 지지 인 가정 분 기는 부모-자녀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성공 으로 헤쳐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이고 고압 인 가정 분 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가정의 기능마비를 불러온다고 하여,역기능 인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악 향에 해 이야기 하 다.

김경원,이희자(2000)는 부모-자녀 계는 가장 기복 이고 친 하며 지속 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계로 어떤 사회 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

습할 수 있는 기 가 되고,부모-자녀 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

인 향을 주고받으며,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

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화하는 방식이나 태도,내용 등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 다.

한 연문희(1992)는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요성을 다음과 같

이 언 하고 있다.

첫째,상 방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감정

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으로써 정화작용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돕는다.

둘째,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 계를 돈독히

한다.상 방의 의사를 서로 존 하며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화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는 공감을 통해 정서 으로 하나가 된다.

셋째,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율 이고,자주 이며,책임감 있

고 창조 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근본 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의 타고난 자아실 의 경향

을 믿는 까닭에 그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한다.반면 일방

으로 명령이나 경고,지시,충고,설득,훈계,비난하는 가정 분 기에서 자란 자

녀들은 타율 이고 소극 이며, 공하거나 반항하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기 쉽다.

넷째,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들로 하여 부모를 존경하게 한다.

부모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 하고,그들의 의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녀들

도 부모의 뜻을 존 하게 된다.가족은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교환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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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하며,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한 애정과 불만을 표 하거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뿐만 아니라 가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많은 양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족 구성원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결국,부모와 자녀 간의

이상 인 의사소통은 일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로 주고받는 의사소

통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화할

때,세 간의 차이를 좁 주고 몰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며 원만한

부모-자녀 계로 발 시킬 수 있다(지선 ,2005).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기가 자녀 부모,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에서 일반 으로 동의하고 있다.민하 (1991)의 연구에서

는 이 시기가 되면 기존 계의 붕괴로 인한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의 재조정

부모와 자녀 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 다.따라서 청소년 기

에 해당되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재정립에 있어 매우

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가정 내에서 부모가 나날이 변화하는 자녀들과의

과 화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자녀들의 바람직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기 할 수 없다.자녀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

기 해 부모들은 자녀들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생각

이나 느낌,의견 등을 표 해야 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

면 첫째,Barnes& Olson(1982)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

(CircumplexModel)에 기 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응성이 기능 인 수 이 되

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

로 구분하 다.먼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

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는 감정을 표 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개방형 의사소

통유형은 정 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공감,반

경청,지지 발언 효과 인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의미한다.반면 문제

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 하고 주제선택

에 조심하며,부모로부터 비난 인 표 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 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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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의사소통유형으로 모순된 메시지,부정 인 발언이나 빈약한 문제해결 기

술 등을 의미한다.

둘째,Gordon(1975)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I-message(나- 달법)와 You-

message( - 달법)로 나 었다.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달함으로써 부모의 생각과 느낌,입장을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정

직하게 개방하도록 돕게 된다.반면 You-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해 명령,

경고,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자녀를 평가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부모의

입장이 효과 으로 달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You-message는 자녀는 무엇

을 해야만 하는가(해결책 제시), 는 자녀에게 자신은 어떻게 나쁜 아이인가(비

난 혹은 평가)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I-message일수록 자녀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한 책

임을 지고 정 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I-message는 부모가 받아

들이기 곤란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 이며 부모와 자녀 계에 보

다 건 한 향을 다.다시 말해서 자녀의 행동에 한 책임을 자녀 자신이 지

도록 하여 행동변화에 무한한 효과를 가져 온다. 한 부모의 정직한 감정을

달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녀 쪽에서도 정직한 메

시지를 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은 크

게 기능 인 의사소통 유형(개방형,I-message)과 역기능 인 의사소통유형(문제

형,You-message)의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nes& Olson(1982)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 다.Barnes& Olson(1982)의 의사

소통 유형은 비교 단순하고 그 형태가 비교 덜 복잡하여 자녀와 부모 사이

의 형태를 분류하는데 합하다.뿐만 아니라 그 분류차원인 개방형과 문제형은

우리나라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표하기에

한 것으로 단된다(양 아,2003).더 나아가 아버지,어머니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구분지어 살펴

보기에 합하다.개방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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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사실 는 감정을 표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유

형을 의미한다.문제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의사교환을 주 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 표 보다는 비난 표 을 더 많이 경

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와의 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

나 가치 을 표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고 자신감과 정서 안정을 얻

을 수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자녀의 건 한 성장과

응에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시

기의 아동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형성된 기본 인 인간 계가 교우

계와 학교생활 응과 어떤 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교우 계의 정의 형성 요인

1)교우 계의 정의

교우 계는 아동의 사회 계를 형성하는 주요 역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친구에 해 신뢰하고 존 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호 의존 으로 계를 맺어 나

가는 것을 말한다.즉 교우 계는 아동의 사회 계를 형성하는 주요 역으로

서 큰 의미를 지닌다.Hartup는 교우 계에 하여 애정이나 심,흥미 정보

를 공유하면서 타인의 을 유지하는 이원 이며 독특한 애정 계로 정의한

바 있다(이 정,1994,재인용).이희승(1982)도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귀면서 애정

과 존 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계로 교우 계를 설명하 다.

교우 계는 다른 계와는 달리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니고 있다.

첫째,Furman은 교우 계는 참여를 한 행동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회

규칙이나 규범을 수반하며,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은 어떤 복된 이 있다 하더

라도 아는 사람과의 계나 부모와의 계에서의 규칙과 규범과는 구분되어 진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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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교우 계가 단순히 아는 계와 다른 하나의 차원은 애정 인 차원으

로서 교우사이의 애정 계는 그 아는 사이의 계보다 더 강한 것이며 그

책임감에 있어서도 더 강하다는 것이다.즉 교우 계는 범 하고 친근한 상호

작용을 내포하는 인 계로서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교우 계는 인기도와는 별개의 것이다. 인기는 그 집단에 의해 일반

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련지어 지는 것인 반면 교우 계는 두 사람 사이의 특

별한 계와 련되는 것이다.물론 인기 있는 아동이 사교 이며 개방 이기는

하지만 인기의 결정과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동일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

로 어떤 사람이 친구와 사귈 때에는 반드시 인기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김

민정,2004,재인용).

교우 계에 있어 주요 역은 교우 계에 한 아동들의 개념이나 기 , 계

의 형성과 유지,갈등,종결,그리고 회복 등 그 과정의 양상으로 압축될 수 있

다.교우 계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성숙 발달단계에서의

상이한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다양한 수 의 복합 차원의 개념으로 인지발

달이나 사회 경험들의 요소와 깊이 련되는 것이다.즉,교우에 한 정의

기 는 인지 발달보다는 특정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강한 향을 받는 교우

계의 실제 측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많지 않고,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아동들이 가정 이외의 시설에서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그리하여 아동이 사회 으로 응하고 올바른 성격을 형성

하는데 교우 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부모나 성인은 일방 으로 아동에

게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를 일방 으로 가르치는 존재이다.그러나 아동의 교우

계는 아동이 사회 으로 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아동

자신이 주 로부터 사회정서 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아동의 자

아개념이나 도덕성이 발달하도록 돕는다는 에서 그 요성을 찾을 수 있다(이

은해․고은주,1999).

본 연구에서는 교우 계란 애정과 존 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지속 이

고 양방향 인 계이며 강한 상호 계 즉 상호의존성,자발성,친 감을 지니고

이루어지는 인간 계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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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우 계 형성 요인

아동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차 요인은 유사성으로 연령,성,학

교에 한 태도이다.아동들은 공부에 한 욕구와 가치인식이 유사하면 쉽게 친

구가 된다. 한 놀이,음악,운동 등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의 유사성 한 교

우 계에 향을 미친다.

두 번째 요인은 친사회 특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 방에게 분명히 달하

는 의사소통의 명료성,교우 계가 지속되면서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되는 갈등

극복 능력,상 방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히 드러내는 자기표출 능력

등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주요 사회 특성이 아동기에도 이미 교우 계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정정화,2008,재인용).

이와 같이 교우 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으로 래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 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교

우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환경 ,개인 인 공통 을 가지고 시간 으로 함께

공유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아동의 교우 계 형성에 부모와 교

사의 지원과 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3.학교생활 응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

간은 사회 인 동물이라고도 한다.인간은 살면서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여러

집단을 형성하면서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간다.이는 가족,친구,학교,

회사 등의 여러 사회집단과 개인과의 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특히

변하는 사회에서 사회 인 존재로 잘 살아가려면 응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응은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소극 의미와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

화시키는 극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즉 환경과 자신이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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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그런 의미에서 응을 단순히 환경 요구에 수동 으로 자신을 일

치시키는 소극 의미로 악해서는 안 되며 개체와 환경과의 역동 인 계를

정확히 악하여 실 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극 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으

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즉 응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동화와 조 의 과정이

모두 요함을 알 수 있다(조민희,2008,재인용).

따라서 응은 인간이 보다 만족한 상태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주

변 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에게 큰 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 다음으로 학교라고 볼 수 있다.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동의 주 생활 역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간다.학교

는 아동이 사회 환경에 바르게 응할 수 있도록 기본 인 교육을 하는 기 이

라고 볼 수 있다.아동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 지식을 배우고 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익힌다.그

러므로 하루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등학생들에게 학교 생활 응은

매우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아동이 개인 ,사회 으로 잘 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

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더 잘 응하고 처할 수 있

는 능력과 태도 신념을 길러주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충실하게 하기 해서는 학교는 그 나름 로의 제도,규

칙,풍토, 통을 기반으로 한 여건들로 학생들에게 기 와 통제를 부여한다.이

들 학교의 여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교과활동,특별활동 등을 포함하여 학

교생활의 구성요소인 학교수업,학교생활,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계,교사와의

계,학교환경 등 학생들이 받는 교육 총체를 통틀어 말한다.

학교생활 응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자

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

하게 수용되는 것이다.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 태

도,동기가 정 이기 때문에 인 계가 원만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

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 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며,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교사, 래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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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만한 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은 ,2006).

학교생활 응이란 개인의 욕구가 친구나 교사와의 계에서 수용 인 느낌을

받거나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갈등이 없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즉 개인이 학교 사회에 응해 나가기 해 알맞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

로 학교의 교육 가치와 규범,그리고 질서에 배되지 않는 타당한 행동이다.

한 인 계와 사회 환경에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

을 말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은 극 이고 정 이며 소속감과 희망,꿈을 갖고

있는 상태를 경험한다(김동연,2002).

안규복(1986)은 학교생활 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

육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한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 태도,동기가 정 이기 때문에 인 계가 원만

하여 학업성 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 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 다.

특히 사회처럼 지식,가치 ,행동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바르게

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 을 학교라고 할 때,

아동들의 학교생활 응이 무엇보다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정은주,2005).

아동의 학교생활 응은 응과 부 응의 이분법 인 분류보다는 응도의 수

이 높고 낮음을 더 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응도의 수 은 개인의 지각

이 요한 향을 미치는데,Ladd,Kochenderfer,& Coleman(1996)은 학교 환경

에 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에 을 두고 학교 응을 설명하고 있다.이들은

학교 응을 아동이 학교 환경에 심을 가지고 참여하고,편안해하고,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학교 응의 각 역은 아동의 이후 교육활동의

요한 바탕이 된다고 했다(차유림,2000,재인용).즉 학교에 한 태도가 정

인 아동은 학교 응도의 수 이 높고,학교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가진 아동

은 학교 응도의 수 이 낮다고 본 것이다.

한 학교 응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교육 인 환경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환경을 수용하여 환경과 개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안 복,1984).아동이 학교환경을 수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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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능동 인 자세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뿐만 아니라,아동이 지각하는 학교 응도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서 잘 조화되고 성공 인 계를 형성하므로 교사,교우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

들과 원만한 계를 유지해가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4.선행 연구 고찰

청소년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련된 연구에서 김양숙(1995)은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가정 분 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 다.즉 가정에

해 만족할수록 부모와의 정 의사소통 수가 높게 나타났고,가정에 해

불만족할수록 부정 의사소통 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따라서 가정

분 기가 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에 한 박의숙(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래 계 질과의 계에 한 연구

에서 순기능 의사소통이 래 계에서 우의,정서 ,사회 지지,인기, 래만

족 등 래 계의 정 요소를 높여주어 래 계의 질을 향상시키며,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부-자녀간의 의사소통보다 래 계의 질과 련하여 더 요

하다고 하 다. 한 아버지의 교육수 에 따라 부-자녀간의 역기능 의사소통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부장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풍토

상 아버지가 학력이 낮을수록 상호 감정 교류 의사소통보다는 부모의 편 한

의지로 강압 인 화를 나 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 다.이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교우 계에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성

숙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화법을 배우기 해 효율 인 부모의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자옥(2007)의 연구에서는 부의 의사소통은 교우 계에 유의한 직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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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나 모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 다. 한 부의

의사소통이 정 일 때 교우 계가 원만하고 좋다고 하 다.이는 부모 에 특

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 이고 문제가 없을 때 아동은 더욱 정 이고

극 인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원만한 교우 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응에 한 귀연․ 최보가(1995)

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와의 계에 한 긴장이 청소

년의 응에 큰 향을 미치며,특히 부모로부터의 거부는 학교 응의 실패와도

연 이 있다고 하 다.

서명성(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단 되거나 부족할 때

에는 자녀에게 부 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 응에 향을 미치며,학교생활의

부 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부모

들이 자녀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해 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친 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를 방하고 처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정유진(1999)의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며,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

소년이 어머니와의 개방 인 의사소통 정도가 학교생활 응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역기능 의사소

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과 더 직 으로 계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 응에 직 인 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재숙(2001)의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응에 한 여구

결과 둘 사이에 유의한 계가 있다고 하 다.즉 개방형 의사소통 집단의 자녀

들이 문제형 집단의 경우에 비하여 학교생활 모든 역에서 잘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차유림(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정 일수록 의사소통

이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감정이입과 지지 발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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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기술을 가진 유형일수록 아동의 학교 응 수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박지 (2003)의 연구 결과,가족 구성원 간 애정과 신뢰를 기 로 정 이고

개방 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교에 더욱 정 으로 잘 응

한다고 하 다. 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 일수록 학교 응을 잘 하

고,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

정지연(2007)의 부자가정을 상으로 한 의사소통집단별 학교 응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는 학교 응 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 다.즉 개방형

집단이 문제형 집단보다 학교 응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 응과 련된 연구들의 경우,노

성향(1994)의 연구 결과,가정이 화목하고 부모가 개방 이고 진 인 의사소통

을 할수록 자녀의 부 응 인 행동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 다.즉,청소년 부

응 행동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정 이고 개방 일수록 빈도가 게 나

타나며,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 일수록 많게 나타난다고 하 다.

심원희(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진 의사소통 수 과 자녀부 응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진 의사소통 수 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부

응 행동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응에 련된 연구들의 공통

은 부모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정 으로 응함을 알 수 있다.

요즘에 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은 신체 성숙도가 과거의 청소년기와 크게

차이가 없고, 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정보로 인해 사춘기를 빨리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한 교우 계나 학교생활 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실이다.그러나 선행연구 부분이 청소년기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교우 계와 학교생활 응을 통합 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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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1.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제주시 4개 등학교 5･6학년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비조사는 2008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6학년 아동 60명을 상으로 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α =.88,교우 계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α =.90,학교생활 응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α =.91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9년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연구자가 직 학교를 방문하여 먼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

록 하 다.설문지는 600를 배부한 것 에서 592부가 회수되었으며,그 부모

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와 기재 락이 많은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69매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2.측정도구

1)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Inventory)를 민하 (1991)이 번안하고 김순 (2006)이 수정한 것

을 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등학생의 수 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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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지에서 척도는 개방형과 문제형 두 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의

사소통 유형 문항 구성 신뢰도 계수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신뢰도

의사소통

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α.

부 모

개방형 1,3,6,7,8,9,13,14,16,17 10 .88 .91

문제형 2,4,5,10,11,12,15,18,19,20 10 .75 .79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상호작용에

억압감을 느끼지 않으며,자유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정

인 측면을 측정한다.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부정

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 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아니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5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척도는 개방형은 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무제가 없음을

의미하고,문제형은 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2)교우 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우 계를 측정하기 하여 이주리(1994)가 제작한 교

우 계 검사도구 등학교 고학년 활동을 한 도구를 공교수님의 안면타

당도를 구하여 수정,보완해서 사용하 다.

본 교우 계 척도는 정서 지지 9문항,교환 활동 4문항,공동 활동 7문항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교우 계의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Ⅲ

-2>와 같다.각 문항은 1 에서 5 까지로 이루어진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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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교우 계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신뢰도

교우 계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α.

정서

지지

교우간의 로,애정,충고,인정,칭찬

등의 정서 지원

1,2,3,4,8,

9,10,11,12
9 .87

교환

활동

교우 간의 도움주기와 물질의 교환을

통한 동
5,6,7,20 4 .74

공동

활동

교우 간에 함께 놀기,함께 지내기를 통

한 행동 참여

13,14,15,

16,17,18,19
7 .72

체 20 .90

3)학교생활 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응을 측정하기 하여 임정순(1993)의 ‘아동

의 학교생활 응에 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이하 (2002)이 고등학교에

사용하고 노수미(2003)가 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

를 구하여 수정,보완해서 사용하 다.

본 학교생활 응 척도는 교사 계 8문항,학교친구 8문항,학교수업 8문항,학

교규칙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학교생활 응의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Ⅲ-3>과 같다.각 문항은 1 에서 5 까지로 이루어진 리커

트식 척도로 측정하 으며,역문항의 경우는 역채 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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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학교생활 응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신뢰도

학교생활

응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α.

교사

계

교사와의 계,도움 요청,꾸 에

한 반응, 정 감정 표 의 성

1,4,7,11,

15,19
*
,23

*
,27

8 .76

학교

친구

친구 계,학 생활의 극성,친구

에 한 심

2,5,8,12,

16,20,24
*
,28
*

8 .75

학교

수업

수업시간 주의 정도,호기심,학업의

어려움,과제 해결

3,6,9,13
*
,

17,21,25
*
,29

*
8 .73

학교

규칙

당번 활동,시설물 사용,질서유지,

규칙 수

10,14,18,22,

26
*
,30

6 .70

체 30 .84

*역채

3.자료 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 다.

1)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

를 산출하 다.

2)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하 다.

3)조사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

기 해 독립표본 t-test,ANOVA를 사용하 다.

4)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

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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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해석

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표 Ⅳ-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배경 변인 빈도 백분율 배경 변인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281 49.4 학

년

5학년 286 50.3

여자 288 50.6 6학년 283 49.7

형

제

수

외동 52 9.2
출

생

순

맏이 211 37.1

1명 323 56.8 간 88 15.5

2명 160 28.1 막내 227 39.9

3명 이상 34 6.1 외동 43 7.6

부

연

령

40세 이하 85 14.9
모

연

령

40세 이하 231 40.6

41-45세 234 41.1 41-45세 212 37.2

46세 이상 150 26.3 46세 이상 126 22.1

부

학

력

고졸 이하 185 32.5 모

학

력

고졸 이하 249 43.8

졸 이상 384 67.5 졸 이상 320 56.2

가

정

분

기

매우 화목함 170 29.9
경

제

수

상 50 8.8

비교 화목함 245 43.1 상 159 27.9

보통 131 23.0 333 58.5

화목하지않음 23 4.0 하 27 4.75

부

직

업

문직 65 11.4

모

직

업

문직 69 12.1

사무직 244 42.9 사무직 130 22.8

매직 97 17.0 매직 129 22.7

생산직 156 27.4 생산직 53 9.3

기타 7 1.2 주부 188 33.0

체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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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49.4%,여학생이 50.6% 고,

학년분포는 5학년이 50.3%,6학년이 49.7% 다.아동의 형제수는 외동 9.2%,1명

56.8%,2명 28.1%,3명 이상이 6.1% 다.아동의 출생순 는 맏이가 37.1%, 간

이 15.5%,막내가 39.9%,외동이 7.6% 다.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 14.9%,41～45세 41.1%,46세 이상 26.3%로 41～

45세가 가장 많았다.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하 40.6%,41～45세 37.2%,46세

이상 22.1%로 4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32.5%, 졸 이상 67.5%,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

하 43.8%, 졸 이상 56.2%로 졸 이상이 많았다.

가정 분 기는 매우 화목함 29.9%,비교 화목함 43.1%,보통 23.0%,화목하

지 않음 4.0%로 비교 화목함이 가장 많았다.

경제수 은 매우 높음 8.8%,높음 27.9%,보통 58.5%,낮음 4.75% 다.

아버지의 직업은 문직 11.4%,사무직 42.9%, 매직 17.0%,생산직 27.4%,

기타 1.2%,어머니의 직업은 문직 12.1%,사무직 22.8%, 매직 22.7%,생산직

9.3%,주부 33.0% 다.

2.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교우 계,학교생활 응의 일반 경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교우 계,학교생활 응의 일반 경향을 알아

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1)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평균과 표 편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 요인들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Ⅳ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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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평균과 표 편차

의사소통 유형

부 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개방형 3.43 .80 3.77 .85

문제형 3.20 .49 3.08 .39

<표 Ⅳ-2>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았으며,개방형 의사소통 정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형 의사소통유형 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아동의 교우 계

아동의 교우 계 하 요인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아동의 교우 계 평균과 표 편차

교우 계 M SD

정서 지지 2.98 .78

교환 활동 3.66 .82

공동활동 4.05 .58

체 3.5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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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에 의하면 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이 교우 계의 하 역 공

동 활동이 다른 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아동의 교우 계에 있

어 정서 지지,교우 간의 도움주기와 물질의 교환을 통한 교환 활동에 비해

교우 간의 행동 참여를 통한 공동 활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반면 교우 간의

로,애정,칭찬 등의 정서 지지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아동의 학교생활 응

아동의 학교생활 응 하 요인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아동의 학교생활 응 평균과 표 편차

학교생활 응 M SD

교사 계 3.18 .68

학교친구 3.54 .66

학교수업 3.26 .69

학교규칙 3.23 .55

체 3.30 .64

<표 Ⅳ-4>에 의하면 학교친구와 학교수업이 다른 역에 비하여 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아동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 교사와의 조화로운 계나 학

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친구에 한 심 여부와 조화로운 계,학교 수업

의 참여도가 조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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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배경 변인 N
개방형 문제형

M SD t/F S M SD t/F S

성별
남자 281 3.46 .76

.86
2.83 .47

1.62
여자 288 3.40 .83 2.76 .51

학년
5학년 286 3.46 .81

.76
3.46 .79

-1.30
6학년 283 3.40 .82 3.46 .81

형제수

외동 52 3.54 .82

.53

2.83 .47

.49
1명 323 3.43 .80 2.81 .47

2명 160 3.41 .81 2.76 .53

3명이상 34 3.34 .77 2.84 .55

출생

순

맏이 211 3.43 .83

1.67

2.83 .50

.52
간 88 3.34 .81 2.76 .53

막내 227 3.42 .79 2.78 .47

외동 43 3.70 .70 2.79 .48

부연령

40세 이하 85 3.42 .10

.39

2.83 .60

.8141-50세 444 3.42 .04 2.80 .47

51세 이상 40 3.54 .12 2.72 .43

부학력
고졸 이하 185 3.35 .87

-1.73
*

2.82 .49
.70

졸 이상 384 3.47 .76 2.79 .49

가정

분 기

매우 화목함 170 3.92 .65

63.99***

a 2.62 .52

17.93
***

a

비교 화목함 245 3.43 .68 bc 2.83 .44 bc

보통 131 3.00 .73 b 2.89 .46 b

화목하지않음 23 2.40 .91 bc 3.29 .44 bc

부직업

문직 65 3.58 .88

.86

2.87 .60

1.01

사무직 244 3.44 .75 2.78 .48

매직 97 3.36 .77 2.82 .45

생산직 156 3.39 .87 2.80 .47

기타 7 3.47 .53 3.04 .56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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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부학력과 가정 분 기이며,성별,학년,형제수,출생순 ,부연령,부직업은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

소통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 분 기 고,그 외의 요인은 모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자녀와의 의사소

통이 더 개방 이었으나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아

버지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더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김옥숙(2001)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화에 극 이며

자녀를 이해하려는 정도가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 기에 따라 매우 화목함과 비교 화

목함,매우 화목함과 보통,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보통과 화목하지 않음

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 아동이 가정 분 기를 매우 화목하다고 느낄

때가 비교 화목함,보통,화목하지 않음으로 느낄 때보다 좀 더 개방 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매우 화목

함과 비교 화목함,매우 화목함과 보통,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보통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 아동이 가정 분 기를 화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보통,비교 화목함,매우 화목함으로 느낄 때 보다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이는 가정 분 기가 화목하다

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고,화목하지 못하다고 지

각할수록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다는 이미숙(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따라서 가정 분 기가 화목하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으며 가정 분 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의

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미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Barnes& Olson(198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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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학년에 따른 부-자녀간 의사소통에는 유의 차이가 없다는

박은주(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5학년과 6학년 아동이 발달단계상 큰 차

이가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출생순 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순 가 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나

화내용과 별 련이 없다는 윤미애(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형제수,부연령,부직업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

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가정 분 기를 화

목하다고 느낄수록 아버지와 좀 더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가정 분 기를 화목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아동의 성별,출생순 ,가정 분 기,모직업이고,학년,형제수,모연

령,모학력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어머니와의 문제

형 의사소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가정분 기이고,성별,학년,

형제자매수,출생순 ,모연령,모학력,모직업은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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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배경 변인 N
개방형 문제형

M SD t/F S M SD t/F S

성별
남자 281 3.69 .89

-2.12
*

2.90 .41
-.98

여자 288 3.84 .81 2.94 .38

학년
5학년 286 3.76 .88

-.16
2.90 .42

-1.17
6학년 283 3.77 .83 2.94 .38

형제수

외동 52 4.00 .83

2.41

2.95 .42

.36
1명 323 3.70 .90 2.93 .41

2명 160 3.84 .77 2.90 .37

3명이상 34 3.70 .83 2.89 .36

출생

순

맏이 211 3.75 .94

2.88
*

2.92 .39

.01
간 88 3.74 .74 2.92 .40

막내 227 3.73 .83 a 2.92 .41

외동 43 4.13 .70 b 2.93 .40

모연령

40세 이하 231 3.78 .91

.34

2.90 .91

1.2141-50세 324 3.75 .82 2.94 .82

51세 이상 14 3.91 .76 2.95 .76

모학력
고졸 이하 249 3.74 .91

-.67
2.92 .38

-.07
졸 이상 320 3.79 .81 2.92 .41

가정

분 기

매우 화목함 170 4.16 .69

32.61
***

a 2.87 .03

4.03
**

a

비교 화목함 245 3.79 .75 b 2.91 .02

보통 131 3.33 .87 ac 2.98 .03

화목하지않음 23 3.11 1.33 cd 3.12 .10 b

모직업

문직 69 3.93 .66

3.70**

a 2.89 .38

.95

사무직 130 3.79 .85 a 2.91 .44

매직 129 3.80 .83 a 2.88 .38

생산직 53 3.36 .94 b 2.99 .41

주부 188 3.78 .89 a 2.92 .38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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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

고 나타났는데,이 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의

사소통을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한다는 김순 (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

는 등학교 5,6학년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해 동성으로서의 공

감 를 형성하고,친 한 유 감이 깊이 형성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출생순 에서는 막내집단과 외동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그 외의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외동인 경우가 막내보다 어머니와의 개방

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 기에 따라 매우 화목함과 비교 화

목함,매우 화목함과 보통,비교 화목함과 보통,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

비교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 아동이 가정 분

기를 매우 화목하다고 느낄 때가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이는 가정 분 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 이라는 황순규

(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따라서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 환경과 상호 계를 정 으로 이끌어야 하며 허용 이고 자율 인 분

기를 조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즉 아동이 가정 분 기를 화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보통,비교

화목함,매우 화목함으로 느낄 때 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문직집단과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직 집단이 개방 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이는 어머니가

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의 교우 계나,학교생활의 반 인 문제,성 ,취

미,진학문제 등 범 한 역에 이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년,형제수,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개방형과

문제형 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이는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모-자

녀간 의사소통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김순 (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최

근 들어 출산율의 하로 형제수가 많지 않음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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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별,출생순 ,가정 분 기,어머니

의 직업에 따라 어머니와 좀 더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정 분 기가 화목하지 못할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상 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7>

과 같다.

<표 Ⅳ-7>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의 상 계

변인 부 개방형 부 문제형 모 개방형 모 문제형

교우

계

정서 지지 .35
***

-.09
*

.30
***

-.10
*

교환 활동 .36
***

-.15
***

.28
***

-.07

공동활동 .31
***

-.08
*

.25
***

-.05

학교

생활

응

교사 계 .33
***

-.17
***

.29
***

-.19
***

학교친구 .39
***

-.19
***

.29
***

-.12
**

학교수업 .40
***

-.19
***

.33
***

-.17
***

학교규칙 .25
***

-.14
**

.19
***

-.0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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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학교생활

응 감에는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의 상 계를 살펴보면,부 개

방형과 부 문제형,모 개방형은 모든 교우 계의 하 역과 상 계가 유의하

으나,모 문제형은 정서 지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과 모 개방형은 모두 교우 계와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

우 계는 .25에서 .36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문제형과

모 문제형은 교우 계와 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05에서 .30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이 원만하게 교우

계를 형성하는 데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혜진(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부모와의 정 이고 개방 인 의사소통 습득은 아동의 교우 계 형성에

있어 정 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부모와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로부터 정 이고 극 인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교우 계에 있어 요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우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아동들은 상

방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고,서로의 계가 돈독해지므로 교우 계에 한

만족감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자녀의 원만한 교우 계 형성을 해 부

모는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문제형 의사소통을 지양하고,공감 이

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실 는 감정을 표 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응의 상 계를 살펴보면,부 개

방형과 부 문제형,모 개방형은 모든 학교생활 응의 하 역과 상 계가 유

의하 으나,모 문제형은 학교규칙을 제외한 다른 하 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과 모 개방형은 학교생활 응과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

교생활 응은 .19에서 .40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다.부 문제형과 학교생활

응과 부 상 계를 보이며 .14에서 .19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다.모문제형은

학교규칙을 제외한 다른 하 역에서 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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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개방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자녀는 학교 응을 잘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미 (2005)의 연구결과와 학교 응을 잘 하는 학

생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개방 이고 원활하며,역으로 부모와의 의사소

통이 문제형일수록 학생의 부 응이 높아진다는 박지 (2003)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즉 부모가 아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 자신의 기 에 맞춰 억압하고 지시

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

할 수 있는 개방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학교생활 응에 요

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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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제주시 4개 등학교 5･6학년 569명을 연구 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교우 계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

면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배경 변인 아버지의 학력,가정 분

기에 따라,부-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 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배경 변인 성별,출생순 ,가정 분

기,어머니의 직업에 따라,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 기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정의 분 기가 부모-자녀간

의 의사소통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가정 분 기를 화목하고

정 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우 계의 계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 가정의 아동이 교우 계가 원만하고,부모-자녀 간

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 가정의 아동은 교우 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부모님과 개방 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하게 수용 받고 생각을 표 하는데 솔직하므로 교우 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우 계를 비교 정 으로 지각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정 의사소통 습득을 할수록 교우 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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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원만한 교우 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반면

부모-자녀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들은 교우 계에서도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므로 교우 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아동의 교우 계 형성에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향을 끼치

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에 개방 이고 정 인 의사소통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응도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인 아동의 학교생활 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러

므로 부모 모두 독단 으로 훈계나 지시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아동과 서로에 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고

개방 으로 표 할 수 있는 개방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응이

순조로움을 알 수 있다.

2.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상은 제주시 지역 4개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고 한 부

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과 같은 결손 가정을 연구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연구결

과를 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본 연구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 계 그리고 학교생활

응에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아동의 교우 계나 학

교생활 응도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기 이고 지속 으로 부모를 상으

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동의 학교생활에 한 만족감의 증가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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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아동들이 교우 계에서 정 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교과와 연계하여 집단 상담 로그램이나 교우 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로그램을 계발하고 실시한다면 아동이 학교에 해 보다 정 으로 지

각하고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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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betweenParent-Childcommunicationtypes,

Children'sPeerRelationsandSchoolLifeAdaptations

Kim EunYoung

GraduateschoolofEducation,

ChejuNationalUniversity

MajorinHomeEconomicsEducation

SupervisedbyProfessorKim YangSoon

This research focused on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children's peerrelations and schoollife adaptations.The research

intendstoletchildren,whohavedifficultiesinadaptingtoschool,recognize

theimportanceofparents-childrencommunicationtypes,providewithbasic

dataforschooleducationaswellasparentseducationandhelpchildrento

havemoreenjoyableschoollives.

Theobjectofthisstudyis569childrenselectedfrom 600childrenfrom 4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As forthe testmethod ofparent-child

communicationtypes,PACI(Parent-AdolescentCommunication

Inventory),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test made by Barnes and

Olson(1982),edited by Min Ha-Young(1991)and revised by Kim Soon-

Young(2006).Andrevisedthatagaintomeetthelevelofelementaryschool

children.

Regardingthepeerrelationtestmethod,forthisresearchthepeerrelation

testmethodformiddleschoolandhighergradesofprimaryschool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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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eeJu-Ri(1994)andrevisedthattomeetthelevelofelementaryschool

children.

Asforthetestmethodofschoollifeadaptation,thetestmethodbyLeeHa

Youngonmiddleandhighschoolstudents(2002)andtestmethodbyNoh

Soo-Mion elementary schoolstudents(2003).Both ofthem arebased on

"Testpaperonchildren'sadaptationtoschoollife"byLim Jung-Soon(1993).

Andrevisedthoseagaintomeetthepurposeofthisstudy.Andrevisedand

supplemented alltestmethodsby asking specialty adviserregarding face

validities.

As for the data processing,SPSS(WIN 12.0)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average,standard deviation and did the moment correlation

analysisonindependentsamplet-test,ANOVA,andPearson'scoefficient.

Theresultsofresearchareasfollowings.

First,thedifferenceinparent-childcommunicationtypesdependentonthe

change cause of children's background. The father-child open-type

communicationshadsignificantdifferencesdependentontheeducationlevels

offathersandtheatmosphereofthehomes.Themother-childopen-type

communicationshadsignificantdifferencesdependentontheatmosphereof

thehomes.Bothoffather-childproblem-typecommunicationandmother-child

problem-type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differences dependenton the

atmosphereofthehomes.Theatmosphereofthehomescommonlyaffectsthe

extentofall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therefore,parentsneed to

makethehomeatmospherebeinlove,harmonyandpositive.

Second,thepeerrelationsdependentonparent-childcommunicationtypes.

Childrenfrom open-typeparent-childcommunicationhomeshadgoodpeer

relations,whilechildren from problem-type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homes had poor peer relations.We can see that children,who had

experienced open and easy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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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etheirfeelingsproperlyandtheyarehonestinexpressingwhat

theythink.Accordingly,theydonothavedifficultiesinpeerrelations,have

comparativelypositiverecognitionsandhavehighersatisfactionsonthepeer

relations.Ontheotherhand,children,whohaddifficultcommunicationswith

theirparents,cannothavepositivecommunicationsinpeerrelationsaswell.

Theirpeerrelationsarealsonotpositiveaccordingly.

Third,schooladaptationsdependentonparent-childcommunicationtypes.

Children with open-typeparent-child communicationscan adaptto school

moreeasily.Whenparentshaveopen-typecommunicationswiththeirchildren

basedonmutualunderstandingandsympathy,expressingfreefeelingsand

thoughtshonestandopenly,ratherthanproblem-typecommunicationgiving

disciplinesandinstructionsbasedonparents'ownjudgement,childrencan

adapttoschoolmoreeasily.

Fourth,schooladaptationsdependentonpeerrelations.Childrenwithgood

peerrelationscouldadapttoschoolliveseasier.Thismeansthat better

emotionalsupportandhigherpositiveaspectsofgroupor exchangeactivities

wouldletchildren'sschooladaptationcapabilitiesbetter.

As seen above,the research results proved that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inallareasofparent-childcommunicationtypes,peerrelations

andschooladaptation.Thisresearchshowsthatweshouldaim foropen-type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orderto help children to make good peer

relationsandadapttoschoolea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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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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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어린이 여러분,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화를 할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생활 응 친구 계에 해 알아보기 한 것입니

다.

이 질문지는 시험이 아니며,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비 이 보장되며,논문을 작성하는 기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일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학과 아동학 공 김 은

◉ 다음은 통계 처리에 필요한 기 조사입니다.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숫자를 써 주세요.

1.성별은? ① 남자 ( ) ② 여자 ( )

2.학년은? ① 5학년 ( ) ② 6학년 ( )

3.나를 포함하여 형제 자매수가 몇 명입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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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생순 는 ?① 맏이 ( )② 간 ( )③ 막내 ( )④ 외동 ( )

5.아버지의 나이는?

① 30세～35세 ( ) ② 36세～40세 ( )③ 41세～45세 ( )

④ 46세～50세 ( ) ⑤ 50세 이상 ( )

6.어머니의 나이는 ?

① 30세～35세 ( ) ② 36세～40세 ( )③ 41세～45세 ( )

④ 46세～50세 ( ) ⑤ 50세 이상 ( )

7.아버지의 학력은 ?

① 등학교졸업 ( ) ② 학교졸업 ( ) ③ 고등학교졸업 ( )

④ 학교졸업 ( ) ⑤ 학원 이상 ( ) ⑥ 기타 ( )

8.어머니의 학력은?

① 등학교졸업 ( ) ② 학교졸업 ( ) ③ 고등학교졸업 ( )

④ 학교졸업 ( ) ⑤ 학원 이상 ( ) ⑥ 기타 ( )

9.우리 집의 분 기는 ?

① 매우 화목하다.( ) ② 비교 화목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 화목하지 않다.( ) ⑤ 화목하지 않다.( )

10.경제 수 은?

① 아주 부유하다.( ) ② 부유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렵다.( ) ⑤ 아주 어렵다.( )

11.여러분의 가족형태는 ?

① 부모와 자녀 ( ) ②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 )

③ 한부모와 자녀 ( ) ④ 형제․자매 (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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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과 13번 문제는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쓰세요.

12.아버지의 직업은 ?( ) 13.어머니의 직업은 ?( )

<보기>

1.단순노무자 2.생산직근로자 3.운수,장비운 기사 4.상 경 (서비스업,기업)

5.농장․목장 경 6. 술가 7.언론인 8.서비스업 9. 매직 10.교사

11.군경( 령,경정, 령,총경)12.농업․임업․어업 13.고 기술직(연구직)

14.사무직,행정 리직(공무원) 15. 문직(교수,법률가,의사) 16.주부

17.없음 18.기타 ( 어주세요: )

◉ 다음은 아버지와 여러분이 화하는 내용에 한 것입니다.각 문장의 내용을

잘 읽고 아버지와 여러분의 화에 해 가장 잘 표 한 것에 ○표 해 주세요.

번
호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한 문항 내용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주 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

2 나는 때때로 아버지의 말 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3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5
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

기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편이다.

6
아버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

7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

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에 한 나의 감정을 솔직

히 말 드릴 수 있다.

10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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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한 문항 내용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2 나는 아버지께 말 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답

해 주시는 편이다.

14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하지만,비 로 하

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

16 나는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17 나는 아버지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8 아버지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창피함을 주면

서 꾸 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 다음은 어머니와 여러분의 의사소통에 한 것입니다.각 문장의 내용을 잘 읽고

어머니와 여러분의 화에 해 가장 잘 나타낸 것에 ○표 해 주세요.

번
호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한 문항 내용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주 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

2
나는 때때로 어머니의 말 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3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말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5
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편이다.

6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

7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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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한 문항 내용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8
나는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

니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에 한 나의 감정을 솔직

히 말 드릴 수 있다.

10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

이다.

11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어머니께 말 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어머니께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하지만,비 로 하

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

16 나는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17 나는 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8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창피함을 주면

서 꾸 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재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화를 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4 내 마음 속의 비 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5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6 나는 학교생활 수업시간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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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7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8
나는 친구들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

을 나의 집으로 하기도 한다.

9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당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11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2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3 각 과목마다 숙제가 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한다.

15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

시다고 생각한다.

16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친구가 많다.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분 이해한다.

18 나는 휴지나 쓰 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9 선생님들이 무 명령 이고 딱딱하다.

20 학 에서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다.

21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22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23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24 나는 다른 학교로 학 갔으면 좋겠다.

25 나는 수업시간 딴 생각을 많이 한다.

26 학교는 질서와 규칙을 무 강조한다.

27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28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29 나는 수업 질문을 받을까 두렵다.

30 나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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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교우 계에 한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재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아니다

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내가 아 때 친구들이 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을 온다.

2 내가 슬 때 친구들이 로해 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일을 기억해 다.

4 내가 잘못할 때는 친구들이 충고해 다.

5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다.

6 내 친구들은 먹을 것을 내게 나눠 다.

7 내 친구들은 학용품을 내게 빌려 다.

8 내 친구들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9 내가 잘 했을 때에는 친구들이 칭찬한다.

10
내가 반장이나 학 간부 선거에 나가면

어 친구들이 많다.

11 내가 말하면 친구들은 부분 좋다고들 한다.

12 내 친구들은 나의 좋은 을 알아 다.

13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기를 좋아한다.

14
나는 친구와 함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한다.

15 친구들이 싸울 때 나는 싸움을 잘 말린다.

16
나는 친구와 함께 사 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이 간다.

17 나는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한다.

18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19
새 친구가 반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보다

친 하게 해 다.

20 친구가 청소 당번이면 기다려서 같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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