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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
김나현, 김희화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reactions to early adolescents' anger, early adolescents' anger management styles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60 adolescents who were in the 1st and 2nd grade in middle
schools in Pusa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others' reactions to early adolescents' anger,
and anger management styles were measur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Cronbach’s α,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3 and Amos 23.0 programs.
Results: Mothers' anger-supportive reactions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ediated by adolescents' anger-coping and anger-in. Additionally,
mothers' anger-rejective reactions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ediated by adolescents' anger-out.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first, mothers should reduce adolescents'
anger-out by decreasing anger-rejective reactions to preven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mothers should develop adolescents' anger-coping and reduce adolescents' anger-in by
increasing anger-supportive reactions to reduce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Keywords : mothers' anger-supportive reactions, mothers' anger-rejective reactions, anger
management style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서론

컫는다(Achenbach & Rescorla, 2001).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행

내재화 문제행동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이 개인

며 학교생활에서의 실패, 자살충동, 성인기 문제 등을 초래한

의 정서를 과잉통제함으로서 나타나는 자기지향적 행동을 일

다(H.-H. Kim, 2016).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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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다수의 청소년이 경험할 만큼 보편적 심리적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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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는 데에는 청소년의 정서발달특성이 기여한다. 초

분노수용반응과 자녀가 분노를 조절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

기 청소년은 자율욕구가 증가하고 자의식이 강해지는 반면 발

결하도록 돕는 분노대처도움반응으로 구성된다. 분노거부반

달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많

응은 자녀의 분노표현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반응으로 분노

이 경험함으로서(M. H. Kim, 2011) 분노를 빈번히 경험한다.

처벌, 무시, 축소, 과민 반응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은 생리적으로 분노와 같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차별적 정서이론가들에 따르면 분노와 슬픔은 그 사회화

처리하는 편도체의 발달이 완성되어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해

경로가 다른데, 가령 슬픔정서는 중요타인으로부터 처벌반응

지는데 반해, 전전두엽의 실행기능은 발달 미완성으로 판단

보다 위안과 지지반응을 이끌어 내고 분노정서는 처벌과 무시

과 조절능력은 미숙한 상태가 된다(Somerville, Jones, & Casey,

반응을 이끌어 내기 쉽다(Malatesta & Wilson, 1988; Malatesta-

2010). 이러한 뇌발달 불균형으로 청소년은 다른 발달단계보

Magai, 1991). 분노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이 다른 정서에 대한

다 분노관리에 취약하다(Zeman, Klimes-Dougan, Cassano, &

반응보다 더 거부적이어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할 것이라

Adrian, 2007). 특히 청소년의 분노를 자신으로 돌리거나 과

는 차별적 정서이론가들의 가정은 실증적 근거에서도 드러난

다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관리실패는 다른 발달단계보다

다. O’neal과 Magai (2005)의 연구에서 특정정서별 어머니 반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쉽게 유발하는 요인이다(Shortt et al.,

응에 관한 신뢰도 분석결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분노

2016).

축소반응을 제외하고 모두 슬픔에 대한 어머니 반응보다 신뢰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는 최근 중2병, 중1병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분노표현에

으로 불리며 우리사회에서 이 세대는 무서운 아이들로 지각

대해서 더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는 증거이다. 또 확인적 요인

된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은 이러한 분노관리실패현상에 대

분석결과 축소와 과민반응을 제외하고 슬픔보다 분노표현에

해 ‘내가 왜 자꾸 화나 짜증이 나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

대한 어머니 반응의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지만 부모님께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요. 나도 우울하고 힘

청소년은 부모-자녀 갈등으로 분노를 더 잘 표출하고 부모가

들어요’라고 호소한다(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2016). 이

다른 정서보다 분노표현에 대해 반응할 기회가 높음을 의미한

렇듯 청소년의 분노로 인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자녀의 슬픔표현에 대한 축소 및 과민

서는 자녀의 분노를 다루어주는 분노사회화요인 탐색과 분노

반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고 슬픔무시 및 슬픔

사회화 경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최근 외현화 문

처벌반응은 분노무시 및 분노처벌 반응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제행동에 대한 분노사회화 경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분노거부

(N. H. Kim & Kim, 2017; Shortt et al., 2010) 내재화 문제행동

반응은 모두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슬픔과

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분노를 통합한 전반적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보다 분노표

이제까지 문제행동의 일차적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보다 명확한 설

이 빈번하게 연구되어왔으나(Dodge, Coie, & Lynam, 2006) 초

명을 제공할 수 있다. Klimes-Dougan 등은 초기 청소년의 문제

기 청소년의 분노관리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부모양

행동을 다룬 연구에서 분노과민반응은 분노거부반응으로 슬

육은 정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포괄적 양육이므로

픔과민반응은 슬픔지지반응으로 간주됨을 지적하여(Klimes-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으로서 보다 적절한 요인이 필요함이 제

Dougan et al., 2007) 유사한 과민반응이라도 분노와 슬픔에 따

기되어왔다(Denham, Basset, & Wyatt, 2007). 그러므로 이러한

라 어머니의 역할이 달라짐을 시사하였다. 이제까지 특히 국

사회적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청소년의 분노와 직접적

내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에 관한 연구들은 분노

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모반응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

와 슬픔을 통합한 전반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으로

용하다. 분노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란 자녀의 분노를 사

측정하였고 분노표현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표현

회화시키는 구체적인 양육실제를 일컫는다(O’Neal & Magai,

에 대한 부모반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은 대표적 부정

2005). N. H. Kim (2017)은 O’neal과 Magai (2005)의 특정정서

적 정서인 분노와 슬픔에 대한 부모반응의 차이를 고려하지

별 부모반응문항에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충분하지 못

사를 통해 분노대처도움 반응위주로 문항을 더 추가하여 분노

함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분노

지원반응과 분노거부반응으로 구분한 바 있다. 분노지원반응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은 청소년의 분노를 이해하고 적절한 위안과 공감을 제공하는

초기 청소년은 자율욕구 및 추상적 사고의 진전으로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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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증가하여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욕구불만을 많이 경

하다.

험하므로(Smetana, 2011) 분노를 많이 표출한다. 그런데 어머

분노관리방식이란 분노에 대한 개인의 대응방식을 일컫는

니-청소년 갈등상황을 갈등빈도 위주로 측정한 연구들은 이

것으로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는 분노대처, 분노를 과도하게

러한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

통제하는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통제에 실패한 분노과잉표출

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부모-청소년 갈등상황을

로 나눌 수 있다(Zeman, Shipman, & Penza-Clyve, 2001). 청소

정서적 과정이나 정서적 반응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년의 분노관리방식은 문제행동의 심리적 근원으로 간주될 만

증가하고 있다(Hofer et al., 2013; Lundell, Grusec, McShane, &

큼 문제행동의 직접적 요인이다. 분노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

Davidov, 2008; Moed et al., 2015). 청소년기에도 어머니는 여

황에 맞게 표현하는 분노대처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

전히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내자 역할을

다(Joo, 2009; Zeman, Shipman, & Suveg, 2002). 그러나 청소년

하므로 어머니는 자녀가 표출하는 분노표현을 이해하고 공감

은 정서발달특성상 분노대처에 실패하기 쉬우므로 분노억제

과 위로를 제공하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

나 분노과잉표출의 방식을 사용하기 쉽다. 과도하게 분노를

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분노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분노억제는 실질적인 내

관리를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정지원반응은 감소하고

면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위축, 우울감과 절망

감정거부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H. Park, 2009;

감 등 내재화 문제행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H. Y. Kim,

Klimes-Dougan, et al., 2007).

2015). 상황에 부적절하게 분노를 과잉표출하면 타인의 수용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처할

을 받지 못하며 비난이나 거부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으므

수 있게 도와주는 분노지원반응을 할수록 자녀는 낮은 우울증

로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도 나타냈다(Ihm, Song,

상을 보이고(Schwartz, et al., 2012) 청소년의 분노표현을 억압

& Kim, 2012; Joo, 2009).

하고 방해하는 분노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신의 분노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이 분노표현에 대한 부모반응의 영

를 억누르고 조절하지 못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Sanders,

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있다. 이 경로에 대한 이

Zeman, Poon, & Miller, 2015; Schwartz et al., 2011). 즉 청소년

론적 근거는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 (1998)의 정서사

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

회화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양육자 또는 성인의 정서반응은

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 모델링 역할을 제공하고 양육자와 자녀와의 정서적

이상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반응과 청소년 내재화 문제행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

동 간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연구함으로써 분노표현에 대한 어

서사회화이다. 이들은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

머니의 반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심리

응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도록 사회화한다고 강조

내적 매개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

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도 있다. Sanders 등(2015)

다. 정서사회화 관점(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은 청소년의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억압, 무시, 처

Gottman, Katz, & Hooven, 1996; Katz, Maliken, & Stettler, 2012;

벌하는 부모의 분노거부반응은 청소년이 자신의 좌절감을 폭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의 매개모형은

발하게 하므로 분노과잉표출과는 정적인 관계를, 청소년의 분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청소년 적응사이의 매개

노대처와는 부적 관계임을 보고했다. E. J. Kim (2011)의 연구

변인으로 정서조절을 가정하였고 경험적 연구들도 이 모형의

에서 부정적 정서의 수용과 친밀감을 갖게 하는 부모의 감정지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Cunningham 등(2009)은 지역폭력에

지반응은 자녀가 자신의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출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감정지

부여하므로 분노대처와 정적인 영향을 , 분노과잉표출에는 부

원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통해 문제행동 감소로 연결되

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축소반응은 분노억제에 정적인 영향

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Buckholdt 등(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공감적 반응과 분노억제는

감정거부반응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대처능력을 저해하여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Shin, 2013) 부모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중기 이후의 청

분노지원과 분노거부반응은 정적 관계의 분노관리방식 뿐만

소년은 능동적으로 정서관리방식을 습득하므로(Morris et al.,

아니라 부적 관계의 분노관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7)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

이러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노를

의 관계를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이 매개한다는 예측이 가능

공감하고 분노관리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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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므로 분

어머니 반응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노과잉표출 및 분노억제를 막아주고 자신과 타인의 욕구 및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

감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건설적으로 표현

이다.

하고 대처하게 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가

연구방법

정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대수
롭지 않게 여겨서 청소년의 분노표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
는 분노거부반응은 청소년이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좌

연구대상

절감을 폭발하는 분노과잉표출을 보이거나 죄책감을 느껴서
분노억제하거나 분노대처는 어렵게 하는 등 분노를 역기능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남녀 460명이다. 부산시 3

적으로 처리하여 내재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개구에 위치한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순집락표집에 의해

즉,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추출하였다. 표집된 3개 학교에서 각각 4학급, 5학급, 5학급의

에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총 14학급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1, 2 학년으로 연구대상을 선

가정된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초점을 둔 정서사회화 관점의

정한 근거는 이 연령층이 다른 발달단계보다 특히 분노표출이

매개과정 연구들(Buckholdt et al., 2014; Cunningham, Wendy,

증가하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이다(Lundell et al.,

& Garner, 2009)에 비해 차별적 정서사회화 관점에 근거하여

2008; Smetana, 2011).
자료수집은 2016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담임

분노표현에 초점을 둔 매개과정 연구는 소수의 실증적 자료
(Shortt et al., 2010)를 제외하고 희소하다.

교사가 종례 후에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질문지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를 조사하였다. 총 490부를 배포해 48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청소년의 분노

수된 480부 중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관리방식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인과적 구조

46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청소년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청소년

연구도구

의 분노관리 방식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

내재화 문제행동

하여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분노사회화 경로
를 이해하고 청소년 및 부모상담현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J. K. Park이 번

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Achenbach (1993)의 아동/청소년 행동 및 정서 문제에 관한 문

Figure 1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Angersupportive
Reactions

안한 척도(2001)를 사용하였다. J. K. Park (2001)의 척도는
항들 가운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문항들을 번안한 것

Anger-coping

Anger-in
Angerrejective
Reactions

Figure 1. Hypothesized model.

Anger-out

Internaliz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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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에서는 J. K. Park (2001)이 사용한 내재화 문제행

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동 4점 리커트 척도를 정규분포가 되기 용이하도록 5점 리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5점 리커

트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분노관리방식 수준이

15문항, 위축 7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관리방식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분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노대처는 .71, 분노억제는 .74, 분노과잉표출은 .65이다.

1-5점으로 총 점수는 22점에서 110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
재화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2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IBM SPSS ver. 23 (IBM Co., Armonk, NY)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과 AMOS 23.0 (IBM Co., Armonk, NY)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
석하였다.

어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서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첫째,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측정하기 위해서 N. H. Kim의 척도(2017)를 사용하였다. N.

하였다. 연구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H. Kim의 척도(2017)는 O’neal과 Magai (2005)의 척도 15문항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에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한 7문항을 추가하여 2요인 지정하

둘째,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니반응,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구

인부하량이 미미한(.23) 분노축소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

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

항의 분노지원반응과 11문항의 분노거부반응으로 수정 보완

델의 타당도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추정치를 통해

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와의 갈등상황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랩 검증방식을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
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분노지원 반응 및 분

연구결과

노거부 반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분노지원반응은 .90, 분노거부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반응은 .88이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
어있다. Table 1에 의하면 내재화 문제행동과 독립변인들 간

분노관리방식

의 상관을 크기순으로 보면, 분노억제(r = .35, p < .001), 분노
초기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척도는 Zeman 등(2001)의 척도

과잉표출(r = .35, p < .001),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r = .27, p <

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Zeman 등(2001)이 개발

.001),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r = -.22, p < .001), 분노대처(r =

한 척도는 분노억제 4문항, 분노과잉표출 3문항, 분노대처 4

-.20, p < .001) 순이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1
1. Internalizing problem
2. Anger- supported

2

3

4

5

6

—
-.22***

—

3. Anger-rejected

.27***

-.46***

—

4. Anger-coping

-.20***

.29***

-.21***

5. Anger-in

.35***

-.11*

.06

6. Anger-out
*p < .05. ***p < .001.

.35***

-.18***

.29***

—
.22***

—

-.28***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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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델의 타당도

Table 2에 따르면 측정모델의 χ2값은 166.85 (df = 76, p < .001)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델의 적합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

로 p 가 .05보다 커야한다는 수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러나 χ2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Hong, 2013). GFI는 .95, TLI는 .96,

는 아래 Table 2에 제시하였다.

CFI는 .97로 기준값 .90이상으로 나타나서 수용되는 적합도이
다. RMSEA는 .05로 나타나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χ2

df

p

χ2/d

GFI

TLI

CFI

166.85

76

.00

2.2

.95

.96

.97

RMSEA
(90% CI)
.05

분노대처, 분노억제, 분노과잉표출의 분노관리방식 각각
의 변수들은 단일요인으로 관련문항들이 하나의 관측변수를
구성한다. Amos프로그램의 구동이 잘되고 식별하기 위해 단
일 요인의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항꾸러미를 통해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Chi-Square (χ2)값,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2-3개의 관측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때 요인부하량 균형이 맞

적합도 지수인 GFI,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그리고 비교

다음으로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

적합도 지수인 CFI,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는 RMSEA 등의

였다. 수렴타당도의 조건은 각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Hong, 2013).

선정된 관측변수들의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50이상이 되어야

e1

Anger-acceptance

e2

Anger – cope Helping

e3

Anger-punishing

e4

Aner-neglect

e5

Anger-override

e6

Anger-magnifing

e7

Anger-coping1

e8

Anger-coping2

.99
.92

도록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Anger-supportive
Reactions

-.50

.79
.59
.72
.79

.36

Anger-rejective
Reactions

-.09
-.23
.64
.86

Anger-coping

Fiugre 2.

Anger-in1

e10

Anger-in2

e11

Anger-out1

.55

e12

Anger-out2

.57
.59

e13

Anger-out3

e14

Depression

e15

Social Withdrawal

-.23

.41

.37
e9

-.25

.04

.87
.74

Anger-in
.07
Anger-out

Internalizing
Problem

-.21
.42

.49
.91
.86

.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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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odel Fit Indices

Research model
Modified model
Difference

χ2

df

p

255.70
261.00
5.30

79
84
5

.00
.00

χ2/df

NFI

TLI

CFI

3.24
3.11
.13

.91
.93
.02

.92
.92

.94
.94

RMSEA
(90% CI)
.07
.07

Table 4
Path Coefficient for Research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Anger-coping
Anger-supportive reactions
←
Anger-in
Anger-supportive reactions
←
Anger-out
Anger-supportive reactions
←
Anger-coping
Anger-rejective reactions
←
Anger-in
Anger-rejective reactions
←
Anger-out
Anger-rejective reactions
←
Internal problem
Anger-coping
←
Internal problem
Anger-in
←
Internal problem
Anger-out
←
Internal problem
Anger-supportive reactions
←
Internal problem
Anger-rejective reactions
←
*p < .05. ***p < .001.

B
.07
-.03
-.01
-.04
.00
.10
-1.45
4.36
4.06
.06
.40

β
.31***
-.15*
-.05
-.09
.01
.39***
-.20***
.45***
.32***
.03
.11

SE
.02
.01
.01
.03
.02
.02
.43
.68
.90
.11
.20

C.R.
4.35
-2.20
-.66
-1.38
.17
4.80
-3.36
6.44
4.54
.56
1.70

한다. 판별타당도 기준은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85이하

초기연구모형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델이 보다 더

여야 한다(Bae, 201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모

간명하여 수정모델을 설정하고 수정모델의 적합도를 Table 3

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Figure 2 와 같다. 모든 잠재변수들의 관

에 제시하였다.

측변수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55～.99으로 수렴적 타당성이

수정모형의 χ2값은 261.00 (df = 84, p < .001)로 p > .05보다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50～.49 사이로

커야 한다는 수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RMSEA는 .07로

나타나 .85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양호한 변별성을 가지는

나타나서 매우 좋은 적합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괜찮은 적합도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이다. NFI는 .93, TLI는 .92, CFI는 .94로 나타나서 전체적
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수정

구조모형 검증

모형의 적합도 비교에서 수정모형의 자유도(df )가 연구모형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df 차이가 5 (84-79)일 때 χ2차이는 5.30

연구가설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Table 3에 제
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χ2값은 255.70 (df = 79, p < .001)으

로서 p =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 df 가 5개 변
화했을 때 χ2차이가 11.07이상이면 p = .05의 유의수준에서 유

로 p > .05보다 커야 한다는 수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의한 차이가 있다(Bae, 2014). χ2/df 값과 NFI값에서는 수정모

RMSEA는 .07로 나타나서 매우 좋은 적합도는 아니지만 대체

형이 초기 연구모형보다 더 기준치에 적합하다. 즉, 수정모형

로 괜찮은 적합도 지수이다. NFI는 .91, TLI는 .92, CFI는 .94로

은 연구모형보다 더 간명하면서도 적합도 차이가 없는 양호한

나타나서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로 구성된 초기연구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이 나타남에 따라 구조모델의 간명성

따라 초기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제거하고 유의

을 고려할 때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없다(Hong, 2013). 따라서

한 경로계수로 수정모형을 만들기 위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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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제시하였다.

년의 분노억제가 낮아졌으며,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이 높을

Table 4에 제시한 유의미한 개별경로의 계수를 살펴보면,

수록 분노과잉표출이 높아졌으며,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내

분노억제(β = .45, p < .001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재화 문제행동은 높아졌으며, 분노대처가 높아질수록 내재화

영향을 미쳤다. 분노과잉표출(β = .32, p < .001)은 내재화 문

문제행동은 낮아졌으며, 분노과잉표출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노대처(β = -.20, p <

문제행동은 높아졌다.

.001)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어머

초기연구모형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수정모형

니의 분노지원반응(β = .31, p < .001)은 분노대처에 유의한 정

인 최종모형의 직간접 효과를 Table 5에 제시하고 Figure 3 에

적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β= -.15, p < .05)은

도식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노억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분노거부반

Table 5, Figure 3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분노억

응(β = .39, p < .001)은 분노과잉표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제(β = .46, p < .001), 분노과잉표출(β = .39, p < .001), 분노대

쳤다. 이는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분노

처(β = -.18, p < .001)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대처가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높을수록 청소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은 청소년의 분노대처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ger-coping
←
Anger-in
←
Anger-out
←
Internal problem
←
Internal problem
←
Internal problem
←
Internal problem
←
Internal problem
←
*p < .05. **p < .01. ***p < .001.

Anger-supportive reactions
Anger-supportive reactions
Anger-rejective reactions
Anger-coping
Anger-in
Anger-out
Anger-supportive reactions
Anger-rejective reactions

Direct effect
.35***
-.15**
.44***
-.18***
.46***
.39***
.00
.00

Indirect effect
.00
.00
.00
.00
.00
.00
-.13*
.17**

Total effect
.35**
-.15*
.44**
-.18*
.46*
.39**
-.13*
.17**

Figure 3. The final model: Structural model of relationships among mother’s reactions to early adolescents’ anger, early adolescents’
anger management styles,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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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35, p < .001)와 분노억제(β = -.15, p < .01)를 통해 내재화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β = -.13, p < .05)을 미쳤다. 어머니

정서사회화 모델에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청소

의 분노거부반응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분노과잉표출(β = .44,

년의 정서조절 유능성에 매개되어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

p < .001)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 = .17, p < .10)을 미쳤다. 청

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자녀의 분노표현에 대한

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총 효과를 크기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에 매개되어 내재화 문

순으로 살펴보면, 분노억제(β = .46, p < .05), 분노과잉표출(β =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들의 관점을

.39, p < .01), 분노대처(β = .-18, p < .05), 어머니의 분노거부반

지지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즉 지역폭력에 노출

응(β = .17, p < .01),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β = -.13, p < .05)

된 9-13세 아프리카계 미국 남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상위정서

순이다.

철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매개되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과 분노거부반응의 내재화 문제행

침을 보고한 Cunningham 등(2009)의 연구 및 어머니의 감정

동에 대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랩핑 200번

거부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행동

반복 시행으로 검증한 결과, .015 (분노지원반응)와 .004 (분노

에 영향을 미친다는 Buckholtdt 등(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

거부반응)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는 결과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전
반에 대한 부모반응을 다룬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
서 중에서도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정서발달특성

논의 및 결론

상 빈번히 표출하는 청소년의 분노에 초점을 둠으로써 내재화
문제에 대한 분노사회화 경로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차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서 분노표현에

별적 정서이론가들은 슬픔보다 분노에 대한 부모의 거부반응

대한 어머니 반응과 초기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및 내재화

이 청소년 내재화 문제행동과 더 관련됨을 제시했는데(Klimes-

문제행동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

Dougan, et al, 2007; O’Neal & Magai, 2005) 본 연구의 모형은

동에 대한 분노사회화 경로를 이해하고 청소년 및 부모상담현

Gottman (1996)과 Eisenberg 등(1998)의 정서사회화 모델에

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서 나아가 차별적 정서사회화를 주장한 학자들(Malatesta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 청소년인 중학교 1, 2
학년 46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서 분노표

Wilson, 1988; Malatesta-Magai, 1991)의 관점을 반영한데서 주
목할 만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및 내재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분노표현에 대한 부모반응과 초기 청

문제행동을 청소년 보고용으로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

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

에 대한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청소년의 분노관리방

들(Sanders et al., 2015; Schwartz et al., 2011; Schwartz, et al., 2012)

식의 직접효과 및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분노관리방

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능동적인 분노관리방식의 매개변인을

식에 매개된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관련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포함시킨 점에서 청소년의 심리내적 기제를 밝혔다고 볼 수 있

검증하였다.

다. 정서사회화 연구자들은 자녀의 감정에 대한 부모반응과 자

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녀의 적응사이를 매개하는 자녀의 심리내적 기제가 몇 가지 있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은 분

음을 주장했다. Eisenberg 등(1999)은 부모의 감정지원반응은

노대처와 분노억제에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자녀의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며, 정서적 각성을 줄이고 스트레

영향만 미쳤다.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은 분노과잉표출에 매

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Gottman 등

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만 미쳤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Gottman et al., 1996; Gottman et al., 1997)은 부모의 감정거부

대한 연구변인들의 총 효과는 초기 청소년의 분노억제, 분노

반응은 자녀의 정서억제를 유발하거나 정서과잉표출하게 하

과잉표출, 분노대처,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 어머니의 분노

여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험적 연

지원반응 순이다.

구들은(Buckholdt et al., 2014; Cunningham et al., 2009; Shortt et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al., 2010; Yap, Schwartz, Byrne, Simmons, & Allen, 2010) 청소년

첫째, 본 연구는 Eisenberg 등(1998), Gottman 등(1996), Katz

의 심리내적 매개과정을 단일하게 설정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등(2012) 및 Morris등(2007)의 정서사회화 모델에 경험적 근거

분노대처, 분노억제, 분노과잉표출 각각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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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매개방식으로 분노사회화 경로를 설명하였다.

로 Shin (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hin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 발달을 위한 분노사회화 변인으로

(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반응이 아동의 분노억제와 부

일반적인 양육위주로 설명한 선행연구(E.-J. Kim, 2001; Jeong,

적으로 관련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

2007; S.-A. Park, 2010)와 달리 분노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반

는 공감반응을 보이면 아동의 분노억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응으로 제시하여 일반적인 양육보다는 자녀의 정서와 상호작

타났다. 이것은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낮고

용하는 정서관련양육이 더 강력하고 유용한 예측요인이 될 수

(Palfai & Hart, 1997)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있다는 주장(Denham et al., 2007)을 반영하였다. 또한 분노지

지지를 안 해주면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거나 부정적 정서표

원반응으로 분노수용반응 외에도 분노대처도움반응을 포함

현신념을 가져서(Noh & Jeong, 2010) 정서억제를 한다는(Choi,

시켜서 동양문화권의 양육특성인 분노조절에 대한 한계설정

Min, & Lee, 2008) 선행연구의 주장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척도의 한계점으로 부모가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감정을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한계설정을 제공하는 태도가

영향이 다른 관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분노억제에 미치

필요함을 지적한 학자(Tao, Zhou, & Wang, 2010)의 관점을 반

는 다른 사회화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분노억

영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낮을 수 있음도 고려

둘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
응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서 본

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분노억제 다음으로 청소년의 분노과잉표출이 내재화 문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을 매개해 적응에 영향을 미친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Yoon

다는 정서사회화 관점을 지지하는 선행연구(Buckholdt et al.,

(2013) 및 Zeman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Zeman 등

2014; Cunningham et al., 2009)와 같은 결과이다.

(2002)은 분노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하는 분

본 연구의 구조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분

노과잉표출이 일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노관리방식인 분노대처, 분노억제, 분노과잉표출이 내재화 문

관련된다고 간주되지만 내재화 문제행동과도 동시에 관련된

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분노과잉

년의 분노관리방식이 문제행동의 심리적 기저변인으로 직접

표출은 어머니가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해 축소, 무시, 처벌,

요인임을 강조한 연구들(Anderson & Bushman, 2002; Cautin,

과민의 분노거부반응을 할 때 발달했다. 이는 부모의 분노거

Overholse, & Goetz, 2001; Ihm et al., 2012; Yoon, 2013; Zeman

부반응이 초기 청소년의 분노과잉표출과 관련된다는 Sanders

et al., 2002) 및 정서관리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업임을 제시

등(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 연구(Cicchetti, Ganiban, & Barret, 1991; Moriss et al, 2007)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행동를 감소시키는 분노대처는 분

들을 반복입증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어떤 분노관리방식을

노관리방식 중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주로 사용하는가가 내재화 문제행동의 유발 또는 감소와 직접

감소의 관건인 청소년의 분노대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적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부모의 분노반응이 어떠한가에 영향

는 청소년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분노를 유발한 문제를

을 받는다. 청소년이 분노억제 및 분노과잉표출을 할수록 내

해결하도록 돕거나 화를 풀어주는 등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며 분노대처를 할수록 내재화 문제행

제안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돕는 적극적인 분노지

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노관리방식들의 상대

원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감정

적 영향력에서 분노억제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지지반응이 분노대처에 영향을 미친 E. J. Kim (2011)의 연구

미친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Joo, 2005; Zeman et al., 2002)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Plutchik (1993)은 청소년의 정서과

셋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청

잉통제가 내재화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밝혔는데

소년의 분노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분노억제는 감소시켜서

본 연구에서는 그가 제시한 전반적 정서과잉통제 중 특히 분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킨 경로와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

노억제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

은 청소년의 분노과잉표출 증가를 초래하여 내재화 문제행동

하였다. 어머니가 분노지원반응을 덜 할수록 청소년의 분노

을 유발하는 경로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

억제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감소경로와 문제행동 유발경로로 다르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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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과 분노거부반응은 각각 다른 사회화

의 연구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갈등상

경로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이 분노억제

황에서 어머니의 반응과 청소년의 분노관리방식이 내재화 문

로 가는 경로와 분노대처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의

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긍정적

영향이 다른 경로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문제행동 유발경로

반응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 감소경로보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Hofer 등(201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나타나서 유발경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첫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차별적 정서사회화 관점을 반

같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영하여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분노사회화 모델의

서는 분노억제나 분노과잉표출이 심한 청소년에게 분노에 대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슬픔과 분노를 통합한 부정적 정

해 정확한 인식을 하게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

서에 대한 어머니반응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제행동과 관련이

로 분노를 표현하고 대처하도록 분노대처방식을 발달시켜야

보다 높은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으로 접근하여 내재화

한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상담할 경우나 내재화 문제 예

문제행동에 보다 명확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청소년의 분노대처를 도모하는

둘째,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은 분노대처와 분노억제에 매

활동이나 개입전략을 마련함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감소 경로와 어머니

완화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

의 분노거부반응은 분노과잉표출에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는 분노과잉표출은 어머니가 분노거부반응을 할 때 발달하므

영향을 미치는 문제유발 경로로 구분되어 다른 사회화 경로를

로 청소년과의 갈등상황에서 분노거부반응이 심한 어머니는

보여준다. 내재화 문제 유발경로가 감소경로보다 영향력이 보

분노무시, 축소, 과민, 처벌반응 등을 삼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

다 크므로 내재화 문제 유발경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분노대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처는 어머니가 청소년과의 갈등상황에서 분노표현에 대해 지

행동 예방과 분노대처방식 향상전략에 개입할 수 있는 부모의

원반응을 보일 때 발달하므로 자녀의 분노가 표현되어야 함을

역할을 각기 다른 분노사회화 경로별로 상담하거나 안내할 수

인식하고 표현된 자녀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대처할

있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

셋째, 초기 청소년의 정서발달특성 중 하나인 어머니-청소

사한다. 부모상담 현장에서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시 본 연

년 갈등상황에서 분노와 같은 정서적 강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구결과를 활용하여 반영한다면 어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서

반영하여 갈등빈도측정 위주인 다수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어

청소년이 표출하는 분노에 대한 부모역할을 지도하고 청소년

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서 청소년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의 분노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반응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청소년의 갈등상황의 정서적

다섯째, 최근 갈등연구 학자들은 갈등의 정서적 강도가 증

과정이나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가하는 청소년기 정서발달특성을 반영하려면 갈등의 정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적 과정이나 정서적 반응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어머니의 분노지원반응은 청소년의 분노대처를 발달시키

(Smetana, Campione-Barr, & Metzger, 2006; Steinberg & Silk,

고 분노억제는 감소시켜 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어머니-청

어머니의 분노거부반응은 분노과잉표출을 발달시켜서 청소

소년 갈등연구가 갈등빈도를 측정한 것과는 달리 어머니-청

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내재화 문제 유발경로가

소년 갈등상황에서 청소년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내재화 문제 감소경로보다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청소년의

측정하여 갈등의 정서적 과정이나 정서적 반응으로 접근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어머니는 청소년과

차별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청소년 갈등상황에

의 갈등상황에서 분노거부반응을 삼가 하여 청소년의 분노과

서 자녀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청소년의 분노관

잉표출을 막아주어서 내재화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

리방식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청소년의 정서와

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청소년과의 갈등상황에서 분노지원반

언어적 반응으로 갈등반응을 측정한 Hofer 등(2013)의 연구,

응을 하여 청소년이 분노억제를 낮추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

갈등의 강도를 분노수준으로 측정한 Lundell 등(2008)의 연구,

노를 표현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서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

갈등의 강도를 부정적 정서의 교류로 측정한 Moed 등(2015)

켜야 함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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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는 종단적 자료에 의한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본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관계에 대한 타
당도를 높이려면 후속 연구에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
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으로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만 측정하여 청소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정서적 역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기 청
소년과의 갈등상황에서 아버지 반응이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파악함은 부모변인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분노표현에 대한 아버지 반응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자유반응조사와 질문지 조사로 문항을 수집하였으므
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 반응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
로 인터뷰나 질적 접근을 통해 문항을 수집하면 객관성을 높
이고 연구의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Notes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in 2017, and was presented as a verbal announcement
at the 2017 Annual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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