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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의 성장발달은 출생이전의 생물학적 유전적 잠재,

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출생 후의 신체적 사,

회 정서적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Casey, et.

출생 후의 환경 중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al., 1993).

는 양육환경이 중요한데 이것은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대상이 부모로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

다 특히 어릴 때의 가정 내에서의 양육방식에 따라 아.

동의 사회적 적응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 핵

가족화의 증가로 인한 역할모델 부족 아동양육 경험부,

족 교육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담감 및 갈등을 겪고 있어 지지,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성미혜( ,

2000; Delmore-Ko, et al., 2000; Kuczynski &

Kochanska, 1995; May, 1997; Slack-Smith,

Read & Stanley, 2000; Stephens, et al., 2001).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아 어머니들,

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를 가

지므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

김수경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가정불화는 가족의( , 1996).

기능불능상태를 초래하여 자녀에게 정신분열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종일 남정현 어머니의( , , 1997),

강압적이고 애정이 없는 양육태도는 유치원생활 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 있다

(McFadyen-Ketchum, et al., 1996).

또한 영유아기의 부모 양육행동 중 특히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청소년 폭력 및 비행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자 그러나 아( , 2000).

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

동이 높아서 아동의 성취동기도 높았으며노명희( ,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1991),

과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영이( ,

오순환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1994; , 1991),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김현주( , 1998).

이상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일생에 매

우 중요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호학은 전인간호를 통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양질의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 개인

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

하여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그러.

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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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필요하며 개념화과정을 통한 양육행동의 개념적,

분석연구는 간호실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개념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속성을 파악하여 부모들이 아동을 보다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2.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의 개념 분석 절차를 이용Walker & Avant(1983)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육행동 개념의 사용범위를 고찰한다1) .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을 규명한다2) .

양육행동 개념의 모델사례를 구성한다3) .

양육행동 개념의 추가사례경계사례 반대사례 연관4) ( , ,

사례 불합리한 사례를 구성한다, ) .

양육행동 개념의 선행요소와 결과요소를 확인한다5) .

양육행동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6) .

Ⅱ 본 론.

양육행동 개념의 사용범위1.

사전적 정의1)

양육행동은 양육 과 행동 의합성어로 양육 은 돌보“ ” “ ” “ ” ‘

아 길러 자라게 하는 것이고 행동 은 몸을 움직임 또' , “ ” ‘

는 그 동작이다민중서림편집국 이종춘’ ( , 2002; , 2001;

최태경 그러므로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 2001).

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서 나타내는, ,

태도 및 행동이다박성연과 이숙( , 1990).

양육행동에 대한 문헌고찰2)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중 성인기 사회화과정의 한

단계이며 부모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부모에게서 기.

대되는 역할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부드러운 태도 따뜻,

함 자녀에 대한 헌신 자녀보호 자녀의 요구에 대한 지, , ,

속적인 관심 등의 애정결속과 목욕 안아주기 수유하기, , ,

옷 입히기 등의 신체적 돌봄을 적절히 수행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부모 중 특히 자녀양육의 대부.

분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어머니 역할,

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

인적인 경험 및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며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이 강화되어 더

욱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이영은 그러나 현( , 1992).

대사회의 경우 핵가족화의 증대로 인하여 젊은 세대 부,

모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

여 자녀를 명 내지 명만 낳는 출산기피현상으로 자녀1 2

양육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은 단순.

히 한 부모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

를 반영하고 있음이다.

이자형 과 의(1996) Bobak, Jensen & Zalar(1989)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배, , , ,

꼽 소독하기 눈귀코 청결히 하기 손톱 깎아주기, , ,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아기상태 및 욕구 파악하기 울, ,

음 파악하기 안아주기 달래기 체온재기 건강관리예, , , , (

방접종 부드러운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 Zahr(1993)

는 저출생 체중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아기

요구에 대한 민감함과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여 연구한 결과 어머니들은 아기의 체중이 많은,

경우에 아기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아기를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명희 는 초. (1991)

등학교 학년 학생과 어머니 쌍을 대상으로 하여5,6 456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 측면의 어머니 양육행동을 파‘ ’ ‘ ’

악한 결과 애정적인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이 좋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났으며,

권위적인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

록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박귀화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비일관적 거부(2001) ,

적 태만적 과통제적 과잉보호적 애정적 격려적 감, , , , , ,

독적 및 합리적 양육행동과 신체활동 운동 사교성 경, , ,

쟁심 자율성 계획적인 생활 학업 탐구성 풍부한 경, , , , ,

험 감정표현 등을 강조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보,

고하였다 그 중에서 애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이 개방적 친화적인 성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한 반,

면 어머니의 비일관적 거부적 태만적 과통제적 과잉, , , ,

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신경증적인 성격을 형성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이 는 아버지의 양육행.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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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관심 애정 자율 및 성취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 , ,

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합, ,

리적 지도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 , , ,

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은 어머니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부여

된 역할을 확인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

을 유지하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 활동을 실제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2.

개념의 속성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현상을 확

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에서부터 유도된다 또한 속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쉬운 것이다 문헌고.

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긍정적 양육행동의 속성1)

애정결속 자녀에 대하여 부드러운 태도나 따뜻(1) :

함을 가지고 아동의 요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김경숙. ( ,

김영이 김현주 노명희1993; , 1994; , 1998; ,

박귀화 안재연 오순환1991; , 2001; , 1992; ,

이신영 이자형 이필애1991; , 1998; , 1996 ; ,

임미숙 임숙빈 임정하2000; , 1998; , 2000; ,

1994; Boback, et al., 1989; Zahr, 1993)

에서 양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가지 상태에 관심

을 가지고 상황을 인식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가

지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영양지도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2) :

바른 식습관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

동 문헌고찰이자형( , 1996; Boback, et. al.,

에서 양육행동은 모유 먹이기 및 수유하기1989)

로 언급하고 있다.

교육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3) :

으로서 인간을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다 양육행동 문헌고찰김성진 김영이. ( , 1999; ,

김현주 노명희 박귀화1994; , 1998; , 1991; ,

박은주 안재연 오순환2001; , 2001; , 1992; ,

이신영 이필애 임미숙1991; , 1998; , 2000; ,

임정하 에서 양육행동은 교육적1998; , 1994)

환경이나 여건 조성 아동에 대한 수용과 존중, ,

호기심과 탐구심 촉진 다양한 경험 제공 자신, ,

감과 독립심 증진 문제해결을 도움 등으로 언급,

하고 있다.

돌봄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는(4) : ,

행위를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민중서림편. (

집국 박성연과 이숙 이자형, 2002; , 1990; ,

이종춘 조한구1996; , 2001; , 1996; Boback,

에서 양육행동은 신체 부위를 청et. al., 1989)

결히 하기 기저귀나 옷 입히기 배꼽 소독하기, , ,

체온재기 예방접종하기 등의 자녀를 돌보아 기,

르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보호 심신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하고 가정 분(5) :

위기를 조정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이자형. ( , 1996;

에서 양육행동은 위험으Boback, et al. 1989)

로부터의 보호로 언급하고 있다.

훈육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6) :

록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양.

육행동 문헌고찰김영이 박귀화( , 1994; , 2001;

안재연 오순환 에서 양육행동은, 1992; , 1991)

친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 지도 사교성 지도, ,

정리정돈과 계획적인 생활지도 합리적이고 일관,

된 규칙 적용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모역할획득 부모로서 기대되는 일정의 행동(7) :

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허선. (

자 에서 양육행동은 부모 역할지각 행동, 1991)

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정적 양육행동의 속성2)

비일관적인 훈육 훈육함에 있어서 일관적이지(1) :

못하고 사회의 변화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가

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김경. (

숙 김성진 김영이 김현, 1993; , 1999; , 1994;

주 노명희 박귀화 박은, 1998; , 1991; , 2001;

주 안재연 오순환 이신, 2001; , 1992; , 1991;

영 이필애 에서 양육행동은 일관, 1998; , 2000)

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함 경,

쟁심 부추기기 잘못된 행동방임 아동의 흥미나, ,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행동을

강요함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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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결속 형성불능 자녀에 대해 부드럽지도 따(2) :

뜻하지도 못하고 아동의 요구에 무관심 하며 애

정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

헌고찰김현주 박귀화 박은주( , 1998; , 2001; ,

이신영 이필애 에서 양육2001; , 1998; , 2000)

행동은 자녀에게 거부감 비난 귀찮아함 이유, , ,

없는 화풀이 소극적인 태도 무관심 적의감 등, , ,

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과잉보호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며 전적으(3) :

로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문헌고찰.

김영이 박귀화 안재연( , 1994; , 2001; , 1992;

오순환 에서 양육행동은 지나친 관심 간, 1991) ,

섭 뒷바라지로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

존성을 증가시키는 태도로 언급하고 있다.

양육행동 개념의 모델사례3.

개념에 대해 확인된 중요한 속성들을 포함하는 개념의

실례로서 개념에 대한 순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세 된 이씨는 첫째 아이를 힘들게 낳았다 병원에서36 .

퇴원한 후에 그녀는 산고로 힘들었지만 늦게 얻은 아이

라 너무 예뻐서 직접 모유수유를 하면서 아기가 잠들,

때까지 아기의 눈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

고 볼을 자주 부볐다 또한 아기의 얼굴표정 변화를 자, .

세히 살펴보면서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노

력하였다 이씨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

고 있으면서 장차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척 궁

금해졌고 한편으로는 아기를 훌륭하게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씨는 그녀 주위에서 교과서대로 아.

이를 키워서 실패한 사람들과 부모들의 욕심으로 아동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자.

신은 남편과 노력하여 안정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 분

위기 속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원만하게 잘 자

라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아동이 걷기 시작하면.

서 아동의 지적 인지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자주,

외출하여 바깥세계를 구경시켜 주었고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있도록 또래의 아동들과 자주 어울려서 놀게 하

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

우게 하였다 이씨는 아동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일요.

일마다 물로 깨끗이 씻어 주었으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발을 깨끗이 씻도록 가르쳤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부모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음식으로 장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

때에는 엉덩이를 때렸다.

위의 모델사례에서는 애정결속 영양지도 교육 돌봄, , , ,

보호 훈육 부모역할획득 등의 양육행동의 개념이 갖는, ,

긍정적인 속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육행동 개념의 추가사례4.

경계사례1)

모델사례에서 제시된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았

으나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는 사례이다.

세의 박씨는 직장 여성이다 박씨는 함몰유두였지만28 .

개월 동안의 분만휴가동안에 손으로 직접 젖을 짜서 아3

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모유를,

계속 먹일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아팠다 그.

러나 그녀는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대신 아기에게 충분,

한 사랑을 주리라 다짐하였다 분만휴가 후 직장에 다시.

나가면서부터 박씨는 비록 아기에게 우유를 먹였지만,

퇴근 후 항상 한 시간동안 활짝 웃는 얼굴로 아기를 안

아주고 얼러주고 온 몸을 주물러주면서 아기와 행복한, ,

시간을 보냈다 그 외의 아기 돌보는 일은 친정 어머니.

께서 해 주셨지만 아기가 잠자기 전에 목욕은 항상 자,

신이 해주었다.

위의 사례에서 박씨는 긍정적인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

중 영양지도 애정결속 돌봄 등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을 알 수 있다.

반대사례2)

이 사례는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속성이 하나도 나타나

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속성이 나타나거나 또는 긍정적인

속성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예이다.

세의 임씨는 직장 여성으로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을38

앓고 있었으나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둘째 아이를 낳기

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년 전에 첫째 아이를 낳고 건. 10

강상의 이유로 둘째 아이를 포기했으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첫째 아이가 외로울 것 같아서 동생을 낳아주기로

결심하고 아기를 순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실수로 임.

씨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세파계 항생제를 사용하여 항생

제 부작용을 치료하느라 아기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 418 -

수 없었다 그리고 산 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보.

러 신생아실에 가지도 않았으며 아기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임씨는 퇴원 후에도 보모로 하여금 아기에.

게 우유를 주게 하고 옷을 갈아입혀 주게 했으며 목욕,

을 시켜주도록 했다 임씨는 심지어 자신이 연수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할 때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모

의 집에서 아이를 재우게 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서는 아이를 낳기만 했지 어머니역할을 못한 것 같아 미

안한 마음에 아이가 요구하는 물건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엇이든 모두 다 사주었고 첫 애와는 달리 응석을 부,

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써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

그리고 첫 아이에게도 동생은 어리니까 형이 모두 해 주

도록 하였는데 심지어는 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잘 안,

되어 짜증을 내자 형이 대신 그려주도록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는 양육행동 개념이 갖는 속성 중 영양

지도 교육 돌봄 보호 등과 반대되는 현상과 비일관적, , ,

인 훈육 애정결속 형성불능 과잉보호 등의 현상들을 볼, ,

수 있다.

연관사례3)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으나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는 예이다 즉 어떤 부분에서는 분석.

하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분석하는 개념

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이다.

김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세의 노모를 모시면서 세70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종일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다 시간에 맞춰 노모의 세수와 양치질을 돕고 식. ,

사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나 빨래를 하면서 틈틈이 대문,

이 잘 잠겨 있는지 노모가 방에 계신지 방안에서 해로, ,

운 장난을 하시지 않는지 노모와 함께 놀아주는 등, ...

그럼에도 노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족들도 알

아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김씨는 자신이 건강하여 노모,

를 돌봐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봉(

양)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사례4)

확인된 속성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예이다.

세의 이씨는 세 된 딸 쌍둥이를 둔 어머니로 남편26 2 ,

이 로 실직한지 년이 되었다 그동안 예금해놓은 돈IMF 2 .

은 모두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 남편이 매일 새벽에 인.

력시장에 나갔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

오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이씨 부부는 의논을 하여 중대

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상태로는 두 딸에게 밥을 먹.

일 수조차 없으므로 그들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아침 부부는 부모와 헤어지지 않으. ,

려고 하는 두 딸을 고아원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역할 포기( )

위의 사례에서는 양육행동 개념의 속성과는 다른 부모

역할 포기의 현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행동 개념의 선행요소와 결과요소5.

개념의 선행되는 예와 그 결과를 확인하면 개념의 속

성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행요소.

선례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결과요( )

소는 개념 이후에 생기는 일이다.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선례1) :

출산 후 자녀와의 접촉

아동양육에 대한 인지능력 경제적 뒷받침 준비도, ,

부모로서의 자아개념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결과2)

자녀의 성장발달 증진

모아애착 형성

자녀의 사회성 발달

부모역할 만족감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양육행동의 부정적인 결과3)

부모역할 부담감 및 갈등

아동의 질병

가족 간의 역할갈등 및 역할 스트레스

가족해체

양육행동 개념의 경험적 준거6.

개념분석의 목적이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명확한 속

성과 정의를 규명하는 것이라면 개념분석의 최종단계는

중요한 속성을 위해 경험적 준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에 의하면 경험적 준거란Walker & Avant(1995)

실제 경험세계에서 이 경험의 존재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로 실제현장의 분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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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념이 추상적일 때 중요한 속성에 대한 경험적 대,

상을 실제세계에서 찾아보는 작업으로써 양육행동의 중

요한 속성과 경험적 준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애정결속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한다 지속적인 관1) : ,

심을 갖고 표현한다 요구에 민감하다 요구를 충족, ,

시킨다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 .

영양지도 수유를 한다2) :

교육 칭찬하고 격려한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도3) : ,

한다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지적인 욕구를 충, ,

족시켜 준다 문제해결을 돕는다, .

돌봄 신체를 보호한다 신체를 청결히 한다 예방4) : , ,

접종을 한다.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5) : .

훈육 교우관계를 지도한다 바람직한 생활습관을6) : ,

지도한다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상황에 논리적 합, , ,

리적으로 합당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모역할획득 부모역할을 인지한다7) : .

Ⅲ 결 론.

자녀양육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현재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여성의 사.

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양육을 전부 책임지

기에는 부담감이 크므로 사회 전체에서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짐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오.

늘날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아동 학대 유기 및 방임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녀양육 문제가 더 이상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양육행동의 속성은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

적인 속성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속성은 애정결속 영. ,

양지도 교육 돌봄 보호 훈육 및 부모역할획득이었고, , , ,

부정적인 속성은 비일관적인 훈육 애정결속 형성불능,

및 과잉보호였다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은 출산 후 자녀.

와의 접촉 아동양육에 대한 인지능력 경제적 뒷받침, , ,

준비도 및 부모로서의 자아개념이었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발달 증진 모아애착,

형성 자녀의 사회성 발달 부모역할 만족감 가족 간의, , ,

유대감 강화 등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정적인 양.

육행동은 부모역할 부담감과 갈등 아동의 질병 가족 간, ,

의 역할갈등과 역할 스트레스 가족해체 등을 초래한다, .

그러므로 양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양적 보육시

설의 확충 저소득층의 보육 경비 지원 등과 같은 제도,

적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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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aretaking behavior

A Concept Analysis of the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Kim, Soon-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This

study adopts the methode of Walker and Avant

i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attributes, pr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are follows ;

1. The affirmative attributes of caretaking

behavior are affection binding, nutritional

guidance, education, caring, protection moral

training and acquisition of parents' role.

The negative attributes of caretaking

behavior are inconsistent moral training,

incapability of affection binding and

overprotection.

2. The precedent of caretaking behavior are

postpartum contact with their babies,

cognizance capacity of child-caretaking,

economic support, level of preparation for

child-caretaking and self-consciousness as

parents.

3. The affirmative consequences of caretaking

behavior are promotion of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formation of maternal-infantile

attachment, development of children

sociality, satisfaction of parental role and

reinforc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famil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aretaking behavior are

burden and conflict to parental role,

children's illness, role conflict and role

stress among the members of the family and

family breaking up.

* Full-time instructor, Nursing department, Kangwon Tourism 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