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간호학회지 12(1), 2006년 1월 65

아동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6년 1월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12 No.1, 65-74, January, 2006

일 지역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전통 육아방식 비교

한 승 희1) 권 인 수2) 이 수 연3)

1) 진주보건대학 시간강사,  2)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 센터 연구원,  3) 거제대학 간호과 조교수

= Abstract =

A Comparison of Korean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s 
between Generations of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Han, Seung Hee1) Kwon, In-Soo2) Lee, Soo-Yeon3)

1) Department of Nursing, JinJu College of Health,  2) Department of Nursing,,and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Korean child-rearing practices between the 
generations of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98 mothers who were 20 to 39 
years old and had raised one-year-old child and 103 grandmothers who were over 60 years old and had raised 
their children in a small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 from Yoo(198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0.0 program. Results: Of 37 
items in the categories of feeding and weaning, health management and taboo matters, play, and baby celebrations, 
the grandmothers practiced 13 items (35%) more frequently than the young mothers. However, no generation 
differences were found in 21 items (57%), and 3 items were practiced more frequently by the young mothers. For 
the young mothers, there were 15 items (41%) which were practiced over 70%, 7 items (19%) which were 
practiced less than 30%. Conclusion: It seems that some Korean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s were transferred 
to modern child-rearing practices. Therefore pediatric nurses need to pay attention to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s for the best health,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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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

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

위의 양식(국립 국어연구원, 1999)으로, 인간이 성장해 오면서 

어떤 행동의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하는 근간이 된다(장

혜자, 2003). 육아 방식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환경으로부터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형

성된 자신의 양육행동 모델로부터 실천되며, 이것은 또한 사

회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또는 새로운 양육정

보의 제공 등을 통해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구화된 육아

방식이 일반화된 현대에서도 전통적인 육아방식이 세대를 거

쳐 전이됨으로써 속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변모되어 새로운 

풍속이나 가치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

은 새로운 육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은 유안진(1986)이 전통사회의 육아방

식을 알고 있는 한국 전역의 노인세대 1,994명을 대상으로 한

국인의 전통적 육아지혜를 수집 발굴하고, 고문헌의 고찰을 

통해 체계화하 다. 이 후 김 옥과 백혜리(2000), 전선옥과 

곽아정(2000), 정옥분 등(1996)이 조선시대의 유교경전, 동몽

선습, 계녀서, 사소절, 규합총서 등의 고문헌과, 이러한 문헌

을 분석한 2차 자료 등의 문헌을 통해 전통사회의 아동 양육

과 훈육의 실제를 조사하 고, 김정원과 심은희(2002)는 전래

동화에 나타난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을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전통 육아방식을 준거 자료로 하

여 현대 사회의 전통 육아방식의 실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전통 육아 방식에 대한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연변이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의 전통육

아 실제(이경화, 2003; 조복희, 이재연과 윤종희, 1993), 전통

육아의 국제적 비교(민하 과 유안진, 2003b; 유가효, 1999), 

전통 육아의 세대간 비교(민하 과 유안진, 2003a; 유가효, 

1999; 유안진과 민하 , 2000) 등이 있다. 세대간 차이를 조사

한 연구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관습(유가효, 1999), 출산 

풍속(유안진과 민하 , 2000), 전통적 출생 의례와 아기행사

(민하 과 유안진, 2003a)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은 다소 변화는 되었으나, 할머

니 세대에서 전이되어 현대 어머니 세대에서도 여전히 실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육아 행동이 아동의 초기 경험을 결정할 뿐만 아

니라 이후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지속적인 향을 준다는 점

에서 육아는 간호학의 주요 관심 역이 되어 왔다. 간호가 

부모역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직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육아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

선 육아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경자, 

2000). 선행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임신, 출산과 

아기행사와 같은 특정 역에서 전통 육아방식이 상당 부분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초기 아동기의 건강 

및 성장발달과 관련된 전통 육아방식이 현대 육아에서 어떻

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아동간호학에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에서는 임

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통 육아방식을 포

함하여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육아

관행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안진(1986)의 한국 전통 육아방식을 준거

자료로 하여 젊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를 대상으로 아

동의 건강 및 성장발달과 관련된 전통 육아방식의 실제를 세

대별로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육아방식의 합리성 여

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아동의 건

강 및 성장발달과 관련된 전통 육아방식의 실제를 비교함으

로써, 실천되고 있는 전통 육아방식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용어의 정의
전통 육아방식 : 한국인이 1945년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아

동을 낳고 기르는 육아 방식을 의미하며(유안진, 1986), 본 연

구에서는 전통 육아방식 중 ‘수유와 이유, 건강관리와 금기사

항, 아기놀이, 아기행사’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도 수행이 가

능한 육아방식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두 세대 간 전통 

육아방식의 실제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남 J시에 거주하는 어머니 세대 98명과 할머

니 세대 103명으로, 임신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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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방식에 향을 줄 수 있는 만성 질환이나 선천적 결함이 

없는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험이 있는 정상 여성으로, 어머니 

세대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할머니 세대는 60세 이상의 여

성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적 육아경험자로 60세 이상 여성을 선정

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일반적 특징이 존속했던 

1945년 8.15광복 이전까지를 전통사회로 규정할 때(유안진, 

1986, 1990), 60세 이상 어머니 세대는 8.15 광복 이전에 출생

하여 전통 육아방식을 경험했으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로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도구
전통 육아방식 질문지는 연구자가 유안진(1986)의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에서 제시한 육아방식을 준거자료로 하여, 12

개월 이내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어머니가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나 현대적 육아

문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육아방식 목록을 선정하여 작성하

다. 질문지는 수유와 이유(7문항), 건강관리와 금기사항(10

문항), 아기놀이(10문항), 아기행사(10문항)의 4개 역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당란에 표기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전통 육아방식 목록은 유안진

(1986)이 제시한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 가운데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용어나 표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 고, 

자료 수집 시 익숙하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함으로

써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연구자와 훈련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2인으로 구

성된 조사원이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편의 표집

방법으로 수집하 다. 경남 J시에 소재하는 노인복지회관, 소

아과 병원 외래,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 및 응답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하 다. 필요한 경우 용어를 설명하

고, 동반한 아동을 돌보거나, 혹은 할머니 세대에게는 질문지

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응답을 도왔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전통 육아방식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

대의 차이는 χ2-test로 검증하 다. 세대별 차이는 어머니 세대 

98명, 할머니 세대 103명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과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빈도로 분석하 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남 J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할

머니 세대의 자료는 오래 전의 회고나 기억에 의존한 제한점

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연령은 어머니 세대는 30대가 52.0%, 20대가 48.0% 고, 

할머니 세대는 60대가 57.3%, 70대가 42.7% 다. 직업은 어

머니 세대의 53.1%가 있는데 비해 할머니 세대는 9.7%만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N=201
특   성 구    분

어머니 세대

실수(%)

할머니 세대

실수(%)

 연 령

 20-29세          
 30-39세

   47(48.0)
   51(52.0)

    0(  .0)
    0(  .0)

 60-69세
 70세 이상

    0(  .0)
    0(  .0)

   59(57.3)
   44(42.7)

 직 업
 없음
 있음 

   46(46.9)
   52(53.1)

   93(90.3)
   10( 9.7)

 교육 정도

 무 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이상 졸업

    0(  .0)
    2( 2.0)
    3( 3.1)
   41(41.8)
   52(53.1)

   28(27.2)
   53(51.5)
   15(14.6)
    5( 4.9)
    2( 1.9)

 종 교

 불 교
 기독교
 기타
 없음

   42(42.9)
   25(25.5
    6( 6.1)
   25(25.5)

   75(72.8
   11(10.7)
    5( 4.8)
   12(11.7)

 분만 방법
 질식분만
 제왕절개 분만

   63(64.3)
   35(35.7)

  102(99.0)
    1( 1.0)

 수유 방식
 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

   19(19.4)
   26(26.5)
   53(54.1)

   97(94.2)
    3( 2.9)
    3( 2.9)

 육아 당시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해 외

   11(11.2)
   71(72.4)
   15(15.3)
    1( 1.0)

   10( 9.7)
   36(35.0)
   56(54.4)
    1( 1.0)

 산후 조리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 편
 기타 

   16(16.3)
   56(57.1)
   12(12.2)
   14(14.2)

   70(68.0)
   11(10.7)
   12(11.7)
   10( 9.7)

 계    98(100.0)   103(100.0)



한 승 희  외

68 아동간호학회지 12(1), 2006년 1월

<표 2> 수유와 이유
문     항 구     분

어머니 세대

실수(%)

할머니 세대

실수(%)
χ²

주로 왼쪽 젖을 먹 다(왼쪽으로 
안고 먹 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33(41.8)
  15(19.0)
  30(38.0) 

  51(54.3)
  20(21.3)
  23(24.5)

  .224

 소  계   78(100.0)   94(100.0)

젖먹이는 동안에는 엿기름, 인삼 
등을 먹지 않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15(20.3)
   7( 9.5)
  52(70.3)

   4( 4.3)
   6( 6.4)
  84(89.4)

11.760**

 소  계   74(100.0)   94(100.0)

젖이 모자랄 때는 젖이 잘 나오게 
한다는 음식을 먹었다(족발, 찰밥, 
잉어, 상추대, 가물치 등)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5( 7.9)
  14(22.2)
  44(69.8)

   7(10.0)
  18(25.7)
  45(64.3)

  .477

 소  계   63(100.0)   70(100.0)

이유기에 할머니의 빈 젖을 
빨려보곤 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22(46.8)
  17(36.2)
   8(17.0)

  17(26.6)
  21(32.8)
  26(40.6)

 8.180*

 소  계   47(100.0)   64(100.0)

이유를 위해 유두에 무언가를 발라 
보았다(잉크, 먹물, 쓴맛이 나는 약 
등)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9(18.8)
  20(41.7)
  19(39.6)

  11(15.1)
  18(24.7)
  44(60.3)

 5.286

 소  계   48(100.0)   73(100.0)

이유를 위해 “지지다”, 
“에비다”등의 유아어를 사용하여 
혐오감이 들게 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6(10.5)
  16(28.1)
  35(61.4)

   9(12.0)
  18(24.0)
  48(64.0)

  .305

 소  계   57(100.0)   75(100.0)

젖을 말리기 위한 음식을 먹어 
보았다(인삼, 엿기름 등)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 안함 
 실천했음 

   6(12.5)
   9(18.8)
  33(68.8)

   3( 4.9)
  18(29.5)
  40(65.6)

 3.166

 소  계   48(100.0)   61(100.0)
* p .05,  **p .01,  ***p .001

직업이 있었다. 교육정도는 어머니 세대는 ‘전문대 이상 졸업’

이 53.1% 으나 할머니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이 51.5%로 나

타났다. 종교는 두 세대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 

세대는 42.9%인데 비해 할머니 세대는 72.8% 다. 

  대상자의 마지막 자녀의 산과적 특성으로서 분만방법은 ‘질

식분만’이 어머니 세대는 64.3%인데 비해 할머니 세대는 99%

로 나타났다. 수유방식은 어머니 세대는 ‘혼합수유’가 54.1%로 

가장 많았으나 할머니 세대는 ‘모유수유’가 94.2% 다. 육아 

당시 거주지는 어머니 세대는 ‘중소도시’가 72.4%로 나타났으

나 할머니 세대는 ‘농어촌’이 54.4%로 나타났다. 산후 조리자

는 어머니 세대는 ‘친정어머니’가 57.1% 고, 어머니 세대는 

‘시어머니’가 68.0% 다<표 1>.

세대별 전통 육아방식 비교
어머니 세대 98명, 할머니 세대 103명 중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유와 이유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간에 실천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문항은 전체 7문항 중 2문항이었고, 모두 할머니 세

대가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젖먹이는 동안에는 

엿기름 인삼 등을 먹지 않았다’는 어머니 세대가 70.3%, 할머

니 세대가 89.4% 고(p<.01), ‘이유기에 할머니의 빈 젖을 빨

려보곤 했다’는 어머니 세대가 17.0%, 할머니 세대가 40.6%

다(p<.05).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주로 왼쪽 

젖을 먹 다(왼쪽으로 안고 먹 다)’, ‘젖이 모자랄 때는 젖이 

잘 나오게 한다는 음식을 먹었다’, ‘이유를 위해 유두에 무언

가를 발라 보았다’, ‘이유를 위해 지지다, 에비다 등의 유아어

를 사용하여 혐오감이 들게 했다’, ‘젖을 말리기 위한 음식을 

먹어보았다’의 5문항이었다.

실천율이 70% 이상인 문항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모

두 ‘젖먹이는 동안은 엿기름, 인삼 등을 먹지 않았다’(70.3%, 

89.4%), ‘수유하는 동안 아기와 눈을 맞추거나 웃어주거나 이

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98.9%, 83.0%)의 2문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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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관리와 금기사항
문     항 구     분

어머니 세대

실수(%)

할머니 세대

실수(%)
χ²

여아는 삼칠일 전에 유두를 
짜주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5( 7.1)
   3( 4.3)
  62(88.6)

   5( 5.8)
   7( 8.1)
  74(86.0)

 1.029

 소  계   70(100.0)   86(100.0)

아기를 눕힐 때는 머리의 방향을 
고려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8(20.9)
   9(10.5)
  59(68.6)

  31(33.7)
   7( 7.6)
  54(58.7)

 3.722

 소  계   86(100.0)   92(100.0) 

소변보고 있을 때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방해하지 않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0(11.5)
   3( 3.4)
  74(85.1)

   4( 4.0)
   3( 3.0)
  94(93.1)

 3.932

 소  계   87(100.0)  101(100.0)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3(15.3)
  16(18.8)
  56(65.9)

   8( 8.2)
   6( 6.2)
  83(85.6)

10.234**

 소  계   85(100.0)   97(100.0)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1(13.3)
  20(24.1)
  52(62.7)

  13(13.8)
  14(14.9)
  67(71.3)

 2.442

 소  계   83(100.0)   94(100.0)

갓난아기 때는 아기의 손톱, 발톱은 
엄마가 이로 깎아 주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9(67.2)
  11(19.0)
   8(13.8)

  28(34.1)
  10(12.2)
  44(53.7)

23.249***

 소  계   58(100.0)   82(100.0)

아기의 배냇머리는 아기의 고모가 
깎아 주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67(91.8)
   5( 6.8)
   1( 1.4)

  71(80.7)
   7( 8.0)
  10(11.4)

 6.472*

 소  계   73(100.0)   88(100.0)

떨어진 배꼽은 태우거나, 
보관하거나 아기 약으로 사용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0(11.6)
   8( 9.3)
  68(79.1)

  16(16.2)
   5( 5.1)
  78(78.8)

 1.858

 소  계   86(100.0)   99(100.0)

출산 초기에 금줄을 쳤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 5.5)
  46(83.6)
   6(10.9)

   0(  .0)
  23(22.5)
  79(77.5)

65.127***

 소  계   55(100.0)  102(100.0)

외출할 때 아기보호 행위를 
했다(황칠 나들이, 화장실 다녀 
외출하기, 자물통 채우기 등)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57(82.6)
   6( 8.7)
   6( 8.7)

  53(58.2)
   9( 9.9)
  29(31.9)

13.082**

 소  계   69(100.0)   91(100.0)
* p .05,  ** p .01,  *** p .001

실천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어머니 세대는 ‘이

유기에 할머니의 빈 젖을 빨려보곤 했다’(17.0%)의 1문항이었

고, 할머니 세대는 ‘주로 왼쪽 젖을 먹 다(왼쪽으로 안고 먹

다)’(24.5%)의 1문항이었다<표 2>.

건강관리와 금기사항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간 실천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전체 10문항 중 5문항이었고, 모두 할머니 세대

의 실천율이 높았다<표 3>.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다’는 어머

니 세대가 65.9%, 할머니 세대가 85.6% 고(p<.01), ‘갓난아기 

때는 아기의 손톱, 발톱은 엄마가 이로 깎아 주었다’는 어머

니 세대 13.8%, 할머니 세대 53.7% 다(p<.001). ‘아기의 배냇

머리는 아기의 고모가 깎아주었다’는 어머니 세대가 1.4%인데 

비해 할머니 세대는 11.4% 고(p<.05), ‘출산 초기에 금줄을 

쳤다’는 어머니 세대가 10.9%, 할머니 세대가 77.5%로 나타났

다(p<.001). ‘외출할 때 아기보호 행위를 했다’는 어머니 세대

가 8.7%, 할머니 세대가 31.9%로 나타났다(p<.01).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여아는 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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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기놀이
문    항 구     분

어머니 세대

실수(%)

할머니 세대

실수(%)
χ²

도리도리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0)
   0(  .0)
  96(99.0)

   0(  .0)
   2( 1.9)
 101(98.1)

 2.950

 소  계   97(100.0)  103(100.0)

짝짝꿍을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0)
   0(  .0)
  96(99.0)

   0(  .0)
   2( 1.9)
 101(98.1)

 2.950

 소  계             97(100.0)  103(100.0) 

곤지곤지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0)
   0(  .0)
  95(99.0)

   0(  .0)
   2( 1.9)
 101(98.1)

 2.941

 소  계   96(100.0)  103(100.0)

잼잼을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0)
   0(  .0)
  96(99.0)

   0(  .0)
   2( 1.0)
 101(98.1)

 2.950

 소  계   97(100.0)  103(100.0)

고네고네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4(15.7)
   4( 4.5)
  71(79.8)

   1( 1.0)
   4( 3.9)
  97(95.1)

14.473**

 소  계   89(100.0)  102(100.0)

따로따로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7(18.3)
   4( 4.3)
  72(77.4)

   1( 1.0)
   0(  .0)
 101(99.0)

22.716***

 소  계   93(100.0)  102(100.0)

불무불무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25(26.9)
   5( 5.4)
  63(67.7)

   7( 6.9)
   4( 3.9)
  91(89.2)

14.943**
  

 소  계   93(100.0)  102(100.0) 

무등타기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 3.2)
   1( 1.1)
  91(95.8)

   2( 2.0)
   5( 5.0)
  94(93.1)

 2.734

 소  계   95(100.0)  101(100.0)

목말타기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 3.2)
   1( 1.1)
  90(95.7)

   1( 1.0)
   6( 6.0)
  93(93.0)

 4.439

 소  계   94(100.0)  100(100.0)

단지팔기를 해보았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21(25.6)
   4( 4.9)
  57(69.5)

  14(14.3)
   7( 7.1)
  77(78.6)

 3.811

 소  계   82(100.0)   98(100.0)
** p <.01,  *** p <.001

일 전에 유두를 짜주었다’, ‘아기를 눕힐 때는 머리의 방향을 

고려했다’, ‘소변보고 있을 때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방

해하지 않았다’,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떨

어진 배꼽은 태우거나, 보관하거나 아기 약으로 사용했다’ 의 

5문항이었다.

건강관리 및 금기사항 역에서 실천율이 70% 이상인 문항

은 어머니 세대는 ‘여아는 삼칠일 전에 유두를 짜주었다’ 

(88.6%), ‘소변보고 있을 때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방해

하지 않았다’(85.1%), ‘떨어진 배꼽은 태우거나, 보관하거나 아

기 약으로 사용했다’(79.1%)의 3문항이었다. 할머니 세대는 

‘여아는 삼칠일 전에 유두를 짜주었다’(86.0%), ‘소변보고 있을 

때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방해하지 않았다’(93.1%), ‘간

지럼을 태우지 않았다’(85.6%),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

지 않았다’(71.3%), ‘떨어진 배꼽은 태우거나, 보관하거나 아기 

약으로 사용했다’(78.8%), ‘출산 초기에 금줄을 쳤다’(77.5%) 

등의 6문항으로 나타났다.

실천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어머니 세대는 ‘갓

난아기 때는 아기의 손톱, 발톱은 엄마가 이로 깎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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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기 행사
문     항 구     분

어머니 세대

실수(%)

할머니 세대

실수(%)
χ²

삼칠일(초칠, 이칠, 삼칠)에 
삼신상을 차렸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1(39.2)
   21(26.6)
   27(34.2)

   5( 5.1)
  14(14.1)
  80(80.8)

44.748***

 소  계    79(100.0)   99(100.0)

삼칠일에 쌀밥 한두 알을 미역국에 
적셔 맛보 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52(64.2)
   11(13.6)
   18(22.2)

  53(57.0)
  17(18.3)
  23(24.7)

 1.083

 소  계    81(100.0)   93(100.0)  

백일이나 돌 때 삼신상을 차렸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27(32.1)
   12(14.3)
   45(53.6)

   5( 5.0)
  17(16.8)
  79(78.2)

23.950***

 소  계    84(100.0)  101(100.0) 

백일에 백일상의 밥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적셔 먹 다(백일상의 
음식을 맛보 음)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45(56.3)
   13(16.3)
   22(27.5)

  43(46.7)
  18(19.6)
  31(33.7)

 1.551

 소  계    80(100.0)   92(100.0)

백일에 백일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백일 떡, 잔치, 배냇머리 
깎이기 등)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 3.2)
    4( 4.2)
   88(92.6)

   1( 1.0)
  18(18.2)
  80(80.8)

10.212**

 소  계    95(100.0)   99(100.0) 

첫돌에 수수떡과 망두떡(속이 빈 
송편)을 뜯어 먹이거나 손에 쥐어 
주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33(41.8)
   14(17.7)
   32(40.5)

   5( 5.1)
  18(18.4)
  75(76.5)

36.796***

 소  계    79(100.0)   98(100.0)

아기의 돌 때 돌상을 차렸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1)
    0(  .0)
   92(98.9)

   0(  .0)
   6( 5.8)
  97(94.2)

 6.639*

 소  계    93(100.0)  103(100.0)

돌 때 아기에게 돌잡히기를 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 1.1)
    5( 5.6)
   84(93.3)

   0(  .0)
   9( 9.3)
  88(90.7)

 1.977

 소  계    90(100.0)   97(100.0)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를 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2(17.9)
   16(23.9)
   39(58.2)

  43(48.9)
  21(23.9)
  24(27.3)

19.228***

 소  계    67(100.0)   88(100.0)

아기의 아명을 사용했다

 몰랐음
 알았으나 실천안함 
 실천했음

   12(19.4)
   26(41.9)
   24(38.7)

  14(16.5)
  36(42.4)
  35(41.2)

  .224

 소  계    62(100.0)   85(100.0) 
* p .05,  ** p .01,  *** p .001

다’(13.8%), ‘아기의 배냇머리는 아기의 고모가 깎아 주었

다’(1.4%), ‘출산 초기에 금줄을 쳤다’(10.9%), ‘외출할 때 아기

보호 행위를 했다’(8.7%)의 4문항이었으며, 할머니 세대는 ‘아

기의 배냇머리는 아기의 고모가 깎아 주었다’(11.4%)의 1문항

이었다.

아기 놀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간에 실천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문항은 전체 10문항 중 3문항이었고, 3문항 모두 할

머니 세대가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고네고

네’는 어머니 세대가 79.8%, 할머니 세대가 95.1% 고(p<.01), 

‘따로따로’는 어머니 세대 77.4%, 할머니 세대 99.0% 으며

(p<.001), ‘불무불무’는 어머니 세대 67.7%, 할머니 세대 89.2%

다(p<.01).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무등타기’, ‘목말타기’, ‘단지팔기’

의 7문항이었다.

실천율이 70% 이상인 문항은 어머니 세대는 ‘불무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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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와 ‘단지팔기’(69.5%)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었고, 할머

니 세대는 모든 문항이었다.

실천율이 30% 미만인 문항은 두 세대 모두 한 문항도 없었다.

아기 행사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간에 실천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문항은 전체 10문항 중 6문항이었다<표 5>. 이 중 3

문항은 어머니 세대가, 3문항은 할머니 세대가 유의하게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가 유의하게 더 많

이 실천한 문항으로 ‘백일에 백일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는 

어머니 세대가 92.6%, 할머니 세대가 80.8% 고(p<.01), ‘아기

의 돌 때 돌상을 차렸다’는 어머니 세대가 98.9%, 할머니 세

대가 94.2% 으며(p<.05),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를 했다’

는 어머니 세대가 58.2%, 할머니 세대가 27.3% 실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할머니 세대가 유의하게 더 많이 실천한 문항으로 ‘삼칠일

(초칠, 이칠, 삼칠)에 삼신상을 차렸다’는 어머니 세대가 

34.2%, 할머니 세대가 80.8% 고(p<.001), ‘백일이나 돌 때 삼

신상을 차렸다’는 어머니 세대가 53.6%, 할머니 세대가 78.2%

으며(p<.001), ‘첫돌에 수수떡과 망두떡(속이 빈 송편)을 뜯

어 먹이거나 손에 쥐어 주었다’는 어머니 세대가 40.5%, 할머

니 세대가 76.5%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삼칠일에 쌀

밥 한두 알을 미역국에 적셔 맛 보 다’, ‘백일에 백일상의 밥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적셔 먹 다’, ‘돌 때 아기에게 돌잡히

기를 했다’, ‘아기의 아명을 사용했다’의 4문항이었다.

아기행사 역에서 실천율이 70% 이상인 문항은 어머니 세

대는 ‘아기의 백일 때 백일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92.6%), ‘아

기의 돌 때 돌상을 차렸다’(98.9%), ‘돌 때 아기에게 돌잡히기

를 했다’(93.3%)의 3문항이었다. 할머니 세대는 ‘삼칠일에 삼

신상을 차렸다’(80.8%), ‘백일이나 돌 때 삼신상을 차렸다’ 

(78.2%), ‘아기의 백일 때 백일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80.8%), 

‘첫돌에 수수떡과 망두떡(속이 빈 송편)을 뜯어 먹이거나 손에 

쥐어 주었다’(76.5%), ‘아기의 돌 때 돌상을 차렸다’(94.2%), 

‘돌 때 아기에게 돌잡히기를 했다’(90.7%) 등의 6문항이었다.

실천율이 30% 미만인 문항은 어머니 세대는 ‘삼칠일에 쌀

밥 한두 알을 미역국에 적셔 맛 보 다’(22.2%), ‘백일에 백일

상의 밥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적셔 먹 다’(27.5%)의 2문항

이었고, 할머니 세대는 ‘삼칠일에 쌀밥 한두 알을 미역국에 

적셔 맛 보 다’(24.7%),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를 했

다’(27.3%)의 2문항이었다.

논    의

연구 결과 전체 37개 문항 중 35%에 해당하는 13개 문항

에서 할머니 세대가 더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까지를 전통사회로 규정할 때(유안진, 1986) 본 연구 

대상 할머니 세대는 최소한 1944년 이전에 출생하여 전통사

회를 경험한 성인으로부터 양육되거나 직접 육아경험이 있는 

세대로서 현대적 육아 세대인 어머니 세대보다 전통 육아의 

실천율이 더 높은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7%

에 해당하는 21개 문항은 두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3개 문항은 오히려 어머니 세대의 실천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세대에서 실천율이 70% 이

상으로 나타난 문항은 15개 문항(41%)인데 비해 30% 이하의 

실천율을 보인 문항은 7개(19%)에 불과하 다. 특히 아기놀이

의 경우 전체 10개 문항 모두 67% 이상의 실천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구의 과학적 육아방식이 일반화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조사된 전통 육아방식의 

과반이 40여 년 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실천되고 있고, 41%는 

70% 이상의 젊은 세대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 

육아방식이 상당 부분 전이되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와 조선시대의 부모 양육 태도의 특성이 

같다는 백혜리(1999)의 연구와, 어머니 세대의 임신, 출생의례

와 아기 행사가 할머니 세대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안정적으로 전승된 것을 확인한 민하 과 유안진(2003a) 

및 유안진과 민하 (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 세대의 과반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학 이

상의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육아 당시 83.6%가 도시에 거주한  

현대 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더

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어머니 세대에서 전

통 육아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살아오면서 직, 간접적으

로 경험한 행동의 내재화된 경향의 반 (장혜자, 2003)이거나, 

산후 조리자가 친정 혹은 시어머니가 70.4%로 젊은 어머니들

에게 중요한 어른 세대의 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아동 양육은 개인적이면서도 제도적,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 문화적인 관

습, 관념, 또는 행동 규범에 의해 향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유안진과 민하 , 2000).

역별로 볼 때 건강관리와 금기사항 역에서는 특히 할

머니 세대의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는 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육아담당자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민간처방으로서 신앙체

계에 의해 발생된 갖가지 예방 의학적 방법, 즉 양밥이 흔히 

사용되었으나(유안진, 1986, 1990), 현대에서는 이에 대한 필

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 초기에 

금줄을 쳤다’는 어머니 세대의 실천율이 10.9%인데 비해 할머

니 세대는 77.5%로 민하 과 유안진(2003a), 유가효(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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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전통사회에서 금

줄 치기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 의학적 처방과 출산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

다(유안진, 1986, 1990). 오늘 날 어머니 세대는 의학의 발달

로 금줄 치기와 같은 소극적인 처방 없이도 산모와 아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유가효, 1999), 전화와 전자우

편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금줄과 같은 방법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며(민하 과 유안진, 2003a), 도시에서는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옥 구조상 금줄을 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줄

치기는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 행사 역에서는 전체 10문항 중 ‘삼칠일(초칠, 이칠, 

삼칠)에 삼신상을 차렸다’, ‘백일이나 돌 때 삼신상을 차렸다’, 

‘첫돌에 수수떡과 망두떡(속이 빈 송편)을 뜯어 먹이거나 손에 

쥐어 주었다’와 같은 기원과 감사의 행사는 할머니 세대가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신은 출산과 신생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으로 아기를 산모의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또한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상징되어 왔다(임동권, 1984). 삼신상 차리기는 아

기의 일정 성장 시점인 삼칠, 백일, 돌 때에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준 삼신에게 고

마움을 표시하는 육아방식으로서, 아 사망율이 높았던 전통 

사회에서는 아기와 산모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육아방식이

었다(유안진, 1986). 아기행사 역에서는 3개 문항에서 어머

니 세대의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백일 

때 백일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백일 떡, 잔치, 배냇머리 깎이

기 등)’, ‘아기의 돌 때 돌상을 차렸다’와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를 했다’와 같은 행사로서, 이러한 축하 행사를 옛날보

다 더 많이 시행한 것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 수의 감소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를 했다’ 

항목이 어머니 세대의 58.2%가 실천하여 할머니 세대의 

27.3%보다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전통 사회

에서 아기 사주 보기나 점치기는 아 사망율이 높은 시대에 

아기의 불운이나 액운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육아 방식으로서(유안진, 1986), 현대 사회에서도 아기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육아방식이 성행하는 근거

를 찾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 30대 젊은 어머니세대에서도 전통적

인 육아방식이 상당 부분 실천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아동

간호 실무 및 학문 역에서 전통 육아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 높은 빈도로 실

천되고 있는 전통 육아방식 가운데는 현대 발달이론에 비추

어 볼 때도 그 합리성과 과학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지

혜로운 방식도 있으나(유안진, 1986), 일견 아동의 건강과 성

장발달에 대한 의의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방식도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동간

호학이 전통 육아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란 어린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 증진

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잘못된 육아 관행의 실천은 아동

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

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흔히 실천되고 있는 전통 육아방식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대간 전통 육아방식의 실제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육아방식의 합리

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남 J시에 거주하는 20, 30대

의 어머니 세대 98명과 60대 이상의 할머니 세대 103명으로 

총 201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작성한 총 37문항의 

전통 육아방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J시에 소재하는 노인복지회관, 소아과 병원 외래, 보

건소 등에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

그램으로 빈도, 백분율, χ2 -test로 분석하 다.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수유와 이유 역의 7문항 중 2문항이 할머니 세대가 어

머니 세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실천하 고,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주로 왼쪽 젖을 먹

다(왼쪽으로 안고 먹 다)’, ‘젖이 모자랄 때는 젖이 잘 나

오게 한다는 음식을 먹었다’, ‘이유를 위해 유두에 무언가

를 발라 보았다’, ‘이유를 위해 지지다, 에비다 등의 유아

어를 사용하여 혐오감이 들게 했다’, ‘젖을 말리기 위한 음

식을 먹어 보았다’의 5문항이었다. 대상자의 70% 이상이 

실천한 문항 및 30% 미만이 실천한 문항은 두 세대 모두 

1문항씩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와 금기사항 역의 10문항 중 5문항이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실천하 고, 차

이가 없는 문항은 ‘여아는 삼칠일 전에 유두를 짜주었다’, 

‘아기를 눕힐 때는 머리의 방향을 고려했다’, ‘소변보고 있

을 때 건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방해하지 않았다’, ‘아기

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떨어진 배꼽은 태우

거나, 보관하거나 아기 약으로 사용했다’ 의 5문항이었다. 

70% 이상이 실천한 문항은 어머니 세대가 3문항, 할머니 

세대가 6문항이었고, 30% 미만이 실천한 문항은 어머니 

세대가 4문항, 할머니 세대가 1문항으로 나타났다.

아기놀이 역의 10문항 중 3문항이 할머니 세대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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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세대보다 더 많이 실천하 고, ‘도리도리’, ‘짝짝꿍’, ‘곤

지곤지’, ‘잼잼’, ‘무등타기’, ‘목말타기’, ‘단지팔기’의 7문항

은 차이가 없었다. 70% 이상이 실천한 문항은 어머니 세

대가 8문항, 할머니 세대가 10문항 모두 으며, 30% 미만

이 실천한 문항은 두 세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행사 역의 10문항 중 3문항씩 각 세대가 유의하게 

더 많이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삼칠일에 쌀밥 한두 알을 미역국

에 적셔 맛 보 다’, ‘백일에 백일상의 밥 한 숟가락을 미

역국에 적셔 먹 다’, ‘돌 때 아기에게 돌잡히기를 했다’, 

‘아기의 아명을 사용했다’의 4문항이었다. 70% 이상이 실

천한 문항은 어머니 세대가 3문항, 할머니 세대가 6문항이

었으며, 30% 미만이 실천한 문항은 두 세대 모두 2문항씩

이었다.

전체적으로 총 37문항 중 13문항(35%)에서 할머니 세대가 

실천율이 더 높았으나, 차이가 없는 문항이 21문항(57%)

이었고, 3문항에서는 어머니 세대가 실천율이 더 높았다. 

또한 어머니 세대에서 15문항(41%)에서 실천율이 70% 이

상이었고, 7문항(19%)에서 30% 미만이었다.

결론적으로 전통 육아방식은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

다 더 높은 실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 또한 전체 문항 중 과반수에서 할머니 세대와 유사한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방식이 

세대 간 전이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아동간호사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의 증진을 위해 전

통 육아방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머니 세대에서 많이 실천되고 있는 전통 육아방식의 합리

성을 평가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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