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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혼 성인들을 상으로 자녀양육

신념의 양상과 자녀에 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을 살펴보았다. 남녀 학생 748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을 상으로 조윤주(2002)가 사용한 부모 부양의무감, 세계 8개국에서 

동시에 사용된 자녀에 한 가치(Value of Children) 설문지(1975, 2001)를 실시하 고, 자녀

양육신념에 한 응답자의 가치를 기술하게 하 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성인

의 자녀양육신념 양상을 조사한 결과, 성, 연령, 출생순 , 조부모 동거여부 등에 상 없이 

계지향  자녀양육신념(46.0%)보다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54.0%)을 지닌 미혼 성인의 

비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인식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는 정서  가치를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구  가

치를, 자녀양육부담감을 가장 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혼 성인들은 자녀를 갖는 

가치에 해 경제 인 가치나 양육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애정 , 정서  가치를 보다 소

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의 빈

도가 2개월에 1회 이상 많을수록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정서  가치를 소 히 

여기고, 부모 부양의무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부모세 들의 부모자녀 계에 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 미혼 성인 상의 비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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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모자녀 계는 모든 인간 계의 기본이 되는 보편 이며 구 인 계로 개인

의 발달과 사회화의 기본교육의 장인 가정환경 에서도 매우 요한 인 인 환경

이다. 그런데 가족은 사회 문화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

모의 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 하여 형성된다. 즉 사회마다 다른 가

치 을 강조하거나, 사회의 변천으로 인해 가족 구조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상

인, 는 바람직한 개념이 다르다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해 문화 으로 규

정된 바람직한 특성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과 목표도 변화

하게 된다(Goodnow & Collins, 1991). 

최근의 비교심리학의 제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양문화를 집합주의(collectivism),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서양문화를 개인주의(individualism), 독립성

(independence)으로 구분하여 양 문화간의 뚜렷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받

아들여 아동발달의 원리도 이 가설하에서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아동의 사회화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서구 사회의 부모들은 독립심, 자기의존(self-reliance),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격려하는 것을 시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라틴계 

미국인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동, 그리고 력을 요한 신념으로 지니고 있다

(Harrison, Wilson, Pine, Chan, & Buriel, 1990; Triandis, 1995; 이완정, 온강, 

1997). 

부모의 양육신념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자녀양육시 요시하는 가치

이나 기 , 자녀교육의 목표가 추상  개념이라면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기 , 성인

이 되었을 때 기 하는 직종 등은 구체  양육신념일 것이다. 국가 내에서 는 국

가간에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부모를 상으로 양육신념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배경에 따라 양육신념과 아동발

달에 한 암시  이론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 는데(Goodnow & 

Collins, 1991; Bornstein, 1991), 즉 자녀들에게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목표나 가치 

등 추상  양육신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으며(Pomerleau, Malcuit, & Sabatier, 

1991), 부모가 자녀들의 발달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생각,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한 기  등 구체  양육신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McGillicuddy-DeLisi & Subramanian, 1991). 

유치원과 등학교 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어떠한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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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독립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동조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기

를 원하는지를 비교문화 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미국인 부모들은 자녀의 독

립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미국에 이

민 온 부모들(캄보디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멕시코인 등)은 동조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더 시하는 것으로 밝 졌고,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부모들은 학문  

내용의 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Okagaki & 

Sternberg, 1993). 푸에르토리코의 어머니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간의 어린 자녀에 

한 신념과 목표를 비교한 Harwood(1992)의 연구는 목표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

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류 계층에 속한 푸에르토리코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류와 하류계층의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들은 개인지향 인 발달(자신감, 독립심, 

재능과 능력의 계발 등)과 자기통제력(탐욕, 공격성 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제

한시키는 능력 등)과 련된 사회화 목표에 을 둔 반면에 푸에르토리코의 어머

니들은 공손함, 존 ( 의바름, 순종 등)과 사랑(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등)을 양

육목표로 두고 있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비교한 연구

에 의하면, 미국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 하는 것을 강조

하 으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순종을 강조하고 독립성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희진, 1995). 일본과 우리나라 유치원 부모들의 신념을 비교 연구(임정미ㆍ이명

조, 2000)에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주 이며 자발 인 자녀를 원하는 반면에, 일

본의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에 가치를 두고 순응 인 자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 다. 한편 우리나라 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동조성보다는 독립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보다 요시하고, 학업을 시하

는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기교육 상과도 계가 있다

고 하겠다(안지 , 2003). 

사회변화에 따른 세 간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할머니 

세 의 경우 상호의존성을 시하는 양육신념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아,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세 에서는 독립성을 시하는 양육신념이 높게 

나타나되, 상호의존성을 시하는 양육신념은 높거나 낮은 경우가 모두 많게 나타

남으로써 세 간의 차이를 보 다(이완정, 온강, 1997). 이처럼 자녀양육신념은 문

화집단에 따라, 세 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개인과 계에 한 일반

인 문화  지향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신념과 함께 자녀에 한 가치 한 문화  배경과 사회 변천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데, 자녀에 한 가치연구는 인구 증가나 출산동기에 한 설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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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해주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 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한 표 인 연구가 VOC(Value of Children) 연구

로(Arnold, Bulatao, Buripakdi, Chung, Fawcett, Iritani, Lee, & Wu, 1975, 1994, 

2001), VOC 연구에서는 자녀에 한 가치를 경제 , 사회 , 심리  가치의 세 가

지 유형으로 설명하 다. 첫째, 경제  가치는 아이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기 되는 물질  이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즉 어린 자녀에 한 부

모의 경제  지원과 성숙한 자녀의 늙은 부모에 한 경제  지원 등이 이에 속한

다. 둘째, 사회  가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리라 기 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는데 기혼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사회  승인과 사회  지 , 아들을 낳

음으로써의 가계 계승 등이 속한다. 셋째, 심리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혹은 자녀

에 한 기 로 겪게 되는 스트 스와 불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세 유형간의 

세분화를 통해 사회문화  맥락과 출산 간에 기 되는 계를 이론 으로 검증한 

결과, 보다 발 된 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비하여 개발 지역이나 농 지역의 부모

들이 자녀에 해 경제 인 가치를 더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용민, 2003 

재인용). 

미혼 성인을 상으로 미래의 자신의 자녀에 한 가치 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려는 도구 인 동기가 있는데 남성들에게 있어서

의 아버지됨은 성인 남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여성이 어머니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출산과 양

육의 가로 치러야 하는 직  기회비용보다는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의 역할이 

보다 큰 향을 미친다(Lupton & Barcaly, 1997). 부모됨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정  동기로는 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

험, 자신의 아동기에 한 기억  재경험, 노후보장, 트 와의 유 감, 양육을 통

한 역할수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

을 받으려는 욕구, 실용주의의 규범  행동, 재미 등을 들 수 있고, 부정  동기로

는 사회 , 개인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

인 세계 , 재정  문제, 자녀양육에 한 걱정과 책임감,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

제에 한 우려, 정서  미숙, 교육  직업상의 제약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한 사회문화  가치와 변화를 반 하는 개념이다. 

동양문화권에서 시하는 상호의존성, 집합주의의 가치체계로 이해할 때 상호의

존성, 동조성을 시하는 자녀양육신념을 지닐수록, 심리  자녀에 한 가치를 지

향할수록 부모에 한 공경, 부모 부양의무감도 높게 지니게 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그런데 지 까지 수행되어 온 다수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간의 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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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포 으로 규명하지 못하 다. 부모에 한 부양의무감에 한 선행연구들

은 사회 인구학  변인에 따른 부양의무감의 차이 는 부양의무감에 향을 미치

는 요인, 애정과 부양의무감간의 계 등을 주로 다루었고, 부양의식에 한 연구들

은 탐색  조사 수 에 그친 연구가 많았는데, 고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하

여 부모에 한 태도나 부양에 한 책임감을 살펴보거나, 성별, 출생순 , 결혼상

태 등 사회 인구학  특성을 주로 부양의식과의 계를 악한 것이 부분이었

다(김송애, 1991; 이은경, 1999; Cicirelli, 2000). 한 세 간 유 를 심으로 수행

한 연구들은 재 부양 인 상태를 바탕으로 정서  계와 의무감의 정도에 따라 

재의 부양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 을 뿐 정서  유 감이 장래의 부양의무

감이나 행동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조윤주, 2002, 재인용), 

더구나 미혼 세 를 상으로 부양의무감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재의 2, 30  반의 학생들은 노인세 나 장년 세 와는 달리 물질  풍

요 속에서 서구문화의 향을 받고 자란 세 로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사회화되어 

개인주의  가치 과 합리 ㆍ평등주의 인 태도를 지닌 세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의 통이 퇴색하고 있는 시 에서 2, 30  

미혼성인 세 의 부모자녀 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기의 남녀 학생을 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신념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자녀에 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계는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올바른 부모신념 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

으로써 부모교육을 한 기 자료를 구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성, 출생순 , 부모 동거여부, 부모 빈도,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양육신념과 자녀에 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에 소재한 남녀공학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748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으로 부모님  어도 한 분 이상이 생존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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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실시하 다. 미혼 성인  연구 상을 학생으로 제한한 이

유는 동일한 연령 의 인구  직종과 학력에 따른 향을 통제하기 해서 다. 

본 연구 상의 사회 인구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43.3%, 

여학생이 56.7% 다. 이들의 연령은 만18세에서 29세까지로 평균은 남학생의 경우 

22.4세, 여학생의 경우 21.4세 다. 체 으로 20~30  미만이 82.0%로 가장 많았

고, 20  미만 17.0%, 30  이상이 1.0% 다. 출생순 는 장남ㆍ장녀인 경우가 체

의 47.8% 고, 차남ㆍ차녀인 경우가 43.7%, 외동아들ㆍ딸인 경우가 8.5%를 차지하

다. 이와 함께 부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50 가 67.0%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  이하 28.1%, 60  이상 4.9%를 차지하 고, 어머

니의 연령분포는 40  이하가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  43.9%, 60  

이상 1.4%의 분포를 보 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두 분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93.1%로 부분이었으며, 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2.8%,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7.2% 고,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44.3%,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55.7% 다. 

  

2. 측정도구

1) 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을 상으로 자녀양육신념의 양상을 살펴보기 하여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를 자유응답식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2) 자녀에 한 가치

자녀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하여 VOC(Value of Children Study)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Trommsdorff, 2001; Arnold et al., 1975) 의 일부문항을 사용하 다.  

‘자녀가 있으면 가정에 경제 인 도움이 된다’ ‘자녀를 가지면 부부는 더 가깝게 된

다’ 등 자녀에 한 사회 , 경제   정서  가치에 한 문항으로 자녀를 갖기

를 원하는 이유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문항 검토작업

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하다고 생각되는 19문항을 선정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명을 정서  가치,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으로 명명하 다. 각 하 역

별 신뢰도계수는 정서  가치 .82, 도구  가치 .70, 자녀양육부담감 .77로 산출되었

다. 

27



3) 부모 부양의무감

부모에 한 부양의무감을 측정하기 하여 조윤주(2002)가 사용한 부양의무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Seelbach와 Sauer(1977)의 ‘Filial Obligation Scale'의 일 

부 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자식은 언제든지 기꺼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결혼

한 자식은 부모님 가까이 살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부

양의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84

다. 

 

3. 연구 차

1) 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이루어졌

다. 각 측정도구의 성을 평가하기 하여 아동학 공 2인에게 문가 집단 타

당성을 검증받았고, 5명의 아동학 공 석사과정생이 각각 10명의 학생들을 상

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남녀공학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

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되었다. 각 학교를 조사원이 직  방문하

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 다(회수율 83.2%).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11.5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을 산출하 다.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 고, 각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χ² 검증, t-test, ANOVA,  상

계 분석 등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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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자녀양육신념의 양상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하여 남녀 

학생을 상으로 미래에 자신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

과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 다. 이를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총 22개의 반응으로 분

류하 는데, 이를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순서 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6.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한 사람

(6.4%), 의바른 사람(5.9%), 독립 인 사람(5.3%), 사랑을 받고  수 있는 사람

(5.3%)이 5% 이상의 분포를 보 다. 그 다음으로 착한 사람(4.1%), 성실한 사람

(4.1%),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4.0%)이 4% 정도의 반응을 차지하 고, 이

외에도 자립심이 강한 사람(3.7%), 남을 배려하는 사람(3.1%), 책임감 있는 사람

(2.4%), 정직한 사람(2.4%), 자신감 있는 사람(2.0%), 훌륭한 사람(1.9%), 자신이 원

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1.6%) 등의 순 를 보 다. 기타 반응(35.2%)으

로는 나같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귀여운 아이, 멋진 사람 등의 응답이 있었고, 미스

코리아, 의사, 사, 운동선수, 로게이머, 음악가, 엔터테이  등 특정직업이나 직

종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러한 반응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 이고 구체 인 응답(의사, 한의사, 사, 운

동선수, 로게이머, 미스코리아, 술가 등 특정직업인 등)보다는 시 와 문화를 

반 하는 이상 인 응답, 추상 이고 포 인 수 의 반응(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

람, 사랑을 받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신감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등)이 많았고, 공동체 의식, 집단주의 인 사

고를 반 하는 응답(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등)보다는 개인주의  사고를 반 하는 응답(주 이 뚜렷한 사람, 독립 인 사람, 

한 사람 등)이 상 으로 많았다. 한 사회 인 계를 시하는 응답(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등)이 가족 심주의  사고를 반

하는 응답(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효도, 웃어

른 공경 등 통 인 가치 을 반 하는 응답(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가족과 친

한 사람)은 4.3%에 불과함으로써 미혼 성인 세 가 지닌 가치 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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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녀양육신념 체 응답분포(N=748) 

순 응답 항목 N 비율(%)

1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50 6.7

2 한 사람(총명한 사람) 48 6.4

3 의바른 사람 44 5.9

4 독립 인 사람 40 5.3

5 사랑받고  수 있는 사람 40 5.3

6 착한 사람 31 4.1

7 성실한 사람 31 4.1

8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효도) 30 4.0

9 자립심이 강한 사람 28 3.7

10 남을 배려하는 사람 23 3.1

11 책임감있는 사람 18 2.4

12 정직한 사람 18 2.4

13 자신감있는 사람 15 2.0

14 훌륭한 사람 14 1.9

15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 12 1.6

16 주 이 뚜렷한 사람 11 1.5

17 행복한 사람 10 1.3

18 지혜로운 사람 7 0.9

19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6 0.8

20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4 0.6

21 돈 많이 버는 사람 3 0.4

22 가족과 친 한 사람 2 0.3

기 타 (무응답 포함) 263 35.2

              체 748 100.0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련 선행연구결과(Shwalb, Kawai,  

Shoji, & Tsunetsugu, 1997; LeVine, 1988; Pomerleau, Malcuit, & Sabatier, 1991)를 

참고로 하여 기타 응답을 제외한 반응을 심으로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

신념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크게는 계지향  자녀양육신념

과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으로 범주화하 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사회  계지향과 가족내 계지향으로,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

을 독립ㆍ자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자녀양육신념으로 각각 분류하 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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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녀양육신념 범주화에 따른 일반 인 분포경향(N=485)

  응답의 N %

계지향

자녀양육

신념

사회  계지향

인 계가 좋은 자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녀 

의바른 사람

책임감있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198 40.8

가족내 계지향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가족과 친 한 자녀

 25  5.2

223 46.0

개인지향

자녀양육

신념

독립ㆍ자율지향

주 이 뚜렷한 자녀

독립 인 자녀 

자립심이 강한 자녀

자기주장이 강한 자녀

105 21.7

인지지향

한 자녀

총명한 자녀 

공부를 잘 하는 자녀

 55 11.3

행복지향
행복한 자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녀
102 21.0

262 54.0

     체 485 100.0

자녀양육신념 분류에 따른 일반 인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계지향  자녀양육신념 46.0%,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 54.0%로 계지향  자녀

양육신념보다는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성인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 으로는 사회  계지향이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독립

ㆍ자율지향 21.7%, 행복지향 21.0%, 인지지향 11.3%, 가족내 계지향 5.2% 순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가족내 계지향을 지닌 자녀양육신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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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ㆍ출생순 ㆍ조부모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신념의 차이       (N=485)

계지향 개인지향 계

성별

 남      자 87(46.3) 101(53.7) 188(100.0) χ²=0.01

df=1

  여      자 136(45.8) 161(54.2) 297(100.0)

출생

순

 장남ㆍ장녀 105(45.7) 125(54.3) 230(100.0)
χ²=1.05

df=2
 차남ㆍ차녀 102(47.7) 112(52.3) 214(100.0)

 외동 자녀 16(39.0) 25(61.0) 41(100.0)

조부모 동거

경험

 유 97(45.5) 116(54.5) 213(100.0) χ²=0.03

df=1 무 126(46.3) 146(53.7) 272(100.0)

       체 223(46.0) 262(54.0) 485(100.0)

   

성, 출생순 , 조부모 동거여부 등 각 변인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출생순 에 상 없이 계지향  자녀양육신

념보다는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부

모 동거경험 유무와 계없이 미혼 성인들은 개인주의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

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출생순 , 조부모 동거경험여부 등 각 변인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

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조부모 동거경험 유무에 따

라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들이 가족내 계지향, 행복지향 자녀양육신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조부모 동거경험이 없는 미혼 성인들은 사회  계지향, 인

지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부모 동거경험 유무가 개인

주의  가치 에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부모 동거경험이 있는 미

혼 성인들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미혼 성인들에 비해 행복지향 인 자녀

양육신념보다 독립ㆍ자율지향 인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가족주의  가치 에 부정 인 향을 주었

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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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ㆍ출생순 ㆍ조부모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신념 하 역의 차이 

(N=485)

사회

계지향

가족내 

계지향

독립ㆍ자

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계

성별

 남자 76(40.4) 11(5.9) 43(22.9) 22(11.7) 36(19.1) 188(100.0) χ²=1.07

df=4

  여자 122(41.1) 14(4.7) 62(20.9) 33(11.1) 66(22.2) 297(100.0)

출생

순

 장남

 장녀
89(38.7) 16(7.0) 52(22.6) 25(10.9) 48(20.9) 230(100.0)

χ²=13.21

df=8

 차남

 차녀
96(44.9) 6(2.8) 48(22.4) 21(9.8) 43(20.1) 214(100.0)

 외동

 자녀
13(31.7) 3(7.3) 5(12.2) 9(22.0) 11(26.8) 41(100.0)

조부모 

동거

경험

유 83(39.0) 14(6.6) 54(25.4) 15(7.0) 47(22.1) 213(100.0)
χ²=10.59*

df=4
무 115(42.3) 11(4.0) 51(18.8) 40(14.7) 55(20.2) 272(100.0)

       체 198(40.8) 25(5.2) 105(21.6) 55(11.3) 102(21.0) 485(100.0) 485(100.0)

* p<.05

그외에도 여자 학생과 남자 학생이 모두 사회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었으나, 남자 학생은 행복지향보다는 독립ㆍ자율지향의 자녀

양육신념을, 여자 학생은 이와 반 로 독립ㆍ자율지향보다는 행복지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으로써 차이를 보 다. 출생순 별로 살펴보면, 출생순 에 상 없이 

사회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가장 많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외동자녀가 장

남ㆍ장녀, 차남ㆍ차녀에 비해 행복지향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2.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미혼 성인을 상으로 성, 출생순 , 부모 동거여부, 부모 빈도, 조부모 동거

경험 유무 등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부모와의 빈도(F=2.96, p < .05)가 많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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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서  가치를 보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함께 살고 있거나 주1회 

이상 방문한 상 집단,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  집단이 그 지 않은 하 집단보

다 정서  가치를 보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t=12.61, p< .001)에 따라서도 정서  가치가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이 그 지 않은 경우보

다 정서  가치를 훨씬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출생순 (F=3.54, p< .05), 부모와의 

 빈도(F=3.29, p< .05)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동자녀, 장남ㆍ장녀보다는 차남ㆍ차녀가 도구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상집단이 그 지 못한 ㆍ하집단

에 비해 도구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

른 자녀양육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t=5.34, p< .05) 남자 학생보다는 여자 학생이 자녀양육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양육과 련한 실 인 책임과 의무감을 여자

가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성인을 상으로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성(t=6.16, p< .05), 부모 동거여부(t=7.69, 

p< .01), 부모와의 빈도(F=8.71, p< .001)에 따라 통계 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 부양의무감을 보다 많이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인식하 고, 부모와의 빈도가 은 하집단보

다는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 ㆍ상집단일수록 부모에 한 부양의무감을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출생순 , 조부모 동

거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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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 

 

N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

정서  가치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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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자

여자

323

425

4.20

4.26

.58

.47
2.68

3.43

3.35

.68

.61
2.65

3.00

3.13

.81

.71
5.34*

출생순

  장남ㆍ장녀

  차남ㆍ차녀

  외동자녀

358

327

63

4.22

4.28

4.17

.58

.45

.54

1.80

 3.34ab

3.45b

3.29a

.68

.61

.56

3.54*

3.08

3.09

2.97

.78

.73

.74

.76

부모동거여부

  

  아니오  

470

278

4.26

4.21

.50

.57
1.39

3.41

3.34

.60

.71
2.31

3.09

3.05

.75

.77
.64

부모 빈도

  상 

  중

  하

84

134

37

4.28b

4.22b

4.01a

.39

.64

.62

2.96*

3.50b

3.25a

3.30a

.60

.77

.68

3.29*

3.04

3.01

3.26

.79

.78

.65

1.56

조부모동거경험

  

  아니오 

331

417

4.32

4.18

.48

.55
12.61***

3.40

3.37

.63

.65
.33

3.02

3.12

.76

.75
3.13

 체 748 4.24 .52 3.38 .64 3.08 .76

* p < .05  *** p < .0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35



<표 6> 미혼 성인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 차이

사회 인구학

특성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F

성별

남자

여자

323

425

4.18

4.08

.60

.56
6.16*

출생순

  장남ㆍ장녀

  차남ㆍ차녀

  외동자녀

358

327

63

4.10

4.15

4.09

.56

.57

.67

.68

부모동거여부

 

 아니오

 

470

278

4.17

4.05

.56

.61

7.69**

부모 빈도

 상

 

 하

84

134

37

4.20b

4.07b

3.71a

.55

.53

.84

8.71***

조부모동거경험

 

 아니오

 

331

417

4.15

4.10

.57

.59

1.69

체 748 4.1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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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3. 자녀양육신념, 자녀에 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

미혼 성인이 지닌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장래 자신의 자녀에 한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자녀에 한 가치  정서  가치의 경

우에만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t=2.49, p< 

.05) 개인지향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보다 계지향 인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이 정서  가치를 보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에 있어서는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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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

N
정서  가치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M SD t M SD t M SD t

계지향

개인지향

223

262

4.32

4.20

.48

.56
2.49*

3.43

3.33

.62

.66
1.69

3.05

3.13

.75

.80
-1.11

* p < .05

   

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

N
정서  가치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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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지향

(223) 
사회 계지향 

가족내 계지향

198

25

4.31

4.43

.46

.59
-1.16

3.40

3.63

.62

.58
-1.76

3.06

2.99

.76

.72
.44

개인

지향

(262)  

독립ㆍ자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105

55

102

4.14

4.22

4.26

.61

.59

.47

1.32

3.19a

3.50b

3.38ba

.60

.78

.62

4.58**

3.07

3.33

3.07

.78

.79

.81

2.36

** p < .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지 않았다. 

<표 7>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 (N=485)

<표 8> 자녀양육신념 하 역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각 하 역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사회  계지향보다는 가족내 계지향의 

자녀양육신념을 지닐수록 정서  가치, 도구  가치를 시하고, 자녀양육부담감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의 경우에는 인지지향, 행복지

향, 독립ㆍ자율지향의 순으로 도구  가치를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F=4.58, p< .01). 그러나 정서  가치, 자녀양육부담

감의 경우에는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 각 하 역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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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

계지향

개인지향

      체

223

262

485

4.20

4.06

4.13

.55

.62

.59

7.23**

** p < .01. 

장래 자신의 자녀에 한 양육신념에 따라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이 개

인지향  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t=7.23, p< .01).

<표 10> 자녀양육신념 하 역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F

계지향

사회  계지향 

가족내 계지향

     체

198

25

223

4.18

4.41

4.20

.55

.44

.55
4.39*

개인지향

독립ㆍ자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체

105

55

102

262

3.91a

4.18b

4.15b

4.06

.66

.53

.59

.62

5.34**

* p < .05. ** p < .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계지향  자녀양육신념,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별로 각각 자녀양육신념에 따

라 미혼 성인의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10>에서 보

듯이 사회  계지향 자녀양육신념보다 가족내 계지향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4.39, p< .05),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ㆍ자율지향의 순

으로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4,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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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녀에 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계 

자녀에 한 가치

정서  가치 도구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부모 부양의무감 .44** .41** -.42

** p < .01 

이와 함께 자녀에 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정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계는 α=.44 (p<.01), 도구  가

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계는 α=.41(p<.01)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에 한 부양의

무감을 많이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일수록 자녀에 한 정서  가치와 도구  가

치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녀양육부담감과 부모 부양의무감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남녀공학 학생(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 

총 748명)을 상으로 자녀양육신념의 양상, 자녀에 한 가치  자신의 부모에 

한 부양의무감을 살펴 으로써 향후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비부

모들을 한 부모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신념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6.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한 사람(6.4%), 의바른 

사람(5.9%), 독립 인 사람(5.3%), 사랑을 받고  수 있는 사람(5.3%) 등의 분포를 

보 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의사, 연 인, 운동선수 등 실제 이고 구체 인 직종을 

언 하기보다는 추상 이고 포 인 수 의 응답이 많았고, 집합주의 인 사고를 

반 하는 응답보다는 개인주의  사고를 반 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족 심 사

고를 반 하는 응답보다는 사회 인 계를 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많았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양육목표를 조사한 White(1996)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들은 안 한, 건강한, 친 한, 정이 많은, 순종하는, 그리고 사회 으로 성숙한 자녀

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교육의 질과 자녀의 안 한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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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아기 자녀를 둔 일본의 산층 30  부모 1147 을 상으로 부모의 역할, 자

녀양육목표, 아버지의 특성, 자신의 부모에 한 회상 등을 심으로 방 한 인터

뷰 조사를 수행한 결과(Shwalb, Kawai, Shoji, & Tsunetsugu, 1997)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보다는 이상 인 문화  목표를 나타내는 응답을 보 는데, 

부모 모두 공통 으로 가장 요한 양육목표로 ‘건강한 자녀’와 ‘사회에 잘 응하

는 자녀’라는 응답을 보 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행복한 자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계지향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을 범주화해 분석한 결과, 성, 출생순 , 조부모 

동거여부에 상 없이 계지향  자녀양육신념(46.0%)보다 개인지향  자녀양육신

념(54.0%)을 지닌 미혼성인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심, 자기의존, 개인의 성취 등 개인지향 인 자녀양육신념을 강

조하는 반면에(Triandis,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아시아  라틴계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동, 력 등 계지향 인 자녀양육신

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결과(Harrison, Wilson, Pine, Chan, & 

Buriel, 1990)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미혼 성인들은 통 으로 시해 오던 

집합주의  가치 보다는 서구사회의 향에 의해 개인주의  가치 을 보다 시

함으로써 자녀양육신념에 있어서도 개인지향 인 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게 되었다

고 하겠다.  

일본과 우리나라 유치원 부모들의 신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

본의 부모 모두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은 일치했으나, 우리나

라 부모들은 자주 , 자발 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 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반면에, 일본의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에 가치를 두고 

순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임정미ㆍ이명조, 

2000),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계지향  자녀양육신념

보다는 개인지향  양육신념의 경향이 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신념을 좀더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은 사회  

계지향( 인 계가 좋은 자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녀, 의바른 자녀 등)과 가

족내 계지향(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가족과 친 한 자녀 

등)으로,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은 독립ㆍ자율지향(독립 인 자녀, 자립심이 강한 

자녀 등), 인지지향( 한 자녀, 공부를 잘하는 자녀 등), 행복지향(행복한 자녀, 자

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녀 등) 자녀양육신념으로 구분되었다. 사회  계지향이 

4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독립ㆍ자율지향 21.7%, 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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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21.0%, 인지지향 11.3%, 가족내 계지향 5.2%의 분포를 보 는데, 체 으로

는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의 비율이 높았지만, 하 역별으로는 사회  계지

향도 시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있어 나타나는 상호의존성ㆍ집합주의와 독립성ㆍ개

인주의라는 문화  가치체계가 의 미혼성인 세 의 의식에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반

으로 미혼 성인들은 정서  가치를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구  가치를, 자녀양육부담감을 가장 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C 연구의 

일환으로 1975년과 1994년, 2000년 국 베이징의 은 어머니들을 상으로 수행

된 연구결과(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 Wu, T. S., 1975)에서는 자녀를 갖는 것이 기쁨을 다는 

정서  가치는 68.6%에서 77.2%로, 이후 83.9%로 변화했고, 자녀를 갖는 것이 가족 

결속을 유지하게 해 다는 응답이 44.8%에서 55.7%, 그리고 80%로 변화를 보인 반

면에 경제  유용성은 44.4%에서 41.8%, 이후 3.6%로 감소했는데, 즉 시 가 변화

함에 따라 경제 , 도구  가치에 비해 정서  가치를 보다 시하는 경향을 보임

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자녀에 한 가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정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 집단일수록, 즉 부모와의 빈도가 

많을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일수록 정서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정서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성별에 따른 자녀에 한 가치를 살펴본 Hoffman과 

Manis(1979)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자녀의 애정 , 정서  가치를 

보다 더 시한다고 하 고, Callan(1980)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애정 이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다 더 생활의 목 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 한 도구  가치의 

경우에는 외동자녀, 장남ㆍ장녀보다는 차남ㆍ차녀가, 그리고 부모와의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일수록 도구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부담

감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녀양육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을 어머니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을 반

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미혼 성인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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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인식하 고, 부모와의 빈도가 2개월에 1회 이상일

수록 부모에 한 부양의무감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를 상으로 한 면 조사에서 Finley, Robert와 Banahan(1988)은 부양의

무감은 물리  근 성과 역할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 는데, 즉 어머니

와 멀리 살수록 부양의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 내었다. 그런데 이는 부양의무

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먼 곳에 거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양의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에게는 애정 인 요인은 요하지 않았고 물리  거리

만이 유의했던 반면에, 여성에게는 애정 인 요인이 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보임으로

써 일치된 결과를 보여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와 련하여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자녀에 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

서  가치와 도구  가치를 지닌 미혼 성인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모 부양의무감에 정서  가치가 많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미혼 성인의 자녀에 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지

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보다는 계지향 인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이 정서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의 경우에는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ㆍ

자율지향의 순으로 도구  가치를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정서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미혼 성인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계지향  자녀양육신

념을 지닌 미혼 성인이 개인지향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보다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하 역별로 살펴보면, 가족내 계지향

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ㆍ자

율지향의 순으로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계를 시

하고, 효의식에 의한 부모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박

성수, 1999)와 일치하며, 부양의무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와 애착이 강하고 정서

 유 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조윤주, 2002)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상은 특정지역의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다소 무리

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지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심층 인 탐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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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하 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격한 정보화 사회

로의 이행으로 인한 서구가치의 무분별한 도입 속에서 한국사회의 올바른 자녀양

육신념  부모부양의식이 정립되어야 할 시 에서 의 미혼 성인들이 지닌 자

녀양육신념의 일반 인 양상을 살펴보고 자녀에 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련성을 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미래의 부모들에게 

부모로서의 올바른 가치 을 수립하도록 돕고 비부모 교육에 실질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미의 한국  자녀양육신념  자녀에 한 가치  형성에 

기 자료를 제공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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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arental beliefs, value of 

children, and filial obligation were related. The subjects were 748 students(male 323, 

female 425) who were currently enrolled at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Filial Obligation Scale(Cho, 2002), Parenting 

Beliefs Questionnaire, and Value of Children by Arnold et al.(1975,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s by 

SPSS PC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university students generally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individual-oriented beliefs than relation-oriented beliefs on parental beliefs. With 

regard to parental beliefs, family relation-oriented beliefs wa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independence/autonomy-oriented beliefs, happiness-oriented 

beliefs, and cognition/knowledge-oriented beliefs. In additio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was relatively high in comparison with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Also, male university students possessed a higher level of filial obligation. the level 

of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their paren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ffecting 

the level of filial obligation. Unsurprisingly, a higher relation-oriented parental 

beliefs and emotional value of children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filial 

obligation. There were also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value, 

instrumental value, and filial obligation.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actical, 

functional training services and resources for future parents must be ensued. 

Key words : parental beliefs, value of children, filial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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