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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우려하였다(OECD, 2007).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26명으로 2009년(1.149명)

보다 0.077명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수준으

로 나타났고, 유엔에 참여하고 있는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합계출산율 역시 184위로 최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12). 미국의 경우 역시 1970년 중반부터 이상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85.0%(1962년)에서 40.0%(1980

년)까지 줄어들면서 현재 출산율(2009년)은 2.1명으로 나타나

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

면과제로 떠올랐다(통계청, 201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지금까지의 출산율 변화는 경기 변화와 같은 물질적 조건 

즉 다자녀의 양육부담과 자녀의 가정내 노동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필요성 감소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출산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윤희은, 1996; 이삼식, 2007). 일반적으로 가치

관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규범이나 가족제

도가 변화하는 것보다 먼저 변화하게 된다(은기수, 이윤석, 

2005). 즉 결혼가치관이나 성역할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미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나 가족 규범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성의 사회활

동 제약과 같은 여러 행위를 제재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문

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성장 

및 사회화 과정 중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직면하면서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이 있

다(이삼식, 2007). 특히 성별 및 학년에 따라서 자녀 가치관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의 경우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자녀가치관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김태헌, 2007; 이상덕, 홍계옥, 2010).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관련

된 모든 일들이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혼으

로 인하여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자녀 가치

관이 남녀 모두에게 이미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장영희, 2006). 이처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인구학적 요인 

뿐 아니라 결혼이나 성역할가치관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변화

되고 있다.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길어지

고, 안정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초혼연령이 상승하

였고,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결

혼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은기수, 2001). 초 ․ 중등학생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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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었고,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헌, 2007; 이삼식, 2006). 

1990년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

관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가치관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양명숙, 1996).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역할

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성역할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 비해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가치관 정도에 따라서도 결혼가치관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은기수, 2001). 

성역할가치관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양

명숙, 1996).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

역할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성역할가치관에 차이를 

보였다(홍해숙, 김미예, 최연희, 박완주, 2011). 1990년대의 연

구에 따르면 남아선호가 강한 남녀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역할가치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성

역할 평등의식이 낮았으나(양명숙, 1996), 2000년대 초, 중등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이삼

식, 2007). 따라서 최근 대학생들의 성역할가치관과 자녀관가

치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교육적 접근과 정책

을 펼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초, 중등학생, 교사, 노년기 여성 등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다(김경신, 2002; 김태헌, 2007; 박영미, 2010; 이

삼식,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몇 편의 연구가 되어 있어 현재와 비교하여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2000년 이후에 연구되어진 논문

은 비교적 적었을 뿐 아니라 설문지 내용이 결혼, 자녀에 대

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어 전체적인 

가치관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보경, 김한곤, 

2005; 이상덕, 홍계옥, 2010). 그리고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

한 가치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여 이러한 가치

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알 수가 없었다(손승영, 김은

정, 2010).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

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간호학도의 결혼, 성역

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대학생의 가치

관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육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갖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

회학적 요인과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하

는 변수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저출산 극복 교육 프로

그램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생

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를 파악

한다.

•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를 확인하여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시 소재 K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으로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로 모집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총 366

명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고,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유의수

준 .05를 기준으로 검정력을 산출한 결과 검정력은 95.0%로 

나타났다(Cohen, 1988). 

연구 도구

●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규범 및 가

치관으로서 시대 및 사회적인 신분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되

어 나타나므로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

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본 연구에서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결혼가

치관을 이용하였고, 이 도구는 결혼의 필요성 2문항과 결혼의 

가치에 대한 7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동의안함’ 1점, ‘대체로 동의안함’ 2점, ‘대체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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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3점, ‘매우 동의함’ 4점으로 4점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9

점에서 36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

시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이었다.

● 성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얻을 수 있다(박

영미, 2010). 본 도구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성역할 가치관

을 이용하였고, 본 도구는 남녀평등의식 4문항, 성역할 고정

관념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동의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이루

어져있고, 점수범위는 4점에서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역할 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0이었다.

● 자녀 가치관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만족감과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 출산에 동

기가 되고, 부정적 가치관은 출산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친

화적인 자녀가치관 정립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태헌, 

2007; 설영숙, 1977). 본 연구에서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자녀가치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본 도구는 설문지 응답자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가치로써 자녀의 필요성 1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 척도 10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고, 점수범위는 4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4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고, 특히 D 지역에서 저

출산율이 높음을 깨달은 본 대학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제고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각 단과대학 및 학생회에 전화 연

락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저출산 관련 가치관 설문조사

를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온 단과

대학 및 학생회는 본 연구자와 날짜 및 장소를 정하였다. 설

문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설문)를 하는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본 자료들이 사용되지 않

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저출산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

는 학생은 본 설문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참

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

분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역

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

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자녀 가

치관과 성역할 및 결혼 가치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자녀가치관의 예측변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388명이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371부이었다. 그 중 5부는 응답이 미비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

외하였고, 총 36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이 59.6%로 남자 대학생(40.4%) 보다 많았다. 연

령의 범위는 19세에서 29세로 20세 이하가 134명(36.6%), 21

세에서 24세가 177명(48.4%), 25세 이상은 54명(14.8%)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158명으로 43.2%에 해당되어 가장 

많았고, 3학년이 46명(12.6%)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44.5%, 종교가 없는 자는 55.2%로 나타났다. 전공대학구

분은 간호대학(38.5%)과 간호 대학외(61.5%)로 나누었고, 간

호 대학외에는 경상대, 공과대, 법과대, 사범대, 예술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성친구 유무에서는 이성친구가 없는 자가 228

명으로 62.3%를 차지하였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56.3%로 나타났고, 자취, 기숙사, 하숙 

등의 거주형태는 43.7%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첫

째가 52.7%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40.5%, 셋째 이후는 6.0%

이었으며, 셋째 이후에는 셋째 19명, 넷째 2명, 여덟째 1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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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48 (40.4)
218 (59.6)

Age (yr) < 20
21-24
> 25
Missing data

134 (36.6)
177 (48.4)

54 (14.8)
1 (0.3)

Grade 1
2
3
4
Missing data

158 (43.2)
108 (29.5)

46 (12.6)
52 (14.2)

2 (0.5)
Religion Having

Not having
Missing data

163 (44.5)
202 (55.2)

1 (0.3)
Major in college Nursing

Others
141 (38.5)
225 (61.5)

Male/female friend Having
Not having

138 (37.7)
228 (62.3)

Living at home 
with their parents

Yes
No

206 (56.3)
160 (43.7)

Birth order 1st

2nd

3rd & more
Missing data

193 (52.7)
148 (40.5)

22 (6.0)
3 (0.8)

<Table 2> Differences of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s Categories
Value of marriage Value of gender role Value of children

Mean±SD t of F p Mean±SD t of F p Mean±SD t of F p

Gender Male 2.86±0.37 9.16 <.001 2.73±0.42 -4.74 <.001 2.95±0.35 5.46 <.001
Female 2.50±0.35 2.93±0.35 2.74±0.36

Age (year) < 20a 2.56±0.32 6.53 .002 2.90±0.35  3.87 .022 2.77±0.35 2.34  .098
21-24b 2.66±0.43 a<c 2.85±0.41 a<c 2.84±0.38
> 25c 2.78±0.40 2.72±0.42 2.88±0.38

Grade 1a 2.59±0.36 2.95 .033 2.87±0.35  0.60 .610 2.78±0.36 1.38  .247
2b 2.66±0.41 a<c 2.85±0.42 2.83±0.35
3c 2.79±0.41 2.79±0.41 2.91±0.37
4d 2.66±0.43 2.81±0.46 2.84±0.40

Religion Having 2.66±0.42 0.531 .596 2.82±0.38 -1.29 .196 2.82±0.39 0.12  .901
Not having 2.63±0.37 2.87±0.41 2.82±0.35

Major in colleges Nursing 2.50±0.35 -5.64 <.001 2.91±0.33  2.67 .008 2.73±0.35 -3.81 <.001
Others 2.73±0.40 2.81±0.43 2.88±0.37

Male/female friend Having 2.69±0.39 1.73 .083 2.82±0.40 -1.18 .236 2.82±0.35 -0.11  .910
Not having 2.62±0.40 2.87±0.39 2.82±0.38

Living at home with 
their parents

Yes 2.63±0.41 -0.77 .441 2.85±0.38  0.17 .861 2.82±0.38 -0.143  .886
No 2.66±0.38 2.84±0.43 2.83±0.35

Birth order 1st 2.68±0.41 3.16 .043 2.87±0.37  0.98 .373 2.86±0.38 2.65  .071
2nd 2.58±0.36 a=b=c 2.82±0.43 2.77±0.36
3rd& more 2.73±0.48 2.79±0.39 2.79±0.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결혼 가치관, 성역할 가치

관, 자녀 가치관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

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가치관(t=9.16, 

p<.001)과 자녀가치관(t=5.46, p<.001)이 더 긍정적이었고, 성

역할 가치관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성역할 평등의식이 높

았다(t=-4.74, p<.001). 나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가치관

(F=6.53, p=.002)의 점수가 높았고, 성역할 가치관은 나이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았다(F=3.87, p=.022). 학년에 따른 결혼 

가치관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낮았고,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2.95, p=.033). 전공분야에서는 간호학 전공자

가 간호학외 전공자보다 결혼가치관(t=-5.64, p<.001)과 자녀 

가치관(t=-3.81, p<.001)의 점수가 낮았고, 성역할 가치관에서

는 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외 전공자보다 점수가 높았다

(t=2.67, p=.008). 출생순서에서는 3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 

첫째나 둘째보다 결혼가치관 점수가 더 높았다(t=3.16, 

p=.043). 종교와 이성친구 유무 및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 성

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결혼가치관은 성역할가치관과 음의 상관관계(r=-.28, 

p<.001)를, 자녀가치관과는 양의 상관관계(r=.61, p<.001)를 보

였고, 성역할과 자녀가치관은 음의 상관관계(r=-.11, p=.032)를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2012년 8월 307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lue of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N=366)

Variables

Value of gender 

role
value of children

 r (p)

Value of marriage -.28 (<.001)   .61 (<.001)
Value of gender role -.11 (.032)

<Table 4> Predictors of value of children

Variables
Value of children

B SE β t(p) R2 Adj R2 F(p)

Step 1 2.77 0.03 76.46(<.001) .080 .074 15.68(<.001)
 Gender*
   male(reference)

0.18 0.04 .238 4.02(<.001)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5 0.04 -.071 -1.19(.232)

Step 2 2.90 0.14 19.77(<.001) .082 .074 10.71(<.001)
 Gender*
   male(reference)

0.17 0.04 .227 3.73(<.001)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5 0.04 -.071 -1.19(.232)

Value of gender role -0.04 0.04 -.046 -.89(.374)
Step 3 1.12 0.18 6.24(<.001) .383 .376 56.00(<.001)
 Gender*
   male(reference)

0.002 0.04 .003 0.05(.954)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2 0.03 -.032 -0.64(.518)

Value of gender role 0.06 0.04 .067 1.54(.122)
Value of Marriage 0.57 0.04 .624 13.27(<.001)

*Dummy coded.

나타냈다<Table 3>. 

자녀가치관의 예측 변수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자녀 가치

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전공대학구분, 

그리고 자녀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혼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으로 총 4개 변수이었다. 성별과 전공대학구분

은 명목척도 변수로써 회귀방정식 입력을 위하여 가변수

(dummy variable) 처리를 하였다. 회귀분석 가정 검증을 위하

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측정한 결과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61에서 .90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중공선성이 문제되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95로 나타나 등분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변수 성별과 전공대학구분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 성별

은 자녀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β=.238, p<.001)

을 미치고 있었으나 전공대학구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1, p=.232).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성역할 가치관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입력하였을 때, 이는 자

녀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β

=-.046, p=.374).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로 결혼가치관을 추가

로 입력하였을 때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을 30.2% 더 설명

하고 있었고(F=56.00, p<.001),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설명변

수로 확인된 성별은 설명력이 감소하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3, p=.954). 따라서 성

별, 전공대학, 성역할가치관, 결혼가치관의 예측변수는 자녀가

치관을 37.6% 설명하고 있었고,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성별, 전공대학, 성역할가치관

은 자녀가치관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자녀가치관은 자녀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므로 결혼가치관 

역시 자녀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손승영, 

김은정, 2010). 또한, 성역할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출산에 중요

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 부부간이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어(Hill, 2007;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심리 발달 단계상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인초기인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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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

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 학년, 

전공분야, 출생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결혼가치관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

가치관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결혼가치

관을 보면 여자대학생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남자대학생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양명숙, 1996), 2000년대에 조사한 

결과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이상덕, 홍계옥, 2010; 정미라, 장영희, 2006; 

Uecker & Stokes, 200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남녀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손승영, 김은정, 2010)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현대의 결혼가치관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정적

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향의 결혼가

치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연령

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긍정적

이었다. 통계청자료를 통해 조사한 연구 논문에서도 60대 이

상은 92.0%가 결혼을 찬성하는 반면, 30대 및 20대는 

65.0-67.0%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어(은기수, 200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년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

혼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으면 대개는 

나이가 많아지므로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일수록 초혼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삼

식, 2006), 대학 1, 2학년 때에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공분야에 따른 결혼가치관을 보면 간

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간호학외 전공 대학생보다 결혼가

치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이 대부분 여자이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별에 따

른 결혼가치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출생순서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셋째 이상인 경우에 결혼가치관이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8명의 부산소재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차남(녀) 아래인 경우 장남(녀)이

나 차남(녀) 보다 결혼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강숙경, 고경자, 1996).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가치

관은 여성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간호학 전

공자인 경우에 결혼가치관 점수가 낮았다. 이에 대학생의 긍

정적인 결혼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교내의 대학생을 위한 

결혼가치관 교양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겠고,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겠다. 

성역할가치관의 경우 성별, 나이,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성

역할가치관 점수가 높았다. 216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역할가치관 점수를 조사한 결과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박영미, 2010). 성역할은 

오랜 사회적 규범으로 남녀의 성에 대한 역할을 구분한 것으

로, 남성이 했던 일들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고, 가족이 있

는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됨으로써 1960년대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녀

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열망이 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Thornton & Young-DeMarco, 2001). 최근에는 여성성, 남

성성의 유형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유형인 양성성이 강조

되고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성

역할이 내면화될 수 있다(양순옥, 정금희, 2002). 따라서 앞으

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성역할가치관 교육보다는 양성성에 

대한 성역할가치관 교육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에 따른 성역할가치관은 나이가 적을수록 성역할가치관 

점수가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남성으로서의 성역할 정체감이 꾸준히 감소(5.5%)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여성성이 중학생보다 대학생일 때 24.9% 높

아짐으로써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성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임숙, 2004).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인 여성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감소폭이 적은 남

자의 남성성 점수를 압도한 결과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역할

가치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성역할가치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나이 및 학

년 수준에 맞는 성역할가치관 교육도 필요하겠다. 전공분야에 

따른 성역할가치관은 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 전공이 아닌 

자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가치관 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간호학과 학생이 거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

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가치관은 성별과 전공분야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대

학생보다 자녀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6

년 703명을 대상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남녀대학생을 조사한 

연구 결과와 같았다(양명숙, 1996). 이 결과에서는 5점에 가까

울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자의 경우 3.23

점, 남자의 경우 3.59점으로 나타나 3점 이상의 긍정적 가치

관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가치관은 2.74-2.95점

으로 1996년 점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746

명의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남녀의 자녀가치관 점수가 2.51-2.63점으로 나타나 시대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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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따라 자녀가치관 점수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대학졸업 후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어 여자가 남자대학생보다 자녀가치관 점수가 낮

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부분이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간

호대학은 타대학보다 자녀가치관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자녀

를 양육하는데 있어 시간과 금전 및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이 여자 대

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손승영, 김은정, 2010).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

서는 보육비와 막대한 교육비 등이 필요하여 경제력과 관련

이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삶의 과정 중에 한 단

계이므로(Gibson-Davis, 2009) 가치관 형성시기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긍정적인 자녀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양의 관계를, 성역할가

치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혼가치관과 성역할가치

관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216명의 중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영미, 2010). 결혼이 반

드시 자녀 출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요즘, 자녀

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하여 출산할 수 있으므로(정미라, 장영

희, 2006)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이 자녀가치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

혼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결혼가치관

의 설명력은 30.2%이었다. 이는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희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검증

을 한 결과 결혼이 다른 변수 중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 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김보경, 김한곤, 

2005)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어서 즉, 자녀에 대한 생각은 결혼 이후에 발생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 자

녀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손승영, 김은

정, 2010) 성역할가치관이나 인구학적인 변수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0-44

세의 기혼여성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가치관은 

자녀수에 대한 자녀가치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 과정에서 결혼가치관이 변화하여 영향력을 주지 못

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이삼식, 2006). 이에 대부분이 미혼으

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생인 경우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

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대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된 자녀가치관 및 결혼가치관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으로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가치관의 변화

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가

치관과 상관관계를 보였던 성역할가치관은 자녀가치관에 주요

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된 

성역할가치관의 신뢰도가 .604로 낮아 자녀가치관 설명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신뢰도임에도 불

구하고 본 도구를 이용한 것은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도구를 

찾기 어려웠고, 있다하더라도 2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역할가치관을 측정하고 있어서(이삼식, 2006), 성

역할가치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

된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생활의 내

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역할 가치관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선희, 2011; 

홍해숙 등 2011)에서의 신뢰도는 .76-.88로 측정되어 본 연구

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역할가치관을 더욱더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 개발 및 측정 연구가 이루어

져야겠고, 일반인과 다르게 가치관 정립시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한 성역할가치관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6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결혼, 성역

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하고, 자녀가치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었다. 그 결과 남

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간호학외 전공

자인 경우, 출생순서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 결혼가치관이 긍

정적이었다. 성역할가치관에서는 여자, 나이가 적을수록, 간호

학 전공자인 경우에 성역할가치관이 긍정적이었고, 자녀가치

관에서는 남자, 간호학외 전공자인 경우에 자녀가치관이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

녀가치관이 긍정적이었고, 성역할가치관이 낮을수록 결혼가치

관 및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임을 보였으며, 자녀가치관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예측요인으로는 결혼가치관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긍

정적인 결혼가치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중재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

치관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의 영향 요인을 파악

함으로써 대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 개

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구

성되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점수가 

타 대학생들 점수보다 낮아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결혼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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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이들에

게 맞는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치관 변화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하여 대학생 및 간호

대학생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였다는 것

이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는 D 지역 일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로써 연구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필요하므

로 지역을 확대하고 표집수를 늘려서 반복연구 및 지역별 비

교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대학생에게 필요한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평가하는 연구 및 가치관 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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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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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s of marriage, gender-role and having children, and to explore the 
factors impacting the values of having children by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dopted for data col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eptember through November, 
2011.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based on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s and scales on values of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developed by Young-Mi Park.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applied to data analysis. Results: A total of 366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emales and nursing students had negative values toward having 
children and marriage and positive thoughts about the value of gender role.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r=.61, p<.001) and negatively with gender role (r=-.11, p<.032).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marriage was negative (r=-.28, p<.001).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found that the 
value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the value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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