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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인
의 절수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 시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β=.627, p<.001)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절
수마인드는 자녀의 절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001). 또한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파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요
금이 4만 원대 이상이 그보다 요금이 낮은 경우보다 부모의 절수마인드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절수마인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청소년 시기 부모의 물 절약 의식 및 실천행동의 자녀교육 효과성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물 절약, 절수 마인드, 절수 인식, 청소년기, 자녀교육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on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positively affected one’s 
water-saving consciousness(β=.627, p<.001) and one’s water-saving mind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and intention to emphasize water saving for their children(p<.001). Also, education, 
occupation, type of residence,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between-group differences of one’s 
water-saving mind and women’s water-saving mind were higher than men’s.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confirming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education for child in home by verifying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on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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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물 약 인식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89.8%가 물의 요성을 인식하 으며,  61%가 한국

이 물 부족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 평균 비 

국민 개인의 물 소비량이 과다하다는 인식은 74.1%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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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평소 물 약 행동을 실천한다는 응답은 43.6%

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포커스컴퍼니, 2015)[1].

이처럼 물의 요성과 물 약의 필요성에 해서는 

체로 공감 가 형성되고 있으나 실제 약행동을 실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물 약 실천을 

높이기 해서는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의 올바른 정보

달과 교육  홍보도 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물 

약 습 과 수 마인드도 자녀의 수 인식과 물 약 

행동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 인식 형성에 부모의 

수 마인드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절수 마인드

수(節水, Water Saving)란 물을 아껴 쓰는 것으로 

수 마인드란 물을 약하고자 하는 의지  수 의식

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2001)의 가정의 물 약 실천 실태조사 연구에

서는 정부의 물 약에 동참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49.7%, 극 으로 물 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17.8%,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24.4%, 어

떻게 하는지 잘 몰라 실천하지 못했다가 6.7%로 물 약 

실천의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물 

약 실천의지가 높았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극  실천의지를 보 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극 인 

의지가 보다 높았다. 소득수 이 높을수록 물 약 실천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 트 거주자가 연립/다세

주택 거주자보다 상 으로 실천의지가 더 높았다. 거

주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가 /월세 거주자보다 물 

약 책에 더 높은 호응을 보 으며, 가구구성별로는 3세

 가구의 실천율이 71.6%로 가장 높은 반면 독립세 는 

57.9%의 실천의지를 보여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물 

약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2.2 청소년의 절수 인식

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의 교육 역은 

의 자연환경, 인공 환경, 인구, 산업화와 도시화, 자원, 환

경오염, 환경보 책, 환경외생, 환경윤리, 지속가능한 

개발, 건 하고 환경 친화 인 소비생활, 에 지의 11가

지로 나  수 있는데, 이  에 지 련 교육의 비 은 

1.33%, 소비생활은 11.8%로 나타났다(강병욱, 2006)[3]. 

에 지 약 교육의 목 은 에 지 문제를 종합 으

로 이해하거 에 지 약과 환경 친화  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  목표는 인식과 

감수성 함양, 지식 획득, 정  태도 계발, 정보수집, 능

동  참여 유도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이 규, 2003)[4].

비록 등학교 교과서에서 에 지 약 내용을 다루

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기 인 수 에 불과하며 특히 

물 약의 구체 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수 의식을 고

취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강병욱(2006)은 이러한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해 모

둠별 로젝트 과제 추진, 에 지 약 실천  조직·운  

등 체험학습 로그램 운 ·개발을 제안하 다[3].

이한분(2007)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96.2%가 자원

약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에 지 약 실천도는 

70.7%가 보통 이상, 수돗물 받아 쓰기는 63.1%가 실천하

고 있다고 응답했다. 에 지 약에 가장 효과 인 교육

방법은 체험활동(54.1%)이었으며, 에 지 약 교육활동 

참여의향은 69.4%, 에 지 약 체험활동의 자녀 실천 

도움 정도는 77.7%가 정 으로 평가하여 학부모가 에

지 약에 한 심도가 높고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5].

비단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

는 교육과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가치   생활습  형

성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이해 (2000)은 환경교육의 

내용 선정은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아동의 주  환경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

으며, 이러한 환경교육은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지속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를 한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하 다[6].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수 마인드가 청소년 자녀

의 수 인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가정에서의 

물 약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김수경(200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이 만 5세 학 을 

상으로 체험학습 심의 환경교육 로그램을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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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에 참여

한 유아와 부모의 환경 친화  생활습  형성 정도가 높

았으며 하  역인 약, 재활용, 환경보 에 한 인식

과 습 도 높은 것을 확인하 다[7].

강병욱(2005)은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에 지 

약 활동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

효과를 검증한 결과 참여 등학생의 에 지 약의 필

요성 인식도, 에 지 약 실천 방법의 이해도, 에 지 

약 교육 내용에 한 흥미도, 에 지 약 체험활동 참여

도, 에 지 약 생활습  형성 정도(물 아껴 쓰기 34.2% 

향상)에서 정 인 변화를 확인하다. 한 학부모에게

도 에 지 약 교육에 한 심도  력도 향상, 에

지 약 방법에 한 이해도 향상, 가정에서의 에 지 

약 실천 정도 향상, 에 지 약 생활습  형성(물 아

껴 쓰기 38% 향상)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3].

홍윤선·손장호(2010)의 연구에서는 구·경북지역 

등학생을 상으로 물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3  만

에 한국이 물 부족 국가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2.67 ,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2.49 으로 높은 편이 으며 목욕물(58.7%), 

빨래물(15.7%), 설거지(10.6%), 변기(6.3%), 세숫물(3.5%), 

식물(1.2%) 순으로 물 사용량이 높다고 응답하 다. 물의 

요성 인식 정도 한 5  만 에 평균 4.47 으로 높았

다. 생활에서의 물 약 실태를 보면 변기의 물 약 기

구(벽돌 등)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3.9%, 수돗물 약 기

구(물 조리개 등) 사용은 35%, 샤워 물 약 기구( 수형 

샤워헤드 등) 사용은 29.1%가 ‘그 다’고 응답했으며, 세

탁 시 헹굼 물 재사용은 5  만 에 평균 2.52 , 빨랫감 

모아 빨기 정도는 평균 4.05 , 양치 시 컵에 물 받기 정

도는 평균 3.89 , 설거지 시 물 받기 정도는 평균 3.46 , 

샴푸 린스 게 쓰기는 평균 3.13 , 세숫물 받아  쓰기는 

평균 3.49 , 공공장소 수돗물 약(수도꼭지 잠그기 등)

은 평균 3.98 으로 체로 물 약 실천 정도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8].

선행연구에서 에 지 약과 련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 왔으나 물 약 의식  실천행동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그 에서도 부모의 가치 과 

행동이 자녀의 수 인식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기 부모의 수 마인드가 자녀의 수 인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오

라인으로 일반인 상 설문조사를 진행하 으며, 설문지

를 배포하여 취합한 84부  최종 78부를 분석하 다.

설문지는 일반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생활정도, 직업, 가구원수, 주거형태, 수도요 ) 9문항과 

부모와 자녀의 수 마인드에 한 15문항(부모의 수 

마인드 청소년 향 정도, 부모의 평소 수 실천 필요성, 

부모의 수 행동 청소년 교육 효과성, 부모의 청소년 

수 습  교육 필요성, 본인의 수 마인드 자녀 향 정

도, 본인의 수 마인드, 본인의 수 실천 정도, 본인의 

자녀 수 강조 정도, 본인의 향후 자녀 수 강조 의지, 

부모의 수 마인드, 부모의 수 실천 정도, 청소년기 부

모의 수 강조 정도, 청소년기 부모의 수 습  향 

정도, 자녀의 수 마인드, 자녀의 수 실천 정도)으로 

총 24문항을 조사하 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으로 신뢰도  타

당도를 확보하 다. 회귀분석으로 부모와 자녀의 수마

인드 간의 향 계를 확인했으며, ANOVA와 사후분석

으로 집단 간 수 마인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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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성별
남성 32 41.0

여성 46 59.0

연령

20  이하 10 12.8

30 30 38.5

40 26 33.3

50  이상 12 1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19.2

문 졸 27 34.6

졸 26 33.3

학원졸 10 12.8

거주지
도시( 역시 이상) 43 55.1

소도시 35 44.9

생활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 원 이하 12 15.4

150-300만원 25 32.1

300-500만원 18 23.1

500-700만원 13 16.7

700만 원 이상 10 12.8

직업

리자 7 9.0

문가  련 종사자 12 15.4

사무 종사자 16 20.5

매  기능 종사자 18 23.1

단순노무 종사자 10 12.8

학생· 업주부·기타 15 19.2

가구원수

1인 가구 8 10.3

2인 가구 14 17.9

3인 가구 25 32.1

4인 가구 21 26.9

5인 가구 이상 10 12.8

주거형태

아 트 45 57.7

주택 23 29.5

빌라 11 14.1

월평균 수도요

1만 원  이하 14 17.9

2만 원 28 35.9

3만 원 17 21.8

4만 원  이상 11 14.1

잘 모름 8 10.3

<Table 1> Demographicl Characteristics

5.2 빈도분석

부모와 자녀의 물 약 마인드에 한 인식을 5  척

도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수마인드 청소년 향 정도는 4.27 , 부모

의 평소 수 실천 필요성은 4.31 , 부모의 수 행동 청

소년 교육 효과성은 4.33 , 부모의 청소년 수 습  교

육 필요성은 4.38 , 본인의 수 마인드 자녀 향 정도

는 4.24 으로 부모의 수 마인드  습 이 청소년에게 

향을 미치므로 교육이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본인의 수 마인드는 4.00 , 본인의 수 실천 

정도는 3.67 , 본인의 자녀 수 강조 정도는 3.62 , 본

인의 향후 자녀 수 강조 의지는 4.07 으로 수 의식

은 높으나 실천 정도는 그만큼 높지 않게 나타났다.

Spec. N % M

부모의 수 

마인드 청소년 

향 정도

 향 없음 0 0.0

4.27
별로 향 없음 2 2.2
보통 12 13.3
향 있음 36 40.0

매우 향 있음 40 44.4

부모의 평소 수 

실천 필요성

매우 불필요 0 0.0

4.31
불필요 0 0.0
보통 14 15.6
필요 34 37.8
매우 필요 42 46.7

부모의 수 행동 

청소년 교육 

효과성

매우 효과 없음 0 0.0

4.33
효과 없음 0 0.0
보통 16 17.8
효과 있음 28 31.1
매우 효과 있음 46 51.1

부모의 청소년 

수 습  교육 

필요성

매우 불필요 0 0.0

4.38
불필요 0 0.0
보통 16 17.8
필요 24 26.7
매우 필요 50 55.6

본인의 수 

마인드 자녀 향 

정도

 향 없음 2 2.2

4.24
별로 향 없음 0 0
보통 18 20.0
향 있음 24 26.7

매우 향 있음 46 51.1

본인의 수 

마인드

 없음 0 0.0

4.00
없음 2 2.2
보통 24 26.7
있음 36 40.0
매우 있음 28 31.1

본인의 수 실천 

정도

 실천 안함 2 2.2

3.67
실천 안함 4 4.4
보통 32 35.6
실천함 36 40.0
매우 잘 실천함 16 17.8

본인의 자녀 수 

강조 정도

 강조안함 6 6.7

3.62
강조안함 4 4.4
보통 30 33.3
강조 28 31.1
매우 강조 22 24.4

본인의 향후 자녀 

수 강조 의지

 강조 안함 2 2.2

4.07
강조 안함 2 2.2
보통 22 24.4
강조 26 28.9
매우 강조 38 42.2

부모의 수 

마인드

 없음 0 0.0

4.00
없음 0 0.0
보통 22 24.4
있음 30 33.3
매우 있음 38 42.2

부모의 수 실천 

정도

 실천안함 0 0.0

4.13
실천안함 2 2.2
보통 20 22.2
실천함 32 35.6
매우 잘 실천함 36 40.0

청소년기 부모의 

수 강조 정도

 강조안함 4 4.4

3.96
강조안함 2 2.2
보통 18 20.0
강조 36 40.0
매우 강조 30 33.3

청소년기 부모의 

수 습 에 향 

받은 정도

 향 없음 4 4.4

3.91
별로 향 없음 2 2.2
보통 18 20.0
향 있음 36 40.0

매우 향 있음 30 33.3

자녀의 수 

마인드

 없음 8 10.8

3.65
없음 2 2.7
보통 14 18.9
있음 34 45.9
매우 있음 16 21.6

자녀의 수 실천 

정도

 실천안함 8 8.9

3.50
실천안함 4 4.4
보통 22 24.4
실천함 20 22.2
매우 잘 실천함 18 20.0

<Table 2>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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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모의 수 마인드는 4.00 , 부모의 수 실천 

정도는 4.13 , 청소년기 부모의 수 강조 정도는 3.96

, 청소년기 부모의 수 습 에 향 받은 정도는 3.91

으로 부모의 수 인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 재 자녀의 수 마인드는 3.65 , 자녀의 수 

실천 정도는 3.50 으로 자녀의 수 인식은 본인  부

모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5.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계수가 모두 0.6 이상

으로 내 일 성을 보 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모

든 요인의 Eigen값이 1 이상, 분산의  설명력이 

87.720%로 높아 모형이 분석에 합하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KMO) 측도가 0.74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p=.000로 모형이 합한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Variables
Cronbach’s

Alpha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부모의 수 마인드 요성 0.931 4.027 28.762

청소년기 부모의 수 마인드 0.800 2.178 44.319

부모의 수 마인드 0.948 2.174 59.846

자녀의 수 마인드 0.959 2.129 75.053

본인의 수 마인드 0.780 1.773 87.720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5.4 회귀분석

재 본인의 수 마인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의 수 마인드 요성 인식, 청소년기 부모의 수 마인

드, 재 부모의 수 마인드를 독립변인으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1 수 에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본인의 수 마인드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청소년 시기 부모의 수 마인드(β=.627, p<.001) 으

며 부모의 수 마인드 요성과 재 부모의 수 마인

드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청소

년 시기에 부모의 수 마인드가 높았다면 재 본인의 

수마인드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모든 투입변수의 VIF(분상팽창계수)가 각각 

1.963, 1.809, 2.285로 10 이하 으며, Durbin-Watson값이 

2.241로 0이나 4가 아닌 2에 가까워 다 공선성  잔차

의 독립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Independant Dependant β t R
2

F

부모의 수 마인드 

요성 인식 본인의 

수 

마인드

.064 .608

0.519 30.904***
.627 6.233

***청소년기 부모의 

수 마인드

.078 .691부모의 수 마인드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수마인드가 

재 자녀의 수 마인드  향후 자녀에 한 수 강조 

의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회귀식이 

p<.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수 마

인드는 자녀의 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한 수 강

조 의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재 본인의 수 마인드가 높을수록 자녀의 수

마인드도 높게 형성되며 향후 자녀에 한 수 강조 의

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ndependant Dependant β t R
2

F

본인의 

수 마인드

자녀의 수 마인드 .510 4.957
***

.260 24.572
***

향후 자녀에 수 

강조 의지
.657 8.176*** .432 66.847***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5.5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 실시 결과 최종학력, 직

업, 주거형태, 월평균 수도요 에 따른 부모의 수 마인

드 요성 인식에 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졸이 문 졸보다, 문가  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 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요 이 4만 원  이상이 그보다 요 이 낮은 

경우보다 부모의 수 마인드 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한 성별은 일반  특성  유일하게 재 본인의 

수 마인드의 집단 간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수 마인드가 높았다.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120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an; 1(1): 115-121

Spec. M SD F Post Analysis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4.28 0.484

5.361**
c>b

(Scheffe)

문 졸(b) 3.91 0.732

졸(c) 4.59 0.585

학원졸(d) 4.40 0.838

직업

리자(a) 4.20 0.991

5.255***
b>c

(Dunnett 

T3)

문가  련 종사자(b) 4.77 0.321

사무 종사자(c) 3.93 0.761

매  기능 종사자(d) 4.60 0.516

단순노무 종사자(e) 4.10 0.658

학생· 업주부·기타(f) 4.30 0.490

주거

형태

아 트(a) 4.36 0.746

4.092*
a,b>c

(Dunnett 

T3)

주택(b) 4.64 0.337

빌라(c) 3.93 0.566

월평균 

수도

요

1만 원  이하(a) 4.02 0.754

3.739**
d>a,b,c

(Dunnett 

T3)

2만 원 (b) 4.27 0.602

3만 원 (c) 4.20 0.736

4만 원  이상(d) 4.93 0.156

잘 모름(e) 4.3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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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Group Differences of Parent’s Importance 
Perception of Water Saving Mind

Spec. M SD F Post Analysis

성별
남성 3.48 0.693

20.854*** -
여성 4.19 0.749

***p<.001

<Table 7> Group Differences of One’s Water 
Saving Mind

6.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수 마인드가 자녀의 

수 인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의 수 마인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

소년 시기 부모의 수 마인드(β=.627, p<.001)로 나타났

다. 즉,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 마인드가 높았다면 

재 본인의 수 마인드도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수 

마인드는 자녀의 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한 수  

강조 의지에 정 인 향(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부모-자녀 간 수 마인드의 향 계를 확인하

다났다.

둘째, 최종학력,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 수도요 에 따

른 부모의 수 마인드 요성 인식과 성별에 따른 본인

의 수마인드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졸이 

문 졸보다, 문가  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 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

요 이 4만 원  이상이 그보다 요 이 낮은 경우보다 부

모의 수 마인드 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여성이 남

성보다 수 마인드가 높은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 을 가지

고 있으며, 후속 연구로 자녀의 수 마인드를 높이기 

한 부모의 노력  효과 인 교육방법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수 마인드가 자녀의 

수 인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수마인드의 향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

서 청소년기 부모의 물 약 의식  행동의 자녀교육 효

과성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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