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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Meaning of Life between Older School-age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Mixed-metho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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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mixed-method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erceptions of children and their parent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children’s life. Methods: First, children’s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 meaning of life were 
analyzed using a quantitative approach, and the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were then confirmed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We integrated the collected data comprehensively. Results: Ten significant differences (awareness of 
strong points, recognizing oneself as a precious being, relationships with friends, happy memories, liking people, experiencing 
difficulty, dreams and goals, experiencing love, appreciating life, helping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were identified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of the qualitative data were divided into two variables: 
children’s experiences of the meaning of life (78 significant statements, 32 sub-themes, and 10 themes)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 meaning of life of their children (89 significant statements, 36 sub-themes, and 10 theme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developing meaning-centere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parents and applying them for educational 
purposes. By doing so, we expect that meaning-centered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becom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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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는 자아개념과 자존감이 형성되는 구체적 조작기로서 또

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지해 나

가는 기간이다[1]. 특히 학령기 후기는 아동의 정서와 가치관이 발

달하고 자아개념의 정립과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인간 

성장 ․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계

획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고유

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1,2]. 

자아정체성은 목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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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개념으로 아동의 자아에 한 인식, 신체적 특성, 사회적 측

면,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 재능, 타고난 성향 등을 바

탕으로 형성된다. 아동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 선생님의 교육 태도, 학교 친구와의 인

관계, 또래의 인정과 지지, 아동의 주변을 둘러싼 역사적 ․ 사회적 

상황 등이 있다[1]. 그 중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직 ․ 간접적으로 아동

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온정적이고 지지적

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민주적인 양육 환경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3].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은 철저한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과잉 기 로 인하여 획일적인 학교생활, 

학업에 한 과도한 압박감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쟁적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다[4]. 아동은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비목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5], 자신의 삶에 하여 여유를 가지고 탐색하며 

재능과 동기에 근거한 미래의 꿈과 목표를 계획하기보다는 성적에 

따른 차별, 쓸모없는 느낌, 우울감, 불안감, 공격성, 자살 충동 등의 

부정적인 삶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6]. 이렇듯 아동의 삶에 한 아

동과 부모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아동은 자아정체성 발달 첫 단계

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2016년 아동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82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은 성적이나 경제력보다 부모와

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성

적과 경제력을 떠나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모의 과보호와 통제 속에서 성장한 아동은 삶의 의미 탐색에 

방해가 되는 가정과 사회에 직접적 행동으로 반발 또는 반항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아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처 없이 부모의 보

호 틀에 안주하며 영원히 소년으로 남기를 원하기도 한다[8]. 

삶의 의미는 자기 삶의 목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

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

을 안내해 준다[9,10].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신뢰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주

체로서 갖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그러므로 자

아개념이 형성되고 조작적 사고가 가능한 학령기 후기부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이 인지

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2].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춘

기 암 환아의 삶의 의미[1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2], 의

미요법 적용 생명존중 교육이 초등학생 삶의 의미 등에 미치는 효

과[13] 등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아동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아동의 발달단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인식 차

이를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동 상 프로

그램 개발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요구 반영을 무엇보

다 필요로 하며 체계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14]. 그

러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변화의 주체인 아동과 양육자인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

미 있는 기초 작업이라 여겨진다. 

아동의 삶의 의미에 관한 인식 비교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아동

이 서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따

라서 양적연구만으로는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에 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과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차이를 양적연구로 파악하

고, 양적연구에서 나타난 두 그룹 간의 인식의 차이를 질적연구로 

탐색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에 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이 자신만

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에 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 ․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아동의 삶의 의미 차이를 양적연구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아동의 삶의 의미에 차이가 나는 이유

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reswell과 Plano Clark [15]이 제시한 표적인 혼합

적 연구 방법 중 순차적 설명 설계(sequential explanatory design)

를 활용하였다. 본 모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양적연구 결과에 한 심

층적인 이해 및 해석, 설명 등의 연구 활동으로서 질적연구를 수행

하는 모형이다. 본 모형은 순차적 혼합 설계 모형으로 양적 자료 분

석 이후에 질적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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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Quantitative; Qual=Qualitative.

Figure 1. Research process of this study: Sequential explanatory design.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

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로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 상자를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4~6학년으

로 택한 이유는 이 시기가 삶의 의미 기본 개념에 한 이해가 가능

한 인지적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양적 

접근을 위한 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2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50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독립 표본 t-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각 105명으

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양적연구의 최종 상자는 아동과 그 부모

로 이루어진 115쌍이었다. 질적연구 상자는 양적연구 상자 중 

무작위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윤리 방침에 해 동의한 아동 12

명, 어머니 18명을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희망 특성과 삶의 가치 특성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가치를 두는 것에 해 조사하였다.

2) 아동이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도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

에 적합한 의미 지각 수준을 반영하여 Kang 등[16]이 초등학교 고

학년(만 10~12세)을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개 하위영역(관계적 경험, 만족/희망, 가족 사랑의 경험, 목표 추

구, 긍정적 태도), 총 24문항,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

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

며,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죽음과 관련된 1개 문항(‘만약에 내

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행복하다’)을 제외하고 23문항

으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

호학과 교수 2인과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6인을 전문가로 구성하

여 2회에 걸쳐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삶의 의미 23문항의 CVI 범위는 .80~1.00이었

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 CVI는 .96으로 80% 이상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며[16],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사용된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였다.

3)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도구는 Kang 등[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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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만 10~12세)을 상으로 개발한 아동의 삶의 의

미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삶의 의미

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용으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 타

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과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6인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2회에 걸쳐 CVI를 산출하였다.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23문항의 CVI 범위는 .80~1.00이었으

며, 전체 문항의 평균 CVI는 .92로 80% 이상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며[16],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사용된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삼육 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No. 2-7001793 

-AB-N-012018061HR)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다. 참여한 

모든 연구 상자는 연구의 목적,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과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자료 보관, 연구 종료 후 파쇄기를 

통한 자료의 완전한 폐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1) 양적 자료의 수집

양적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서울시 2개교, 경

기도 4개교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모임과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에 접촉하여 상자를 모집하고, 이 후 자녀를 동반한 소그룹별 모

임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와 본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의 학원 동료가 직접 연구 목적과 연구 

윤리 방침에 해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부모와 아동을 상으

로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회수하였다. 아동의 경우 미

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영향력 제한을 위해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와 분

리된 장소에서 따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상자가 설문지에 응

답하는 데에는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2) 질적 자료의 수집

질적 자료 수집은 양적 자료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10개 문항에 관한 보충 자료 수집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

월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중 면담 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심층 면담의 목적과 연구 윤리 방침에 

해 동의한 아동 12명, 어머니 18명을 상으로 개인 면담 혹은 4~6

명씩 소그룹 면담을 시행하였다. 아동의 면담은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어머니는 분리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개

인 면담에 이용된 시간은 15~20분 정도, 소그룹 면담에 이용된 시

간은 30~50분 정도였으며, 면담의 전 과정은 상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 시 연구 참여자가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반 구조적인 질문 형식을 사용하

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하위영역: 만족/희망, 문항 15. “나는(내 아이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희망)이 있다.”

 아동에게 질문: “많은 아동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희망)

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여러분이 답변해준 

것보다는 조금 점수를 낮게 주셨어요. 부모님과 장래희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장래희망을 이야

기하였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장래희망)에 해 말해 줄 수 있나요?” 

 부모에게 질문: “아동(자녀)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희

망)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부모는 아동(자녀)의 응답보다 점수

가 낮았어요. 아동(자녀)의 장래희망에 해 가지고 있는 생

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5. 자료 분석 방법

1) 양적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

모의 희망 특성과 삶의 가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아동과 부모

가 인식한 아동의 삶의 의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

하였다.

2) 질적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당일 녹음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

한 언어 그 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자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료를 분리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각 질문 문항에 한 답변별로 의미 있는 단어와 문구

를 중심으로 주제 목록을 작성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주제 목록 작성 시 인터뷰에서 직접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

력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한 5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타당도

를 위해 결과 분석의 단계마다 학교수 1인, 동료 학원생 2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내용 분석 방법에서 연구자가 연구 내용을 

동일 주제로 집계하는지에 한 분석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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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sti 방법[17]으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98%로 일치도가 높

았다. 

신뢰도 계수 NNNN
M

   
x

 

(N1+N2+N3+N4: 연구자가 코딩한 전체 수, M 연구자 간의 일치한 코딩 수)

연 구 결 과

1.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의미 

수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희망 특성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의미 수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희망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의미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적

연구 상자 중 아동은 총 115명으로 성별은 남자 62명(53.9%), 여

자 53명(46.1%)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36명(31.4%), 5학년 52명

(45.2%), 6학년 27명(23.4%)이었다. 형제 수는 외동이 23명(20.0%), 

2명 69명(60.0%), 3명 23명(20.0%)이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의 순위는 첫째가 67명(58.3%), 둘째 37명(32.2%), 셋째 11

명(9.5%)이었다. 

양적연구 상자 중 부모는 총 115명으로 평균 나이는 43.9세

(±4.9)이었으며, 성별은 여자가 105명(91.3%), 남자가 10명(8.7%)

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100명(87.0%), 기타 11명(9.5%), 불교 3명

(2.6%), 천주교 1명(0.9%) 순이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희망 특성 중 자녀 양육과 관련하

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 27명

(34.2%), 영적 건강 및 신앙 15명(19.1%), 사랑 12명(15.2%), 행복 8

명(10.1%), 건강 7명(8.7%)이었다. 자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 13명(16.9%), 건강 12명(15.6%), 신앙 11명

(14.3%), 배려 9명(11.7%), 사랑 8명(10.4%),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을 하는 것 7명(9.1%)이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삶의 가치 특성

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신앙 21명

(21.6%), 인성 15명(15.5%), 꿈을 향한 노력 12명(12.4%), 행복 11

명(11.3%)으로 나타났다.

2. 아동과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비교

아동과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 비교는 Table 2와 같

다. 아동의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3.77±0.5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같은 학년 친

구들에게 인기가 있다(2.85±0.87점)’이었다. 부모의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내 아이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

이다(3.86±0.3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내 아이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는다(2.89±0.68점)’이었다. 아

동과 부모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나는(내 아이는) 같은 학

년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mean difference [MD]=0.36)’이었다.

양적 자료 분석 결과 총 23개 문항 중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10

개 문항은 양적 자료 도구의 5개 하위영역 중 3개 영역이 해당하였

고, 3개 하위영역은 관계적 경험, 만족/희망, 긍정적 태도였다. 관

계적 경험에서는 ‘1. 나는(내 아이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다

(t=2.93, p=.004)’, ‘2. 나는(내 아이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

우 소중한 사람이다(t=3.89, p<.001)’, ‘4. 나는(내 아이는) 같은 학

년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t=3.56, p<.001)’, ‘10. 나는(내 아이로 

인해) 즐거웠던 기억이 많다(t=3.04, p=.003)’, ‘11. 나는(내 아이

는) 사람들을 좋아한다(t=2.02, p=.045)'의 5개 문항이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만족/희망에서는 ‘6. 나는(내 아이는)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생각한다(t=3.75, p<.001)’, ‘15. 나는(내 

아이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희망)이 있다(t=2.13, p=.034)’

의 2개 문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14. 나는

(내 아이는)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t=2.81, p=.004)’, ‘21.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감사하다(t=2.93, p=.001)’, ‘23. 나는(내 아이

는) 나보다 가난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t=2.77, p=.006)’의 3개 문

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

질적연구 상자는 아동 12명과 어머니 18명이었다. 아동의 학

년은 4학년 3명, 5학년 5명, 6학년 4명이었으며, 남아 4명, 여아 8명

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47.9±5.7세로 자녀의 수는 2명이

66.7%, 학령기 후기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 순서는 둘째가 66.7%

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61.0%, 학년은 4학년이 

44.5%로 가장 많았다. 

질적 자료의 결과는 아동과 어머니의 관점 그 로 분석하였고, 

총 167개의 의미 있는 진술, 68개의 부주제와 10개의 주제로 나타

났다. 아동이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는 78개의 의미 있는 진술, 

32개의 부주제와 10개의 주제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인식하는 아

동의 삶의 의미는 89개의 의미 있는 진술, 36개의 부주제와 10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지면상 의미 있는 진술은 본문에 ‘예시’만을 기술

하고 표에서는 제외하였다(Table 3).

1) 양적연구 하위영역: 관계적 경험 - 하위요인 1. 좋은 점에 대한 인식

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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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the Degree of Meaning of Lif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N=230)

Variable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or M±SD t or F p

Children (n=115) School grade 4th
5th
6th

 36
 52
 27

(31.4)
(45.2)
(23.4)

0.54  .583

Gender Male
Female

 62
 53

(53.9)
(46.1)

0.23  .816

Number of siblings 1
2
3

 23
 69
 23

(20.0)
(60.0)
(20.0)

2.73  .069

Sibling order 1st
2nd
3rd

 67
37
11

(58.3)
(32.2)
(9.5)

0.47  .624

Parents (n=115) Age (year) 30~39
40~49
50~59

 20
 81
 14

(17.4)
(70.4)
(12.2)

0.02  .985

43.9±4.9

Gender Female
Male

105
 10

(91.3)
(8.7)

1.68  .565

Religion Protestant
Buddhist
Catholic
Other

100
 3
 1

 11

(87.0)
(2.6)
(0.9)
(9.5)

 0.53  .660

Parents desired 
characteristics 
related to parenting
(n=115) 

The most valuable thing 
about parenting* 

Trusting relationship
Spiritual health
Love
Happiness
Health
Personality
Reading, being self-led, power of 

mind, self-esteem, dream finding, 
talent discovery†

 27
 15
 12
 8
 7
 4
 1

(34.2)
(19.1)
(15.2)
(10.1)
(8.7)
(5.1)
(7.6)

-
-
-
-
-
-
-

-
-
-
-
-
-
-

The most valuable thing 
about my child's life*

Happiness
Health
Faith
Consideration
Love
Doing what he/she wants to do
Personality, family's belief†

Sincerity
Friendship
Education

 13
 12
 11
 9
 8
 7
 5
 4 
 2
 1

(16.9)
(15.6)
(14.3)
(11.7)
(10.4)
(9.1)
(12.9)
(5.2)
(2.6)
(1.3) 

-
-
-
-
-
-
-
-
-
-

-
-
-
-
-
-
-
-
-
-

The most valuable factors 
when raising children*

Faith
Personality
Efforts toward dreams
Happiness
Love, relationship†

Sincerity
Self-esteem, health†

Sympathy, studies†

Judgment

 21
 15
 12
 11
 8
 7
 4
 3
 1

(21.6)
(15.5)
(12.4)
(11.3)
(16.5)
(7.2)
(8.3)
(6.2)
(1.0)

-
-
-
-
-
-
-
-
-

-
-
-
-
-
-
-
-
-

*Multiple answers and missing data were excluded; †Eac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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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Degree of Meaning of Lif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N=230) 

Factors Contents
Children Parents 

 MD t p
M±SD M±SD

Relational 
experiences 

1. I (my child) would rather have many goods than short. 3.29±0.54 3.50±0.58  0.21 2.93 .004

2. I (my child) am the kind of person who is really important 
for my family members and others. 

3.61±0.60 3.86±0.34  0.25 3.89 ＜.001

3. I (my child) like my character. 3.24±0.77 3.20±0.61  0.04 0.30 .762 

4. I (my child) think I am popular among friends of my age. 2.85±0.87 3.21±0.67  0.36 3.56 ＜.001

10. I have many memories to be happy about. There are many 
things around my child that make him or her happy.

3.52±0.61 3.73±0.46  0.21 3.04 .003

11. I (my child) have truly loved somebody. 3.40±0.67 3.55±0.56  0.15 2.02 .045

Sub-total 3.32±0.44 3.51±0.34  0.19 3.80 ＜.001

Satisfaction
/hope

5. I am satisfied with my gender. I like that my child is a girl
(or boy).

3.62±0.69 3.66±0.54  0.04 0.53 .598

6. I (my child) think difficulties are always followed by good 
things. 

3.14±0.85 3.49±0.56  0.35 3.75 ＜.001

7. I (my child) think everyday life depends on me. 3.31±0.69 3.47±0.55  0.16 1.90 .059

12. I (my child) want many things to do. 3.60±0.66 3.50±0.56  0.10 1.79 .240

13.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around my child. 

3.12±0.90 3.20±0.63  0.08 0.76 .448

15. I (my child) have a purpose in life. 3.54±0.70 3.34±0.62  0.20 2.13 .034

Sub-total 3.39±0.45 3.44±0.37  0.05 1.09 .277

Experience of 
family love

8. I love my family members who surround me. 3.77±0.53 3.73±0.46  0.04 0.53 .599

9. My family members love me. My family loves our children. 3.74±0.57 3.84±0.36  0.10 1.64 .104 

Sub-total 3.75±0.49 3.78±0.36  0.03 0.60 .548

Pursuit of 
goal

16. I (my child) am the kind of person who seeks out work. 2.87±0.83 2.89±0.68  0.02 0.26 .795

17. I (my child) do whatever it takes to accomplish my goal. 3.12±0.76 2.95±0.69  0.17 1.72 .087

18. I (my child) am faithfully devoted to my tasks. 3.09±0.73 3.14±0.65  0.05 0.67 .506

19. I (my child) am doing what I always wanted to do. 2.92±0.87 3.00±0.64  0.08 0.77 .440

Sub-total 3.00±0.61 3.00±0.51  0.00 0.00 ＜.999

Positive 
attitude

14. With love, many difficulties can be overcome. My child 
believes that love has power.

3.29±0.71 3.52±0.50  0.23 2.81 .004

20. I (my child) feel grateful for even very trivial matters. 3.30±0.70 3.24±0.55  0.06 0.73 .465

21. I (my child) feel very grateful to be alive. 3.27±0.78 3.00±0.60  0.27 2.93 .004

22. I (my child) often smile. 3.35±0.69 3.27±0.66  0.08 0.78 .438

23. I (my child) can help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3.21±0.67 3.43±0.56  0.22 2.77 .006

Sub-total 3.28±0.48 3.29±0.41  0.01 0.21 .836

Total 3.31±0.39 3.38±0.32  0.07 1.60 .112

동은 자신의 좋은 점보다는 약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

니는 아동이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좋은 점을 인식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는 피아노를 잘 치고 모르는 친구와도 잘 노는 장점이 있

어요, 만들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요.(아동 7)

저는 못생겼어요. 뚱뚱하고 시험도 잘 못 봐요……. 그리고 

잘 울기도 해요.(아동 3)

음,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

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못 해, 못 해, 그러는 모

습이요. 자기를 사랑해라 이런 말 많이 하고…….(어머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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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 Analysis of the Meaning of Children's Life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Mothers (N=30)

Factors Themes
Children's perspective (n=12) Mother's perspective (n=18)

Sub-theme n (%) Sub-theme n (%)

Relational 
experiences

Awareness of 
strong points

Thinking that one has a lot of strong 
points

10 (12.7) Clearly acknowledging one's own strong 
points

4 (5.0)

Thinking that one does not have any 
strong points

2 (2.6) Not perceiving one's own strong points 
as advantages

3 (3.3)

Helping to turn weak points into strong 
points

3 (3.3)

Recognizing 
oneself as a 
precious being 

Recognizing oneself as a precious 
being

13 (16.6) Being happy when the child expresses 
and sympathizes

2 (2.1)

Expressing loneliness because there is 
no one to play with

7 (8.9) Having unconditional regard for one's 
own child

4 (5.0)

Appreciating the presence of one's 
parents when one needs something

4 (5.0)

Not being with the child due to work 2 (2.1)

Relationships 
with friends

Not needing friends 1 (1.3) Worrying about the child not having 
enough time for studying because 
he/She plays with many friends

4 (5.0)

Having difficulty making friends due 
to intense study 

1 (1.3) Worrying about the child not having 
many friends

3 (3.3)

Parents not wanting their children to 
play with friends

1 (1.3) Being concerned about the personalities 
of their children's friends

3 (3.3)

Enjoying friendship 1 (1.3) Being concerned about negative effect 
on studying

1 (1.0)

Having difficulties because of friends 1 (1.3) Worrying about dangerous social 
environment outside of home

1 (1.0)

Wanting to have time for oneself 1 (1.0)

Wanting to make as many friends as 
possible

1 (1.0)

Happy 
memories

Not having many happy memories 3 (3.8) Looking happy when doing things the 
child likes

4 (5.0)

Being happy when the child does 
things he/she likes

1 (1.3) Having less joy because of living in 
abundance

2 (2.1)

Being happy when the child does 
what he/she wants

1 (1.3) Looking joyful only when playing 2 (2.1)

Being happy when watching a 
performance or playing games the 
child likes

1 (1.3) Trying to remember what the child likes 2 (2.1)

Being happy when doing things the 
child likes

1 (1.3) Trying to make many pleasant memories 2 (2.1)

Being happy when receiving family 
attention

1 (1.3)

Liking people Not having enough time to spend 
with others

1 (1.3) Being concerned about lack of emotional 
expression

3 (3.3) 

Trying to express and empathize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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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 Analysis of the Meaning of Children's Life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Mothers (Continued) (N=30)

Factors Themes
Children's perspective (n=12) Mother's perspective (n=18)

Sub-theme n (%) Sub-theme n (%)

Satisfaction
/hope

Experiencing 
difficulty

Wanting to do what I like though it 
may be difficult

4 (5.1) Not willing to do what looks difficult to 
do

2 (2.1)

Avoiding hard work 1 (1.3) Not having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hardship

2 (2.1)

Dreams and 
goals 

Having dreams I want  9 (11.5) Ignoring the child's dreams 2 (2.1)

Not having the chance to think about 
dreams

1 (1.3) Respecting that choices made by the 
child

2 (2.1)

Discovering dreams together 2 (2.1)

Positive 
attitude

Experiencing 
love

When I talk a lot with my parents 3 (3.8) Seeming to feel love when the child 
needs it 

4 (5.0)

When my parents hug me 3 (3.8) Liking every one with a good 
temperament

3 (3.3)

When my parents help me when I am 
in trouble

2 (2.6) Saying “I love you” frequently 3 (3.3)

Too much attention making the child 
uncomfortable

1 (1.3) Wanting to learn about having a loving 
heart

2 (2.1)

Appreciating 
life

Being thankful for not having an 
accident and a safe landing when 
flying

1 (1.3) Thinking that the child does not having 
enough appreciation 

4 (5.0)

Feeling safe while the family is 
traveling together

1 (1.3) Educating oneself intentionally to be 
more thankful

3 (3.3)

When a puppy gave birth safely 1 (1.3)

Being comforted in difficult situations 1 (1.3)

When remembering things that the 
child likes

1 (1.3)

Not being scolded for my mistakes 1 (1.3)

Helping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Thinking that helping people is for 
adults

1 (1.3) Not wanting their children to help 
others in dangerous situations

2 (2.1)

Thinking that people should do their 
own work by themselves

1 (1.3) Not thinking much about offering help 2 (2.1)

Not having much experience of offering 
helps

2 (2.1)

Making the opportunity to do volunteer 
work together

1 (1.0)

 78 (100.0) 89 (100.0)

2) 양적연구 하위영역: 관계적 경험 - 하위요인 2.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

아동은 부모가 표현하고 공감해줄 때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임

을 가족의 사랑을 통해 느끼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느낌을 아동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네 있어요.……. 가족들이 항상 잘 챙겨 주는 것…….(아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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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가정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

아야죠. 지금 아이들은 어리니까 가정이거든요. 자신의 행동

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를 

하느냐는 사랑을 받은 아이하고 안 받은 아이들은 다르거든

요…….(어머니 8)

3) 양적연구 하위영역: 관계적 경험 - 하위요인 4. 친구관계

아동은 부모의 통제로 인한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많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우정관계를 만들기 원

하지만 한편, 친구로 인하여 아동이 공부할 시간을 뺏기거나 학업

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친구랑 노는 것을 싫어하세요. 숙제도 다 하고 학원도 다녀

왔는데도 못 놀게 하세요.(아동 2)

자기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 친구들은 많아요. 엄마 눈으로 봤을 때도 친구들은 많은

데…….(어머니 7)

00이가 친구들이랑 만나러 간다고 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

고 늦게 들어오면 사회가 위험하고 주변 친구들이 별로일까 

해서 걱정되죠.…….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당연히 걱정 되

죠…….(어머니 10) 

4) 양적연구 하위영역: 관계적 경험 - 하위요인 10. 즐거웠던 기억

일부 아동은 바쁜 부모로 인해 외로워하고 있었으며 감정을 표

현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현실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

는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동에게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려 애쓰지만, 아동에게 맞춰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이해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는 혼자서도 잘 노네’ 이럴 때

가 가장 슬퍼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으니 혼자서 노는 거죠. 

혼잣말도 하고 목소리 바꾸어서 화하기도 하고 그런 말 들

으면 너무 슬퍼서 일부러 큰소리로 재미있는 것처럼 놀아요.

(아동 3)

저희는 쉬는 날은 또 틀려요. 재밌게 놀았지만, 또 가고 오

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학년이 되니까 해준다고 해주지

만 아이들은 입장에는 즐겁지 않은 거죠.(어머니 12)

5) 양적연구 하위영역: 관계적 경험 - 하위요인 11. 사람들을 좋아함

일부 아동은 인간관계에 한 무관심을 표현하였고, 어머니는 

아동의 인간관계에 한 고민을 드러내며 아동이 다양한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아동 4)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많은 감정의 경험을 했으면 좋

겠어요. 전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도 없

을까봐 염려돼요.(어머니 11)

6) 양적연구 하위영역: 만족/ 희망 - 하위요인 6. 어려움의 경험

아동은 학업 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와 더불어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어머니는 아동

이 어려움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두 그룹 간에 어려움의 

경험에 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나에게 어려움이란 공부랑 숙제, 시험공부 비해서 외우

는 것, 엄마 잔소리, 오빠 잔소리, 다이어트, 날 미워하는 친구, 

너무 추운 거, 비올 때, 귀찮을 때, 스트레스, 남자 짝꿍…….

(아동 9)

단지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든 일과 관련

된 것인데요. 아직 그러한 힘든 고난이나 역경이 없잖아요. 아

이들은…….(어머니 2)

7) 양적연구 하위영역: 만족/ 희망 - 하위요인 15. 꿈과 목표

일부 아동은 구체적인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동의 의

사와 상관없는 부모의 통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동의 꿈과 목표를 이해하기보다 부모 입장에서의 계획과 마음이 

앞서고 있었다.

전 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계획이 있

으신 거 같아요. 한 가지가 끝나면 벌써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어요.(아동 7)

00이는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

어, 이런 식이에요. 본인은 그러면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데 게

임을 하면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게임을 하고 싶은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13)

8) 양적연구 하위영역: 긍정적 태도 - 하위요인 14. 사랑의 경험

아동은 부모님과의 화, 포옹, 힘들 때 도움 등에서 사랑의 힘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서투른 표현이 때로는 서로 겉도

는 느낌이 들게도 한다. 일부 어머니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부모

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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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막내라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엇보다 아빠가 자상

하고 착하셔서 너무 좋아요.(아동 7)

아이들은 100% 혼을 내면 조금 전까지는 사랑한다고 느끼

다가 안 사랑한다고 느낀 요……. 그래서 “혼날 때만 그런 

생각을 해?”라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못 느낀 요……. 그래서 

말로도 잘 표현해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어머니 5)

9) 양적연구 하위영역: 긍정적 태도 - 하위요인 21. 삶에 대한 감사함

아동은 생명에 한 경외, 가족의 안전과 위로 받음, 당연한 일로 

부모에게 혼나지 않음 등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또한 아동

의 작은 도움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강아지가 새끼를 무사히 낳았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아동 10)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꼭 안아주셨을 때…….(아동 12)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볶음밥을 만들어 놓았더라

구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맛이 있었

어요……. 물론 부엌이 너무 어질러져서 청소는 좀 했어요.

(어머니 1)

10) 양적연구 하위영역: 긍정적 태도 - 하위요인 23. 나보다 가난한 

친구를 돕는 것

일부 아동은 친구를 돕는 것에 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

었다. 어머니는 아동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상보다는 그 이면

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행동하

였다.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자

기 일이니까 자기가 해내야 해요. 그리고 돕는 건 어른들이 하

는 일이에요.(아동 1)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바자회를 통해 나온 수익

금을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교

육을 안 하고 기회를 주지 않은 거구나 했어요.(어머니 8)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재 프

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

여 아동의 삶의 의미에 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동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3.31±0.39점, 부모

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는 3.38±0.32점으로 나타나 아동과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삶의 의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3]

의 결과(3.07±0.38점)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아동 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23문항 중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난 문항은 10문항이었다. 이 중 관계적 경험은 전체 6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에 한 이

해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10개 문항에 하여 하위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계적 경험: 자신의 좋은 점에 한 두 그룹 간의 인식은 부모보

다 아동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동도 있었다. 한편, 어머니는 아동이 약점보다 

좋은 점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에 한 인식을 높

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18]

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한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한 영향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자기 인식은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그

리고 자아실현 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8].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면 자신의 삶에 뚜렷한 의미나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3]. 그러므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

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에 한 인식 여부를 묻는 문항 또한 부

모보다 아동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아동은 부

모의 애정, 보살핌 등을 경험하면서 가족 관계에서 자신에 한 믿

음과 느낌을 본인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경험에 가족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3]. 또한 초등학교 2~4학년을 상으로 한 부

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정서 행동과의 연관성 연구[19]에서 부모

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

계에서 아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체험하고 탐색

하는 시간은 중요하며, 아동의 자아정체감성 형성을 위해 계속해

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유지하고 발달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그룹 간에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인 것은 친구관계를 묻

는 문항으로 부모보다 아동의 점수가 높았다. 면담 결과 일부 아동

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긍정적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표현

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통제가 실제로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기 후기 아동을 상으로 한 Kang 

등[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영향이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의 장

애 요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친 한 친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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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아동의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과도 연관이 있다[20].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학교생활과 교우관

계는 아동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교우관계에 한 염려나 학업 우

선의 생각보다는 아동이 또래 속에서 다양한 환경 경험을 통하여 

즐거웠던 기억을 많이 만들고,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며, 자신 

속에 있는 인성이나 태도를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

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22]. 즐거웠던 기억에 한 

인식은 부모의 점수가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자녀와 

시간을 내고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아동은 물질적 보상, 가족의 돌봄 외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아동에게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가족과의 관계 중심적 사랑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 경험의 요소가 된다. 또한 아동은 본인의 재능과 연관된 즐거

움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으로 인식한다[2]. 따

라서 아동이 부모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재능과 연관된 다양한 즐

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사람들을 좋아함에 한 인식 또한 부모의 점수

가 아동보다 높았다. 면담을 통하여 일부 아동은 상호관계의 결여

와 인간관계에 한 무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런 현상은 경쟁만을 

중요시하는 현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초등학생의 생활은 

학교 성적에 따른 생존과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신의 이

해득실을 중시한 인간관계 및 상호 간 무관심 등의 상황적 요소를 

가진다[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자아

정체성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나의 주변에 

한 인식, 인간과 사회에 한 심층적인 이해와 상호작용, 조화로

운 인간상에 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만족/희망: 어려움의 경험에 한 태도는 아동의 점수가 부모보

다 낮았다. 아동이 생각하는 어려움의 경험에 한 인식은 귀찮음

과 자기 수용의 부족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으므로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두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Park [18]은 

긍정적인 자신에 한 수용은 어려운 상황에 한 처 능력을 향

상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주변

의 긍정적 피드백은 아동의 자아정체성 증진을 돕는 강력한 자원

이 될 수 있으며[21], 이런 맥락에서 가정, 친구, 학교, 사회 수준에

서의 아동의 지지체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의 꿈과 목

표에 한 인식은 아동의 점수가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은 

소박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

다. 그러나 부모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 중학생 부모를 상으로 하는 Choi

와 Woo [2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학습 기 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잘 해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하여 갖고 있는 부

모의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과 가치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즐

겁고 진취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현되기를 원한다[2]. Koo [24]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발달을 위한 조건은 ‘기다려 주는 부모

의 노력’이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주기보다 자녀 

스스로 자기 능력과 특성에 적절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도록 도와

야 하며, 학업 성취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 노

력한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25]. 아동의 삶의 의미에 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과 건강한 미

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부모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 태도: 사랑의 경험에 관한 인식은 부모의 점수가 아동보

다 높게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아동은 부모와의 화, 마음을 알아

줌, 힘들 때 도움을 받음 등을 통해 사랑의 힘을 배우고 있었다. 삶

에 한 감사함의 인식은 아동의 점수가 부모보다 높았다. 감사함

에 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일부 어머니의 염려와 달리 아동은 생

명에 한 경외, 가족의 안전과 위로받음, 당연한 일로 부모에게 혼

나지 않음 등, 일상의 사소함에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Kang [2]의 연구에서 아동은 감사함의 감정을 사랑과 인정받음의 

경험으로 배우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 결과는 아동과 관련

된 가족관계, 인간관계 및 상호 간의 관심 등의 상황적 요소가 아동

의 감사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중요

한 사람들의 애정, 사랑과 칭찬 등의 개입을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사랑과 삶에 한 감사를 인식하는 태도는 변화될 수 있다[2]. 아동

은 생활에서 사랑과 감사를 많이 경험하고 표현할수록 스스로 동

기화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주관적 행복감과 안

녕감이 높아진다[26]. 그러므로 아동의 사랑 경험과 감사함의 태도

는 아동의 삶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해

서 함양되어야 한다. 나보다 가난한 친구를 돕는 것은 부모의 점수

가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은 친구나 타인을 돕는 것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돕는 것에 한 이론적 교육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가 아동과 함께 참가하는 실천적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인식이며 자신을 포함한 주변과 타인에 

한 이해를 포함한다. 과잉보호와 입시열풍으로 변되는 현시

의 풍조에서 타인에 한 관심이나 교실 밖의 폭넓은 경험은 아

동에게 삶의 의미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27]. 그러므로 자아실현, 사회성 발달, 사회적 책임 함양을 배

울 수 있는 사회 참여의 기회 마련이 아동에게 필요하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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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과도한 교육열을 보이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함께 아동의 꿈

을 찾고 나누기를 원하며, 아동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아동

이 꿈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고 즐기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과 삶의 의미 추구는 아동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유일성과 삶의 존귀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여 아동의 자아정체성 증진을 돕고 더욱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2]. 

Lim과 Kang [28]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한 의미 중심 

중재의 특성과 효과에 한 고찰에서 아동의 가치 중심적 삶의 방

향성 정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 변화를 위한 의미 중

심 교육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관계

적 경험, 만족/희망, 긍정적 태도는 아동과 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아동의 자아정체성 증진을 위해 부모-자녀 간 이해 증

진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아동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고, 자신만

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며, 부모 또한 열린 마

음으로 아동의 정체성에 기초한 양육을 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동의 삶의 

의미와 자아정체감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의미에 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질적 접근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에 

한 포괄적 이해를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

동이 의미 중심 교육의 상이며, 부모는 아동의 삶의 의미 발견을 

돕는 강력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의 삶

의 의미에 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을 파악 ․ 비교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의미 발견과 자아정체감 형성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의 보완을 위한 보조적 질적연구가 이루어

졌으므로 향후 아동의 삶의 의미 영향 요인에 관한 질적연구를 제

언한다. 또한 상자 선정 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아동과 부모를 

상으로 편의 표집이 이루어졌으므로 표성이 부족하며, 상자

가 기독교인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학령기 후기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의미 중

심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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