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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미래 사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건강한 미래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의 기본 목표는 아동의 신체적 생존.

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

술과 능력 최대한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행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양육행동에 대한 긍(Whaley & Wong, 1994).

정적인 속성으로는 애정 결속 영양지도 교육 돌봄 보호 훈, , , , ,

육 부모역할 획득이 포함된다김순구 그러나 처음 부, ( , 2002).

모가 되는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과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채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위,

치에 있으며 자녀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 된다권미경( ,

부모역할은 배고픔의 충족 체온유지 및 은신처 제공1998). , ,

자녀의 생존과 보호에 관련된 도구적 측면과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관련되어 따뜻함을 제공하는 정서적 측면의 두가지

차원으로 볼 때 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게 있어(Bigner, 1985)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 ,

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며

결정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안영진 따라서 자녀와의( , 1997).

관계 형성은 경험의 기회 제공 훈육 및 돌보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부모됨의 가장 초보적인 필수적 능력이다 특히 생후.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다양한 자극은 영아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한경자 방경숙 권미경 김정수( , , , , 2001).

부모역할은 성인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청년후기와.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장차 부모가 될 주체로서 자신

의 관점 동기 능력 흥미 등을 점검하고 이상적인 부모상과, , ,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대학생들이 부모됨에 대하.

여 부여하는 의미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며 부

모됨의 동기와 준비는 그들로 하여금 부모역할의 책임과 부

담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의 적응을 도움으로

써 부모됨의 선택과 부모역할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유계(

숙 정현숙, , 2002).

전통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은

가정 내에서 전수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현대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은,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며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아동 발달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정미라 이희선 배소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 , 1995).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갑작스

럽게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다른 어떤 역할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정은숙( , 2002).

부모역할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Bigner, 1985) Koniak-

은 사전지도와 양육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새Griffin(1993)

로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역할 획득을 도울 수 있

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부모교육이나 가족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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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됨 이나 부모기 가 임신을 전후해서(parenting) (parenthood)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모됨.

이 임신에서 비롯된다하더라도 부모됨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부모됨은 임신과 자녀출산보다

훨씬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시작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계숙 정현숙( , , 2002).

부모역할교육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치료적

입장 보다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예비 부모 즉 청소년들,

이나 미혼 남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

다이병래 부모교육의 이론이 발달하고 부모 교육의( , 2003).

효과 및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부터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내용에 대한 명료한 개

념화가 필요하며 이는 청년기 이전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교육을 하는 것

은 미래의 건강한 아동을 기르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과 아동의 건강 및 돌보기에 대한 충분한 실

무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간호직은 부모역할을 개발시

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직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

다한경자( ,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정규 교과 과정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도 간호계에서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부모역할을 인

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지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인지 차이를 파∙

악한다

대학생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인지 차이∙

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부모역할 인지 부모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개개인이 깨달:∙

아 생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부모역할로서 양육환경 조성 부모의 민감성, ,

신체 돌보기 성장발달 등을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

부모역할 관련 특성 부모역할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시절 함께 지낸

사람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과의 친밀도 결혼계, , ,

획 유무 자녀계획 유무 자녀양육 책임 소재 부모역할에, , ,

대한 지식습득 유무 부모교육 필요성 유무 등을 말한다, .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와 부모

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정도를 조사하는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방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부모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나

교과 강의를 받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를 허락한 학년부터 학년까지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 4 350 .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었으며 구조2004 5 10 6 1

화된 설문지를 연구 대상자에게 나누어준 뒤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설문 작성이 끝나는 즉시 회

수하였다 총 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부가 자료분석에. 350 338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

은 일반적인 특성 문항 부모역할 관련 특성 문항 부모역10 , 8 ,

할 인지에 대한 문항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35 53 .

부모역할 인지 측정도구 본 연구자가 부모역할에 대한‘ ’ :∙

문헌고찰을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양육환경에 관한 문항

문항 부모의 민감성에 관한 문항 문항 신체 돌보기에16 , 6 ,

관한 문항 문항 성장발달에 관한 문항 총 문항으로9 , 5 , 35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 점 중요. ‘ ’ 5 , ‘

하다 점 그저 그렇다 점 중요하지 않다 점 매우’ 4 , ‘ ’ 3 , ‘ ’ 2 , ‘

중요하지 않다 점으로 된 척도로 구성되었다’ 1 likert .

전체 부모역할 인지 점수는 최소 점에서 최고 점이며35 175

각 하부 영역으로 양육 환경은 최소 점에서 최고 점 부16 80 ,

모의 민감성은 최소 점에서 최고 점 신체 돌보기는 최소6 3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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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최고 점 성장발달은 최소 점에서 최고 점으로40 , 5 25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인지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이었다.934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SPSS WIN 10.0

의 일반적 특성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에 대한 차이검정은 와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test ANOVA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세부터 세 까지였으며 평균19 38

연령은 세로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 명22.6 163 (48.2%) 175

이었다 대상자의 아버지 나이는 평균 세이었으며(51.8%) . 51.4

어머니의 평균나이는 세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분포48.4 .

는 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가족형태로는3 ,

핵가족이 부모님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표, < 1>.

대상자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
아동기 시절 부모와 함께 지낸 경우가 로 가장 많았‘ ’ 91.7%

고 편부모와 지낸 경우도 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부부관‘ ’ z6% .

계에 대해 친밀하다가 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 80.7%

부모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인과 부모.

와 관계에서 친밀하다가 를 나타내 연구 대상자와 부‘ ’ 84.6%

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내었다 결혼계획에 있어서.

명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명 이283 (83.4%) ‘ ’ 283 (83.7%)

자녀 갖기를 계획 하겠다고 하였다 자녀양육 책임에 대하여‘ ’ .

명 이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336 (70.1%) ‘ ’

고 대답하였고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가 명‘ ’ 79 (23.4%),

어머니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가 명 으로 나타났다‘ ’ 22 (6.5%)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338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성별 남자 163 48.2

여자 175 51.8

학년 학년1 85 25.1

학년2 54 16.0

학년3 120 35.5

학년4 79 23.4

단과대학명 사범대 139 41.1

관광스포츠대 116 34.3

예술대 83 24.6

출생순위 첫째 165 48.8

둘째 105 31.1

셋째이상 46 13.6

외동 22 6.5

아버지 나이 40- 49 123 37.6

50- 59 181 55.4

이상60 23 7.0

어머니 나이 40- 49 207 62.0

50- 59 122 36.5

이상60 5 1.5

가족의 월수입 만원 미만100 36 10.7

만원 미만200 94 27.8

만원 미만300 112 33.1

만원 미만400 88 26.0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122 36.3

고졸 164 48.8

중졸이하 50 14.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60 17.8

고졸 206 61.1

중졸이하 71 21.1

가족형태 핵가족 290 85.8

대가족 47 13.9

표 대상자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 2> N=338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아동기시절
함께 지낸 사람

부모 모두 310 91.7

아버지 10 3.0

어머니 10 3.0

그외 다른 사람 8 2.4

부모의 부부관계 친밀하다 272 80.7

그저 그렇다 55 16.3

친밀하지 않다 10 3.0

부모와 본인과의
관계

친밀하다 286 84.6

그저 그렇다 47 13.9

친밀하지 않다 5 1.5

결혼계획 있다 282 83.4

없다 55 16.3

자녀계획 있다 283 83.7

없다 53 15.7

자녀양육책임 아버지가 크다 79 23.4

어머니가 크다 22 6.5

부모 모두에게 있다 237 70.1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습득 기회

있었다 197 58.3

없었다 97 28.7

모르겠다 44 13.0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필요있다 329 97.3

필요없다 9 2.7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습득 매체
중복으로 답함( )

부모 136 40.2

라디오TV, 104 30.8

학교수업 78 23.1

책 팜플렛, 77 22.8

친지 및 친구 58 17.2

강습회 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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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명‘ ’ 197

이었으며 지식습득 매체로는 부모를 통해 지식을 습득(58.3%)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라디오와 학교수업 팜플렛이, TV, ,

나 책 친지나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

대하여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97.3% < 2>.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서 전체 부모역할인지 점

수는 평균 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으로 양육 환경은 평균140.0

점 부모의 민감성은 평균 점 영아의 성장발달은64.42 , 20.62 ,

평균 점 신체 돌보기는 평균 점이었다 문항별 점19.76 , 36.03 .

수 평균은 전체 부모역할이 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문4.0±.47

항 평균은 부모의 민감성이 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아4.12±.63

의 성장발달이 로 가장 낮았다 표 부모역할에 대3.95±.61 < 3>.

한 하부영역 문항 중에서 양육 환경 영역에서는 하루에 적어‘

도 한번은 아이가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가 로’ 4.36±.85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를 야단치지 않는다‘ ’

가 가장 낮았으며 부모의 민감성 영역에서는 아이의3.74±.99 ‘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한다가 으로 가’ 4.30±.81

장 높았으며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가 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의 성장 발달 영역에서는3.78±.93 .

표 하부영역별 부모역할 인지< 4>
영역 문장 평균±SD

양육환경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아이가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4.36± .85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해 통제를 하거나 주의를 준다 4.27± .77

아이의 놀이환경은 안전하다 4.25± .88

아버지가 매일 조금씩 아이를 돌본다 4.24± .86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진단을 받는다 4.17± .75

정기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한다 4.16± .75

부모는 평상시 아이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주고 자주 살펴본다 4.14± .84

어린이용 책을 구입한다 4.13± .82

어머니가 적어도 일주일에 번 책을 읽어준다3 4.08± .91

가끔 친척을 방문하거나 초대한다 3.97± .86

부모가 없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사람 이내로 있다3 3.95± .80

부모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3.92± .98

아이가 잘못을 하여도 적대감이나 성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3.86± .96

집안에 아이를 위한 놀이 장소가 특별히 있다 3.83± .84

아이가 잘못을 하여도 때리지 않는다 3.38±1.10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를 야단치지 않는다 3.74± .99

부모의
민감성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한다 4.30± .81

아이와 자주 피부접촉을 한다 4.24± .86

아이에게 말을 할 때는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4.22± .81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관찰한다 4.12± .81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3.78± .93

성장발달 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습도구를 제공한다 4.24± .88

아이의 성장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4.16± .94

아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제공한다 4.12± .87

장난감을 사줄 때 부모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난감을 구입한다 3.71± .98

아이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장남감이 있더라도 새 장난감을 마련한다 3.53± .95

신체 돌보기 아기의 예방접종스케줄을 안다 4.13±1.03

아기의 상태를 의사나 간호사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4.10± .92

아기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안다 4.09± .94

아기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다 4.05± .89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안다 3.99± .92

아기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3.96± .90

아기에게 능숙하게 젖을 먹일 수 있다 3.93±1.02

혼자서 아기를 목욕시킬 수 있다 3.92± .86

기저귀갈기 손톱깍기 등을 할 수 있다, 3.90±1.01

표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 3>
내용 총점 평균±SD 문항평균±SD

양육환경 64.42± .61 4.00±.47

부모의 민감성 20.62± 3.16 4.12±.63

영아의 성장발달 19.76± 3.04 3.95±.61

신체돌보기 36.03± 6.31 4.00±.70

전체 부모역할 140.00±19.20 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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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습도구를 제공한다가 로 가장‘ ’ 4.24±.88

높았으며 아이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장난감이‘

있더라도 새 장난감을 마련한다가 로 가장 낮았으며’ 3.53±.95

신체 돌보기 영역에서는 아기의 예방접종 스케줄을 안다가‘ ’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저귀 갈기 손톱깍기 등을 할4.13±1.03 ‘ ,

수 있다가 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90±1.10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이 전체 부모역할 에서 뿐 아니라 양육환경(t=-5.55, p=.00)

부모의 민감성 영아의 성장발(t=-4.71, p=.00), (t=-6.33, p=.00),

달 신체 돌보기 에서 높은 점수(t=-3.68, p=.00), (t=-4.37, p=.00)

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년별.

차이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과 대학별(F=13.12, p=.00).

차이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술대학 사범대학 관광스포츠대학, ,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나이가 세 이상일수록 모든 영(F=28.34, p=.00). 60

역에서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 나이가 세 이상인 경우 모든 영역에(F=5.01, p=.00) 60

서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

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체 부모역할 점수가 높았

으며 아버지 학력에서는 영아의 성장발달 신(F=3.63, p=.02),

체 돌보기 영역 에서 어머니 학력에서는 부모의(F=3.47, p=.03)

민감성 신체 돌보기 영역 에서(F=3.13, p=.04), (F=5.33, p=.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와 어머니 나이. ,

가족의 월수입 가족 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표< 5>.

대상자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5>
부모역할

특성

양육환경 부모의 민감성 영아의 성장발달 신체 돌보기 전체 부모역할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성별
남 3.90± .49

-4.71 .00**
3.90± .68

-6.33 .00**
3.82± .65

-3.68 .00**
3.83± .67

-4.37 .00**
3.87± .51

-5.55 .00**
녀 4.14± .42 4.32± .50 4.06± .54 4.16± .68 4.16± .44

학년 1 3.83± .53

8.98 .00**

3.87± .66

13.96 .00**

3.77± .67

6.18 .00**

3.81± .77

10.62 .00**

3.82± .55

13.12 .00**
2 3.94± .54 3.86± .76 3.78± .74 3.68± .71 3.83± .56

3 4.13± .39 4.27± .50 4.05± .52 4.17± .60 4.15± .42

4 4.13± .38 4.34± .52 4.09± .48 4.17± .62 4.16± .37

단과
대학명

사범대 4.02± .40

21.65 .00**

4.19± .50

27.05 .00**

3.98± .49

11.31 .00**

4.01± .67

20.38 .00**

4.04± .40

28.34 .00**관광스포츠대 3.85± .53 3.82± .75 3.75± .72 3.73± .69 3.80± .55

예술대 4.27± .38 4.42± .44 4.15± .52 4.34± .58 4.29± .40

출생
순위

첫째 3.97± .46

2.72 .04*

4.11± .63

1.02 .38

3.95± .59

1.09 .35

4.03± .70

.65 .58

4.00± .49

1.22 .30
둘째 4.12± .44 4.20± .56 4.01± .59 4.02± .65 4.08± .45

셋째이상 3.95± .50 4.04± .65 3.83± .62 3.87± .74 3.92± .53

외동 4.11± .57 4.01± .83 3.85± .79 4.01± .79 4.02± .65

아버지
나이

40-49 3.92± .53

4.46 .01**

4.01± .70

3.50 .03*

3.86± .67

2.05 .13

3.87± .75

394 .02*

3.91± .56

5.01 .00**50-59 4.07± .44 4.16± .58 3.99± .59 4.05± .65 4.06± .45

이상60 4.15± .34 4.33± .50 4.06± .41 4.23± .57 4.19± .38

어머니
나이

40-49 4.00± .50

.79 .45

4.07± .64

.62 .53

3.96± .62

.07 .93

3.96± .73

1.23 .29

4.00± .52

.75 .4650-59 4.05± .43 4.16± .62 3.93± .58 4.06± .63 4.05± .45

이상60 4.18± .43 4.32± .52 3.92± .46 4.31± .72 4.20± .46

가족의
월수입

만원 미만100 3.89± .60

2.40 .06

3.98± .74

.73 .53

3.75± .75

1.71 .16

3.79± .80

1.57 .19

3.85± .62

2.09 .10
만원 미만200 4.03± .43 4.10± .63 3.95± .67 4.00± .70 4.02± .48

만원 미만300 3.97± .47 4.15± .61 3.93± .53 3.97± .69 3.99± .48

만원 미만400 4.11± .44 4.14± .61 4.02± .56 4.08± .64 4.09± .46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3.96± .47

1.63 .19

4.02± .68

2.21 .11

3.83± .64

3.63 .02*

3.86± .70

3.47 .03*

3.92± .50

3.31 .03*고졸 4.06± .49 4.18± .59 3.99± .59 4.07± .70 4.07± .50

중졸이하 4.05± .41 4.13± .58 4.06± .52 4.09± .61 4.07± .4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3.94± .51

1.19 .30

3.94± .79

3.13 .04*

3.86± .55

1.87 .15

3.74± .72

5.33 .00**

3.88± .53

3.33 .03*고졸 4.03± .47 4.14± .60 3.93± .63 4.04± .69 4.03± .50

중졸이하 8.11± .89 4.20± .54 4.06± .58 4.10± .64 4.10± .44

가족
형태

핵가족 4.03± .46
.41 .68

4.12± .62
.53 .59

3.97± .59
1.64 .10

4.01± .68
1.05 .29

4.03± .48
.96 .33

대가족 4.00± .51 4.07± .68 3.81± .68 3.90± .77 3.95± .55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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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에서 아동기 시'

절 부모와 함께 지낸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의(F=3.62, p=.01).

부부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 '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 본인과의 관.

계에서도 친밀하지 않은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 '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전체 부모. ' '

역할 및 양육 환경 영아의 성장(t=2.37, p=.01) (t=2.11, p=.03),

발달 신체 돌보기 영역 에서 결(t=2.62, p=.00), (t=2.33, p=.02) '

혼 계획이 없는 경우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가 없. ' '

는 경우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자녀 양육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응답한. ' '

경우 전체 부모역할 및 양육환경(F=9.53, p=.00) (F=4.31,

부모의 민감성 영아의 성장발달p=.01), (F=13.41, p=.00),

신체 돌보기 등 모든 하부 영(F=3.38, p=.03), (F=9.29, p=.00)

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식 습득 기회 유무에서는 지식 습득 기회가 있었다는 경우‘ ’

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체‘ ’

부모 역할 및 양육환경 부모의(t=3.74, p=.00) (t=3.81, p=.00),

민감성 영아의 성장발달 신체(t=3.20, p=.00), (t=4.06, p=.00),

돌보기 등 모든 하부 영역에서 부모역할 교육(t=2.23, p=.02)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논 의

대학생들에게 장차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훌륭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역할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부모역할관련 특성 중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가‘ ’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경우가 로 정은숙83.4%, ‘ ’ 83.7%

의 연구결과 결혼계획에서 가 있다고 한 것과 비(2002) 83.9%

슷하였으나 자녀계획에서 를 보인 것 보다는 다소 높은, 78.5%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

석된다 자녀 양육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경우가.

로 다른 연구들정은숙 최양미 이태섭 과70.1% ( , 2002; , , 1999)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김지은 의 연구에서는 가(2000) 98%

부모 모두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것과는 낮은 결과를‘ ’

보였으며 어머니 보다 아버지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한 경우

도 가되어 정은숙 의 연구에서 김지은23.4% (2002) 1.0%, (2000)

의 연구에서는 가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경0.3%

표 부모역할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6>
부모역할

특성

양육환경 부모의 민감성 영아의 성장발달 신체 돌보기 전체 부모역할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평균±SD t(F) P

아동기시절
함께 지낸
사람

부모 모두 4.04± .46

2.94 .03*

4.14± .62

1.41 .23

3.98± .59

5.52 .00**

4.04± .66

3.30 .02*

4.04± .48

3.62 .01**
아버지 3.68± .45 3.80± .93 3.42± .51 3.64± .95 3.65± .57

어머니 3.76± .60 3.90± .71 3.44± .87 3.72.±1.06 3.72± .75

그 외 다른 사람 4.01± .34 4.07± .47 3.85± .48 3.47± .95 3.86± .39

부모님의
부부관계

친밀하다 4.03± .48

.48 .61

4.12± .64

.75 .47

3.96± .62

1.11 .33

4.00± .69

.28 .75

4.02± .50

.58 .55그저그렇다 3.97± .43 4.09± .59 3.84± .54 3.98± .73 3.97± .43

친밀하지 않다 4.11± .51 4.36± .61 4.08± .66 4.16± .76 4.15± .57

부모와
본인과의
관계

친밀하다 4.03± .48

.70 .49

4.13± .63

1.08 .33

3.95± .62

.31 .72

4.01± .73

.34 .70

4.02± .51

.81 .44그저그렇다 3.97± .40 4.03± .59 3.93± .52 3.95± .63 3.96± .40

친밀하지 않다 4.22± .23 4.44± .62 4.16± .43 4.20± .52 8.44± .30

결혼계획 있다 4.05± .47
2.11 .03*

4.13± .64
.68 .49

3.99± .59
2.62 .00**

4.04± .67
2.33 .02*

4.05± .49
2.37 .01**

없다 3.90± .47 4.07± .59 3.75± .66 3.80± .79 3.87± .49

자녀계획 있다 4.04± .47
1.73 .08

4.13± .64
.81 .41

3.98± .61
1.77 .07

4.03± .68
1.83 .06

4.04± .50
1.90 .08

없다 3.92± .47 4.05± .56 3.81± .58 3.84± .78 3.90± .47

자녀양육
책임

아버지 3.89± .53

4.31 .01**

3.86± .77

13.41 .00**

3.80± .69

3.38 .03*

3.74± .74

9.29 .00**

3.83± .56

9.53 .00**어머니 3.97± .53 3.85± .80 3.87± .75 3.79± .80 3.89± .61

부모 모두 4.07± .43 4.23± .52 4.00± .55 4.10± .64 4.09± .44

지식습득 있었다 4.06± .48

2.05 .13

4.17± .65

1.41 .24

3.95± .59

.62 .53

4.04± .67

2.44 .08

4.05± .50

2.02 .13없었다 4.01± .43 4.05± .62 3.98± .62 4.01± .65 4.01± .48

모르겠다 3.90± .48 4.05± .50 3.85± .65 3.79± .86 3.89± .50

교육의
필요성

필요있다 4.04± .46
3.81 .00**

4.14± .61
3.20 .00**

3.97± .60
4.06 .00**

4.01± .69
2.23 .02*

4.03± .49
3.74 .00**

필요없다 3.44± .34 3.46±1.02 3.15± .35 3.49± .76 3.41± .45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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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릉지방이 특히 보수.

적이며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부부관계도 친밀하다. ‘ ’

고 느낀 경우가 로 정은숙 의 연구결과인 보80.7% (2002) 65.6%

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본인과의 관계도 친밀하다고 느‘ ‘

낀 경우가 로 정은숙 의 보다 높게 나타나84.7% (2002) 78.6%

본 연구 대상자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부모와의 관

계도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가 있었던 경우가 로 최양미 이태섭 의58.3% , (1999)

연구결과인 김지은 의 보다 약간 높았으며51.1%, (2000) 40% ,

지식습득 매체도 본 연구 대상자는 부모님을 통해 지식을 습

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최양미 이태섭 의 연구에서, (1999)

는 학교 수업 김지은 의 연구에서는 책 팜플렛을 통한, (2000) ,

지식 습득이 많아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강릉지역에.

서는 아직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대학의 정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수업으로 정확한 지식을 습

득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김지은97.3%

의 연구에서의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변(2000) 94%

화에 따른 부모역할을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김

지은 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현시대가 적절한 부모역할(2000)

에 대해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

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남편 조부모 친지 혹은 전문가 등의, ,

지지 교육 및 상담 지도를 부모의 양육 관행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한경자 외 그러나 본( , 2001).

연구에서 보듯이 핵가족이 를 차지하여 예전과는 달리85.8%

일차 집단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하

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하부 영역 중 양육환경에 관한 문항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양육환경.

이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와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방경숙, ( , 2000)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 환경이 아동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양육 환경은 영아기 이후의

정신 발달과 관련성이 높음을 밝혀주고 있다(Barnard, 1984;

방경숙 양육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 2000).

환경 영역 문항 중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아이가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해 통제’ ‘

를 하거나 주의를 준다 아이의 놀이 환경은 안전하다 아’, ‘ ’, ‘

버지가 매일 조금씩 아이를 돌본다가 높은 점수를 아이가’ ‘

잘못을 하여도 때리지 않는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를’ ‘

야단치지 않는다가 낮은 점수를 보여 자녀의 성장발달을 도’

모하는 적절한 양육 환경에 대한 지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민감성 영역에서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칭‘

찬을 많이 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아이와 자주 피부접촉을’ ‘

한다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 부모의 민감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부모의 민감성은 자녀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자녀.

의 능력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자녀의 인지적 사회,

적 정서적 발달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모로서 발달을 도모하,

는 것이기에 중요하며 특히 영아기는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

감성과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Hertzig, & Farber, 1996).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증진 나아가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권미경 그러나 본 연구에( , 1998).

서는 영아의 성장발달 영역인 아이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

키기 위해 장난감이 있더라도 새 장난감을 마련한다 장난감’, ‘

을 사줄 때 부모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난감을 구입한

다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다른 하부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

구한 권미경 의 연구에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요구(1995)

도가 높다고 한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아직 실제 부모역할

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부모가 되기 전 자녀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도록 돕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신체 돌보기 영역에서 아기의 예방접종 스케줄을 안다는‘ ’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

육 도움 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한 권미경 의 연구에서, , (1995)

예방접종에 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

였으나 수유하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나 손톱깍기 등에, ,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영아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 대부분은 영아의

신체적 건강과 안위에 관련된 일상적인 돌보기 활동으로 국

한된다 따라서 영아의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 아.

니라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된다권미경 따라서 부모역할 교육은 아기의( , 1998).

신체 돌보기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여학생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주도하며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주로 어

머니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김지은. (2000)

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이해 및 양육방법에 관련된 영역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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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부

모역할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 별 차이에서 예술대학과.

사범대학에 비해 관광스포츠 대학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은 본 연구와 비슷한 타 연구에서 단과대학별 차이가 없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관광스포츠 대학에 남학생들이 많아 전체

적인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부모의 나이가 많.

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는데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민감성

을 연구한 의 연구에서Pelchat, Bisson, Bois, & Saucier(2003)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았고 양육 태도가 자율적이었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미래의 부모인 즉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전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의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될 때 대상자는 부모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지

하게 될 것이며 보다 더 이상적인 부모역할을 기대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로 추후 연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다

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계획과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가 결혼계획과 자녀 계

획이 없는 경우 보다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대학생 시기는 결혼 및 자녀양육 가정생활,

등에 매우 많은 관심을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

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경우는 미래의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양육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경우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에서 높은 점수

를 보였으며 특히 부모의 민감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어머니의 민감성은 효율적인 돌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것이므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권미경 논문 인용(Ainsworth, 1978;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습득 여부와 전체 부모역할 및1997).

하부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역

할 교육의 필요성을 있다고 한 경우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에 대.

한 지식 습득이 정규 수업이나 책등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배운 경우가 많아 올바르고 정확한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문가를 통

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단위 인구 당 세계 위 수준한국교3 (

육개발원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93)

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활동은 미래사회를 능

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

사연구로 지방 종합대학 남녀 대학생 총 명을 대상으로338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 2004 5 10 6 1

었으며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구조화 된 설문지로 양

육환경 부모의 민감성 신체 돌보기 성장 발달에 관한 문항, , ,

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SPSS win 10.0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서 전체 부모역할,

점수 평균은 였으며 하부 영역으로 부모의 민감성 점4.02 4.12 ,

양육환경 점 신체돌보기 점 영아의 성장발달 점4.00 , 4.00 , 3.95

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역할에 대한 하부영역 문항 중에서 양육 환경 영,

역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아이가 부모들과 함께 식사‘

를 한다가 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 4.36±.85 ‘

를 야단치지 않는다 가 가장 낮았으며 부모의 민감’ 3.74±.99

성 영역에서는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한‘

다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에’ 4.30±.81 ‘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가 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의’ 3.78±.93 .

성장 발달 영역에서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습도구를 제공‘

한다가 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의 새로운 기능을 발’ 4.24±.88 ‘

달 시키기 위해 장난감이 있더라도 새 장난감을 마련한다가’

로 가장 낮았으며 신체 돌보기 영역에서는 아기의3.53±.95 ‘

예방접종 스케줄을 안다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 4.13±1.03 ‘

저귀 갈기 손톱깍기 등을 할 수 있다가 으로 가장, ’ 3.90±1.10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서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t=-5.55, p=.00), (F=13.12,p=.00) (F=28.34,

아버지 나이 아버지 학력p=.00), (F=5.01,p=.00) (F=3.31,p=.03),

어머니 학력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출생(F=3.33,p=.03)

순위 어머니 나이 가족의 월수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 , ,

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부모역할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서 아,

동기 시절 같이 지냈던 사람 결혼계획 유무(F=3.62, p=.01),

자녀양육책임자 교육의 필요성(t=2.37, p=.01), (F=9.53, p=.00),

유무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님의 부(t=3.74, p=.00)

부관계 부모와 본인과의 관계 자녀계획 지식습득 유무에서, , ,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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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모역할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초임부나 처음 부모가 되는, ,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가 되기 전의

대상자와 부모가 된 대상자 간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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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Parental Role by University StudentsPerception of Parental Role by University StudentsPerception of Parental Role by University StudentsPerception of Parental Role by University Students
Kwon, Mi-Kyung

1)

1)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hel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amin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ccording to student characteristics. Method: The participant were

338 university student in Gangreung city.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by researcher and consisted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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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child rearing environment, parental sensitivity,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 and physical car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0 to June 1 in 2004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0.0 program. Result: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total parental role had a mean item score of 4.02, with 4.12 for parental

sensitivity, 4.00 for child rearing environment, 4.00 for physical care and 3.95 for growth and develop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ccording to sex(t=-5.55, p=.00), grade(F=13.12, p=.00),

type of college(F=28.34, p=.00), father's age(F=5.01, p=.00), father's education(F=5.01, p=.00), mother's

education(F=3.33, p=.03) student's marriage plan(t=2.37, p=.01) main caretaker(F=9.53, p=.00) person who lived

with student in childhood(F=3.62, p=.01)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need for education for parental role(t=3.74,

p=.00). Conclusion: The impact of childhood experience has lifelong significance on subsequent health and

development. Especially, the experience of childhood is high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parental rol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s pre-parent preparation for parenting.

Therefore, pre-parent education program are necessary.

Key words : Parental role,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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