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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가족 중심의 간호가 중요시되면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는 임신 출산 및 아. ,

동의 성장 발달 전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돌봄에 관

한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의 접근이 용이하,

기 때문에 아동 양육 및 보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합당한

전문직으로 인지되고 있다김태임 한경자( , 2001; , 2000; Betz,

Hunsberger & Wright, 1994).

최근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자녀 양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

는데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즉 그것이 발달문제이, ,

건 정신 및 신체적 문제이건 그 원인적 요인은 주로 부모자-

녀 관계에 귀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주고 있

다한경자 이러한 현상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적( , 2000).

이지 못한 사회적 환경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기능,

의 축소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 부담을 사회에,

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한 것으로 현대의 부,

모는 자녀 양육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김태임 한( , 2001;

경자 따라서 아동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은 가족, 2000). ,

이며 특히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의미 있,

는 만남을 형성하게 되고 부모자녀관계는 이후 아동의 신체-

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발달 및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

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성규택( , 1995; Betz, Hunsberger

& Wright, 1994; Fox, 2002).

아동양육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입-

장을 살펴보면 서구가 수평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

하는 반면 우리의 전통은 수직적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

한다 수직적부모자녀 관계는 유교윤리에서 나온 것이며 이. - ,

러한 유교 윤리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자리 잡

고 있다 따라서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치되는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대화법이나 태도를 교육받

은 현대의 부모들은 과거의 전통적 양육방식에 의해 양육되

었으나 서구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 속,

에서 적지 않은 양육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최영희 그( , 1997).

러나 비록 한국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 하-

더라도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근본적으로 효 와 경- ( ) ( )敬

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서구보다 우수한 사상적 기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부모자녀 관-

계의 수립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박은숙 등 유안( , 2002;

진, 1994).

한국 근대사에 있어 서구의 가치관 흡수에 따른 아동 양육,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개화기라고 할 수 있다 근.

대라는 의미 자체가 산업의 발달 생활의 변화 문학 및 예술, ,

양식 등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살려 개화기라고 칭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 역시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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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에 따라 양육방법에도 차이가 있

기 때문에이경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 , 2001; Fox, 2002)

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부모상 및 양육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따라서 역사적 흐름에 입각한 부모상의 이해는 어색한 서

구의 양육 방식이 아닌 한국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위해 탐색되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학현상은 그것이 기초로. ,

하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현실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으므,

로 문학작품을 통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려는 연구,

는 의의가 있다.

이에 박은숙 등 은 한국의 고전소설에 대한 심층적인(2002)

탐구를 통하여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자식의 의미 자식에 대, ,

한 태도 양육행위를 규명하였으며 고대와 현대의 과도기라, ,

할 수 있는 근대 개화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탐구의 필요-

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에 큰. -

영향을 미친 근대 개화기의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

은 현대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더-

나아가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증진 전략 개발을 위해 가-

치 있는 작업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한국사를 반영하는 문학작품 중에

서 근대 개화기의 시대상 및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일반적

인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근대소설 에 나타난 부모상「 」

을 조명함으로써 현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하는 근( ) , -

대의 부모상을 이해하고 아울러 한국적인 부모자녀 관계 증, , -

진을 위한 전략개발과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

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근대소설의 문맥 속에 녹아 있는 한국 근대 사

회의 부모상 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한( )

서술적 연구 이다(descriptive study) .

연구대상 근대소설 선정과정
한국 근대문학의 시점에 대한 다수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특성상 조선시대 말 갑오경장 이,

후부터 광복직후까지를 개화기 근대문학이라고 규정하여이배(

용 년부터 년 이전에 출판된 소설을 대상작, 2001), 1894 1945

품을 선정하였다.

근대소설은 원문소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출판된 작품을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출판되지 않은 다수의 근대소설 원문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한국 근대 문학전자도서관 을 활용하(o2-line.com)『 』

였다 한국근대 문학전자도서관은 근대문학 전문사이트로서. ,

저작권이 말소된 문학작품의 전문을 의 형식으로 제공pdf file

하는 곳이며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 현재 이 사이트, 2003 7 3

에서 전문이 제공되고 있는 총 편의 근대소설을 차 자료789 1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근대소설은 본 연구자들이 읽으면서 소설의 전문을

검토하여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근대가 아닌 소설고대소설. ( ,

신화 및 전설의 내용 본문에 부모상을 분석할 수 있는 내), ‘ ’

용이 포함되지 않은 소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편의 근대소설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부록138 <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년 월부터 년2003 4 2004

월까지 년 개월이 소요되었다 연구대상 소설은 한국근대8 1 4 .

문학전자도서관에서 출력한 뒤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반복적,

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내용 추출에 있어 자녀의 연령.

은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였으며 혼인한 자녀에,

대한 부모상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경우 연구결과 분석상

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잠재적 내용분석방법(Morse & Field,

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1995) , .

첫째 근대사회의 부모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정된 문장을,

한 줄씩 반복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합의하여 총 개의 축약 및 개념이 도출되었다636 .

둘째 위에서 축약 및 개념화한 내용은 카드에 컴, 12*8(cm)

퓨터 글씨로 인쇄한 후한글 연구자들이 소설( 2002 program)

의 원문과 축약 및 개념화된 내용과 다시 대조하면서 반복적

으로 검토하여 범주화 하였으며 총 개의 하위범주로 도출17

되었다.

셋째 근대소설을 통해 반영된 근대사회의 부모상은 하위범,

주에 대한 재검토 연구자들의 반복적인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최종 개의 범주로 압축되었다5 .

연구 결과

한국 근대소설을 분석한 결과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으로

는 헌신적 사랑 엄부자모 열렬한 교육열 집안의 어< > < > < > <

른 남녀 차별적 사고 의 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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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헌신적 사랑1.
근대사회를 반영하는 근대소설 작품 속에 나타난 부모상으

로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온갖 고생을 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헌신적 사. <

랑 에는 고슴도치 사랑 애지중지 희생적 뒷바라지 노> [ ], [ ], [ ], [

심초사 자식의 미래기원의 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 ] 5 .

고슴도치 사랑[ ]

근대소설에 나타난 부모상의 일면 중 자식에 대한 조건 없

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고슴도치 사랑이 하위, ‘ ’

범주로 도출하였다.

부모에게 자식은 삶에 재미를 주는 인생의 열매이고 행복

을 주고 사랑스러운 향기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인생의 낙 생의 의미 삶의 중심 인 존재였다 또한.『 』『 』『 』

보물 옥 연꽃 처럼 귀한 존재로 하늘이 내린 복스러, ,『 』『 』

운 존재였다.

부모 된 사람이 제 자식 귀애하는 마음에 혹 시꺼.……

먼 괴석 같은 것도 옥같이 보는 일도 있고 누렁 퉁이나 호,

박꽃같이 생긴 것도 연꽃같이 보이는 일도 있기는 있지마

는 이태준 행복.( , ).……

아버지는 인실딸을 안어 무릎에 안고 일을 마쳤다 네( ) .

살 된 인실은 엉석이 늘어져서 그의 가재수염을 잡아 뽑았

다 아야 안돼 아버지는 오히려 귀여워서 엉덩이를 두드리. .

며 귀여운 정을 참기 어려워 그 밤톨 같은 아이를 들.……

여다보고 우리 두껍이라고 항상 말하며 그애를 사랑했.……

다 노자영 아버지( , )

애지중지[ ]

부모에게 있어 귀한 존재인 자식을 애지중지 기르는 모습

은 헌신적 사랑의 또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귀히 여,

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안아주고 업어주며 밤잠을 안자고 아, ,

픈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근. ,

대사회는 가난한 사회로 자식들을 제대로 입히고 먹이기 어,

려운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 ,

식을 먹이는데 있어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식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부모 자신의 의복보다는 자식의 입성을 깨끗하,

게 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식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 기르려

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복이를 유명하게 귀해 해서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오“

복아 오복아 빛있는 의차를 보아도 오복이 오복이 업! !” , “ !”

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감기로 좀 앓기만 해도 밤잠을 아니

자며 애를 부등부등 쓰고 넘어져 조금 다치기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듯이 애처러워 하니 이기영 민촌.( , )……

희생적 뒷바라지[ ]

조선 말기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시대를 거쳐

광복까지의 시기로 한국 민족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고 어려,

웠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 자.

신을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을 천직으

로 생각하고 있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희망으.

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상경하여 허드렛일을 하며 자식을 보,

살피고 홀몸으로 온갖 고생을 다해 자식을 키우며 부모 자, ,

신의 질병이 깊음에도 자녀의 섭생을 챙겨 살피는 등 자식에

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은 근대소설을 통해 조명

한 부모상 중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 부분이었다.

아버지가 서울와서 물지게를 지면서도 북청물장수란.……

이름을 띠면서도 조금도 꺼리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것은 다

우리 두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다 이동규 자유노동자.( , )

노심초사[ ]

또한 자식에 대한 헌신적 사랑의 표현은 부모가 자식의 일,

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

눈에 아직 제 앞가림을 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자식이 혼인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

의 마음이 드러나 있었다.

다행히 시집을 가서 일평생 재미있게 딸 낳고 아들 낳고

잘 지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못하는 팔자에 만일 소박데

기나 되어 도로 쫓겨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잠도 자지 않고 한숨이나 쉬고 눈물이나 쪽쪽

짜내면 그 원수스러운 꼴을 어떻게 보나 하는 불안과 같은

생각을 혜숙의 어머니도 하였다 이기영 비밀편지. ( , )

자식의 미래 기원[ ]

자식에게 헌신적 사랑을 보이는 부모의 또 다른 모습으로

는 자식이 미래에도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자식이 장성하여, ,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볼 수 있다 귀한 자.

식이므로 온갖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풍속을 따르고 있었고 정안수 기도 공양미 봉양 등, ,

을 통해 자식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자식이 장성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는. ,

것이 부모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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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아테어난 아들 상쾌하지 너의 전 어머니 귀신들“ ( ) ”

을 다 가두어 버려서 다시 못 오게 하였다 인제는 앓지.……

말고 잘 자라서 어미의 애쓴 본의 있게 하여라세간 높은데.

손보기 음식 보면 고수레하기 세그릇사면 쑥으로 뜨기 쥐구,

멍을 막아도 토왕 보기 닭을 잡아도 터주에 빌기 이와, .……

같은 제반 악징을 다부리는데 정안수 그릇은 장독대에 떠날

때가 없고 공양미 쌀 박은 어느 산에 아니 가는 곳이 없으,

며 이해조 구마검.( , )……

범주 엄부자모2. ( )嚴父慈母
한국 근대소설을 통해 조명한 부모상 중 엄부자모 의 하< >

위범주로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 부드러운 안식처인 어머[ ], [

니 강인한 모성애의 개 하위범주로 귀결되었다], [ ] 3 .

근대소설에 반영된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구별되어 제시되고 있다 아버지는 엄한 존.

재로서 가까이 하기 어렵고 두려운 존재인 반면 어머니는, , ,

부드럽고 자애로운 안식처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여러 소설.

속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성애는 매우 강한 가치로 나타

났으며 어머니와 아들 즉 모자지간의 정은 유난히 밀착된 관,

계로 묘사되고 있다.

무섭고 엄한 아버지[ ]

한국 근대사회에서 아버지는 우는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등 무서움을 안겨주고 자녀에 대해 못마땅한 부분,

으로 자녀에게 갖은 채벌을 가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며,

심지어는 집안 살림을 위해 식량을 대어주는 존재 그 이상은

되지 않을 만큼의 무정한 존재로 비추어 지고 있었다.

민우아버지는 무엇보다 우는 것이 제일 질색이다 그( ) .

래서 맏놈이 세 살 때엔가는 우는 아이를 앞 개천에 팽개친

일이 있고 둘째 놈은 한번 무슨 책장을 찢어 놓아서 마당,

김칫독 파낸 구덩이 절반이나 파묻은 걸 아내가 파낸 일이

있고 중략 제일 귀염을 받는 것이 그 담 딸인데 그도.( ).……

에밀 닮아서 울길 잘하기 때문에 여러 번 휘태손이를 먹었다

김소엽 갈매기( , )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단면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하고 자식 앞에서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면 위신이 서지 않,

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식에게 애정 자랑스러움. ,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그 사랑을 자식에게 직접적

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다만 자식의 잘못한 일에 대,

해 꾸짖고 훈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껴안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때에도 역시 엄부의 표정을

지키기에 무한히 애를 썼었다 한데 웃고 한데 뛰어 놀고도.

싶은 때가 많았으나 한번도 아버지로서의 위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아내와 같이 아들이야기로 웃음의 꽃을 피워 봤.……

지만 아들을마주 대놓고는 한 번도 웃지도 아니했다 친구( ) .

들과 만나면 아들 자랑에 침이 말랐지만 직접 아들에게는 꾸

짖고 훈계만을 해왔다이해조 구의산( , )

부드러운 안식처인 어머니[ ]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자식에게 자애롭고 인자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존재였다 또한 자식도 어머니라는 존재를. ,

통해 깊은 위안과 부드러운 모정을 경험하였다, .

그 정숙과 공포가 얽힌 나의 심정을 풀어주고 녹여주는

것은 나의 뒤에 서 있는 애 의 신 같은 우리 어머니의 부( )

드러운 사랑의 힘이었다최서해 가난한 안해( , ).

강인한 모성애[ ]

한국 근대사회에서 어머니는 매우 강한 모성애를 지닌 존

재로서 자식 일에 대해서 매우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점,

이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정은 강렬한 것으.

로서 헌신적 사랑에서도 일부 표현되었지만 자식을 위한 맹, ,

목적인 모성의 사랑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 ,

식에게 고생하는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

고 감추려는 모습에서 강인한 어머니의 힘을 엿볼 수 있다, , .

그 때 어머니는 앓는 아기를 업고 눈이 갈갈이 쌓여, ,

길도 찾을 수 없는 데를 눈 속을 푹푹 빠지면서 읍의 병원에

를 갔다는 것이다 강경애 지하촌.( , )

특히 모성애는 아들과의 밀착된 사랑의 형태로도 나타났는,

데 이러한 점은 고대소설에 이어 근대소설에 나타난 부모상,

의 단면이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매우 귀한 존재였으며 아. ,

들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내 자식 흠을 뜯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을 원수같이 여기

는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귀찮을 만큼 지긋지긋 아들 사, , ,

랑은 어머닐러라고 박노갑 추풍인.( , )……

범주 열렬한 교육열3.
근대사회 부모상 중 열렬한 교육열 의 하위범주로는 자< > [

식교육에 대한 강한 의무감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 공부], [ ], [

잘 하는 자식에 대한 대견함의 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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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교육에 대한 강한 의무감[ ]

근대사회에서 교육은 신분상승 및 출세의 직접적인 수단이‘ ’

었다 부모는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 시대적인 사명감.

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

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이 부모 됨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부모가 미성년한 자식에게 명령할 일은 공부 잘하여라,

나라를 위하여라 하는 것이 부모 된 이들의 도리요 직분이라

이태준 행복( , )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 ]

근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부모는 자식 교육에 대한

매우 큰 열정으로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많이 한 자식의 출.

세는 부모로써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어려운 생

활에도 자식의 학비를 마련을 위해 온갖 고생을 감수하는 부

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주로 남아에게 교육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책 한권을 떼면 반드시 책시세를 하였고 선생 월량 자, ,

리 추념 기름 추념 붓값 먹값 종이값 달라는 대로 압지, , , ,

는 낙출 없이 대 주었다 강경애 인간문제.( , )

공부 잘 하는 자식에 대한 대견함[ ( ) ]

근대사회의 부모에게 있어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뿌듯함 자체였다 부모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고달파도 자식.

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삶의 희망과 희열을 느

끼게 해 주는 일이었다.

학생 중에서 아들은 항상 일반을 하지 않는가 정라는!

하늘에라도 오를 듯이 기뻤다 정라는 증서수여식의 학부형.

석에 앉아서 우등상을 타는 아들의 웃음진 얼굴을 바라보면

서 끝없는 희열을 느끼었다 안동수 행복.( , )

범주 집안의 어른4.
근대소설에 반영된 근대사회의 부모는 권위와 위엄이 있는

존재로서 집안의 어른 의 위치로서 자식의 중대사를 결정하< >

고 조언하며 자식의 든든한 보호막으로서 자식이 행하는 효,

의 대상이었다 집안의 어른 의 범주에는 주도적 결정권자. < > [ ],

든든한 그늘 효의 대상의 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 [ ] 3 .

주도적 결정권자[ ]

근대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권위 있는 결정권자이

자 중요한 조언을 해 주는 존재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자, .

식의 혼사 및 교육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결정을 거역하기 보다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식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조,

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딸은 혼인지사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조

선의 전통적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는 이에 반항하려는 생각,

은 없고 도리어 숭을 사랑하려고 힘을 썼다 이광수 흙.( , )

든든한 그늘[ ]

근대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모색하고 자식의 앞날

을 인도하는 든든한 보호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딸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자식의 평생을

보호하는 온실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으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존재

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신앙의 전부였으며 나의 앞길을 무한한,

저 앞길로 인도하는 구리기둥이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케 하는 최대의 노력이었다 등잔불의 기름이었으며 쇠.

북을 두드리는 방망이였다 최서해 가난한 안해.( , )

효의 대상[ ]

집안의 어른이자 자식 삶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

는 자식에게 있어 효를 행하는 근본적인 대상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결정에 대해 거역하지 않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며,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다섯 가지 형법에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

으니 생이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그런 큰 죄를 어찌 면코

자 하겠습니까 옛말에 하였으되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 .. ,

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으니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호천, , ,

망극이라 하였으니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은 천지간,

죄인이라 이태준 행복.( , )

범주 남녀 차별적 사고5.
근대사회는 한국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근대사회의 시대적 특성과 맞물려 자녀의 성별

에 따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과 맞물린 다양한 측면에

서 차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녀 차별적 사고 의 하. < >

위범주로는 남아선호 및 편애 아들 교육 중시 딸은 경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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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의 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3 .

남아선호 및 편애[ ]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에서도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온 뿌

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사.

회와 마찬가지로 가계 계승이라는 중요한 가족의 기능을 달‘ ’

성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의무

사항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아들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부모는 매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연속,

적으로 딸을 출산한 경우 부모가 모두 애통해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들의 존재는 집안 계승을 위한 매우 귀한 존재로서.

집안의 꽃으로 묘사된 반면 상대적으로 딸은 혼인 후 집을‘ ’

떠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아들

에 비해 매우 낮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무슨 복으로 저런 아들을 두었노 우리 연희도 저만!

치 못생긴 터는 아니지마는 아들이 못되고 딸이 되어서 귀애

하다가도 한편으로 일상 섭섭한 마음이 있지이해조 비파성( , )

부모의 남아선 호적 태도는 여아에 비해 남아를 편애하는

양태로 나타났다 딸자식은 언제라도 팔아 버릴 수 있는 천한.

존재이며 딸이 손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동생을 귀하게 여,

기도록 강요하였으며 양육에 있어서도 잘못한 일에 대한 판,

단에서 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보면 참 딸자식이 천허긴 허우 딴은 아“ .” “……

그럼요 이런 사내 자식들야 팔아먹으랴 팔아먹을 수가 있냐.

말씀야요 그리게 예로부터 아들 아들 허는 거 아닙니까 하? ”

고 또 아들이 기특한 듯 두 녀석의 노 랗다 못해 빨 간 머리- -

를 한 손으로 하나씩 쓰다듬었다이태준 밤길( , )

아들 교육 중시[ ]

근대사회 부모의 남녀 차별적 사고는 특히 교육문제에 있

어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대사회의 시대적 특성상.

가난한 살림에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여러

명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집안의.

계승자이자 귀한 존재인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치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딸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딸의 혼인에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으로 딸

교육은 터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집애가 왜 저 모양이야 무어 좀 안다고 어미. .……

대답만 톡톡하고 이에 이놈의 계집애 어미가 무슨 말을 하,

면 잠잠하고 있는게 아니라 톡톡 무슨 아가리질이냐 우리는!

돈 없다 너딸 운동화 사줄 돈 있으면 봉식아들 공. “ ( ) ( )……

부를 더 시키겠다야 박노갑 미완설” ( , )

딸은 경제적 수단[ ]

아들 교육을 중시한 반면 근대사회 부모는 딸에 대해 어려

운 집안 살림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집안일수록 딸을. ,

부잣집에 시집보내고 지참금을 받음으로써 집안 살림에 보태

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부모는 이에 대해 딸자식을.

애써 기르는 이유는 집안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

고 생각하였으며 혼인을 하기 전이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집, ,

안 살림을 도와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하였다.

용쇠네는 셋째 딸을 또 량에 팔아 먹었다우 자300 !「 」「

식을 크기도 전에 장가를 들여서 도야지 암부치덧해서 색기

를 낳는 대로 팔아먹는다 하면 그야말로 화수분이다 이기(」

영 농부정도령, )

논 의

한국 역사에서 개화기부터 해방직후의 시기는 전통적인 질

서와 근대적이라고 일컫는 서구적 질서가 직접 만나고 충돌

했던 시기로 서구와 전통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기이다이배(

용 전미경, 2001; , 2002).

근대소설을 통해 분석된 부모상의 다양한 면면은 한국 근

대 격동기의 시대적 특성과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점은 가족,

체계 속의 부모자녀 관계는 더 큰 맥락인 사회와 문화에 영-

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문화 맥락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표상하고 해석하는 길잡이를 제공함으로써 부

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관(Triandis, 1995)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한국 근대기에 쓰인 소설작품을 통해 조명된 당대 부모상(

으로는 헌신적 사랑 엄부자모 열렬한 교육열) < >, < >, < >, <

집안의 어른 남녀 차별적 사고 의 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 > 5 .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는 자식에 대해 무조건적이며 이유

없는 사랑 즉 고슴도치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자식을 애지중,

지하며 귀히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는 박은숙 등.

이 한국의 고전 소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에게 자(2002)

식은 삶의 원동력이며 하늘의 선물인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서 근대소설에서도 역시 자식은 부모의,

삶에 재미를 주는 인생의 열매이며 행복을 주고 사랑스러운

향기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근대소설 속에 반영된 자식은 부모,



개화기 근대소설을 통해 조명한 한국의 부모상( )父母像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105

에게 인생의 낙 이자 귀한 열매이고 생의 의미 이자 삶『 』 『 』 『

의 중심 이며 귀중한 부모의 분신 과 같은 존재로 묘사』 『 』

되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격동하는 시대적 특성상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무사히 신체 발육을 도모

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의 안위

를 포기한 채 자식 일에 노심초사하며 자식의 양육 및 교육

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정안수 기. ,

도 공양미 봉양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한, ,

국 전통사회에서 자식과 관련된 일에 대해 신령한 존재에 기

대어 불안함을 떨치려는 관습이 근대 한국사회에까지도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관점이 고전소설에 반영,

된 자식의 의미처럼 한결같이 귀한 존재라고는 볼 수 없었으

며 이는 부모 자신이 양육의 고단함 가난의 굴레와 같은 심, ,

리적 압박을 자녀에게 표출하는 양상도 나타나서 자녀를 부,

모의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도 공존하고 있는 데 근거

한다.

근대사회 부모상의 한 단면으로 포함된 엄부자모의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부모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다유영주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 , 1981). ‘

니의 특성에 대해 제시한 기존 문헌에서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역할모델인 동시에 경제적 지원자 의사결정자 사회적, ,

가치관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인격형성과 교육 건강 및 위생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자녀,

양육문제를 대부분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구분을 하고 있다

유영주 이러한 특성에 덧붙여 특히 한국 근대사회의( , 1981).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를 사랑하되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는‘ ’

위엄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물론 나타나 있으나 또한 자식에,

게 무관심하고 매정하며 자식에게 두려움 이상의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도 인식되고 있다 아버지의 이러한 특성.

은 어머니의 모습과 대조적인데 어머니는 자녀의 근심을 따,

뜻하게 껴안아주는 부드러운 안식처로 애 의 신 부드러‘ ( ) ’, ‘

운 명주옷과 같은 자애의 정으로 묘사되고 있었고 특히 어’ , ,

려운 살림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며 자,

신의 고된 실상을 자녀에게 감추는 강인한 모성애는 매우 두

드러졌다 이러한 부와 모의 구별된 모습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근대사회의 부모에게서 나타난 열렬한 교육열은 한, ‘ ’

국 근대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특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서도 적절한 자녀교육과 아동 훈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신양재 근대사회 또한 부모들의 가장 큰 소명은 자녀( , 1995),

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부모에게 어서 바삐 시급‘

하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였다 전미경’ . (2002)

은 개화기에 발간된 대한매일신보 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 ’ ,

근대사회에서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는 임금을 배반한

역적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며 부모로서 죄인이 되지‘ ’ ,

않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한국 근대사회의 격동기에 자식은 부모에. , ‘ ’

속한 존재이기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공물 로 인식하던, ‘ ( )’公

시대였고 따라서 교육사상 없는 부모는 자손에게 도적이, ‘ ’ ‘ ’

되며 학문 싫다하는 자손은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것으, ‘ ’ ‘ ’

로 인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자‘ ’

식 교육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지녔으며 자식의 출세 및 경,

제적 수단 획득에 대한 염원을 열렬한 교육열을 발휘함으로

써 표출하였다 이러한 부모에게 있어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

다는 사실 그 자체 게다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식이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뿌듯함 자랑 희열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다, , .

근대사회 부모상의 일면으로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부모는‘ ’

자녀의 혼인 교육에 대한 진로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 주도,

적으로 결정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아울러 자녀의,

의지가 되고 보호기능을 하는 든든한 그늘로 존재하였다 자.

녀는 부모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거스르지 않고 수용하였으

며 이러한 태도가 부모에 대한 효 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 ( )’

되었다 한국 전통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효는 근대사회에까지.

이어져 부모는 효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부모의 은혜가‘ ’ ,

넓고 큰 하늘과 같다는 호천망극으로 지칭될 정도로 부모의‘ ’

결정을 수용하고 자식을 애써 기르는 부모를 봉양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부터 뿌리 깊은 남녀 차별적 사고는 한‘ ’

국 근대사회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단면이었다.

이배용 의 한국 근대사회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2001)

도 아동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아와 여아가 분리되는데 남

아는 아버지의 동지가 되는 반면 여아는 어머니와 같이 어렸,

을 때부터 고된 집안일과 잡일을 하는 존재로 같은 자식임에,

도 불구하고 남아에 비해 매우 낮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전통사회의 가치관에서 볼 때 남아 출산의 의미,

가 단지 가 의 계승자의 출생이라는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 )家

라는 관점을 뛰어넘어 격동의 근대사회에서는 아들 교육을,

통해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고 자녀 출세를

통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

있었다 따라서 아들교육의 중시는 당연한 가치로 여겨졌으며. ,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열렬한 교육열을 요구하는 한국의 시대‘ ’

적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 ,

한 딸은 혼인을 하기 전에 일을 시킴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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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서 받는 지참금으로서 집안 살,

림에 보탬을 주어야 하는 경제적 수단 내지는 살림밑천으로

여겨졌으므로 여아에게 공부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었으며 오히려 공부하는 여아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 ’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불균등한 가치 부여는

일상생활에서의 남녀차별 선택적 교육 기회 제공을 당연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전통사회 역시 남아는.

집안의 계승을 위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으나

교육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는 남아 및 여아의 교육내용의 차

이가 있었을 뿐 자녀 교육을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덕목으

로 여기고 있어정옥분 근대사회에 이르러 남녀 차별( , 2003)

적 사고는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근대사회의 부모상 중 헌신적 사랑 엄,

부자모 집안의 어른의 범주는 한국 전통사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면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근대사,

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가치 태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정옥분 을 재 입증하고 있다( , 2003)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지역사

회 내에서의 아동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현대의 아동 간호사의 역.

할은 과거의 질병 치료나 예방적 차원을 넘어서 출산에서부

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 전반에 걸친 교육적전문적

인력으로 거듭나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박은숙(

외 따라서 이러한 확대된 아동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2002).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사회적 신념 및 가치관의,

이해가 선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

모자녀 관계 조명에 이은 본 연구의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

에 대한 조명은 현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유의-

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근대사회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근대소

설 분석을 통해 당시 부모상 을 조명하여 현대사회에( )

까지 면면히 내려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대사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급변하는 현대 사,

회에서 아동 및 아동의 중요한 심리적 환경인 부모에 대한

간호를 적용할 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소설작품 중 부모상

을 반영하고 있는 편을 대상으로 잠재적 내용분석 방법을138

통해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

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약2003 4 2004 8 1

년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대상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내려4 ,

가며 부모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문장을 가려 축약 및

개념화한 결과 개로 추출되었다 축약 및 개념화한 내용은636 .

다시 카드로 작성하여 공통된 특성에 대한 연구자간의 지속

적인 검토 논의 그리고 합의를 거쳐 총 개 하위범주를 확, 17

인하였으며 근대소설에 반영된 부모상은 헌신적 사랑 엄, < >, <

부자모 열렬한 교육열 집안의 어른 남녀 차별적 사>, < >, < >, <

고 의 최종 개 범주로 압축되었다> 5 .

헌신적 사랑에는 고슴도치 사랑 애지중지 희생적 뒷바라‘ ’ , ,

지 노심초사 자식의 미래기원의 개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 , 5

으며 엄부자모의 범주에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 부드러운, ‘ ’ ,

안식처인 어머니 강인한 모성애의 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 3

다 열렬한 교육열의 범주에는 자식교육에 대한 강한 의무감. ‘ ’ ,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 공부잘하는 자식에 대한 대견함의, ( ) 3

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으며 집안의 어른에는 주도적 결정, ‘ ’

권자 든든한 그늘 효의 대상의 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 3 .

마지막으로 남녀 차별적 사고에는 남아선호 및 편애 아들, ‘ ’ ,

교육 중시 딸은 경제적 수단의 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3 .

한국 근대사회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 무조건적 사랑을 보

여주었으며 무엇보다도 가난에 시달린 시대적 특성상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 양육

및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부모의 모습 중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열렬한. ,

교육열이 표출되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사상,

에 의하여 남아에게 더 중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

한 부모는 자녀의 혼인 교육의 진로와 같은 중대사를 결정, ,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결정권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버,

지의 모습은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

거나 면전에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금기시한 반면 어, ,

머니를 통해 자식은 마음 깊은 위안을 경험하였으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및 헌신 약한 모습을 자식 앞에서 보이,

지 않으려는 강인한 모성애도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한국 근대사회의 부모상(

에 대한 다양한 면면은 한국 근대사회의 시대적 특성과 맞)

물려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 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

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감안할 때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로서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 적용 시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아동의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 시 부모를 포함한 간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다양,

한 부모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사회에까지 이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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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

할 것을 제안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아동간호전략을 세우∙

기 위해 현대의 부모상 및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을 시도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태임 (2001). 사회변화와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간호사의 역

할. 부모자녀 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 .

박은숙 김은경 원정완 오원옥 석민현 임여진 고전, , , , , (2002).

을 통해 본 한국 전통사회의 부모자녀 관계- , 아동간호학

회지, 8(4), 469-482.

성규택 (1995). 새 시대의 효.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신양재 에 나타난 에 관한(1995). 代 敎

자녀훈육을 중심으로- -,究 대한가정학회지, 33(1),

155-168.

유안진 (1994).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영주 (1981). 가족 관계학, 서울 수학사: .

이경혜 (2001). 사회변화와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건강학-

회 추계학술대회.

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 근대사회(2001). , 이화사학연구, 28,

105-125.

전미경 개화기 청년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대(2002). ‘ ’ :

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61-185.

정옥분 (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결자 송지호 유일영 박인숙 박은숙 김미원 김희순 신희, , , , , , ,

선 (2000). 가족중심의 아동간호학 ,Ⅰ 서울 현문사: .

최영희 전통사화와 현대사회의 부모 역할(1997). . 수원대학교

논문집, 15, 193-205

한경자 아동양육과 간호역할(2000). .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

3(1), 95-101.

Betz, C. L., Hunsberger, M. M., & Wright, S. (1994).

Family-centered nursing care of children. 2nd. ed., WB

Saunders.

Fox, J. A. (2002). Primary health care of infants, children &

adolescents. 2nd. ed., Mosby.

Morse, J. M. & Field, F.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 2nd Ed. SAGE publication.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Inc.

The Parenting Image of Modern Korean Society DescribedThe Parenting Image of Modern Korean Society DescribedThe Parenting Image of Modern Korean Society DescribedThe Parenting Image of Modern Korean Society Described
in Modern Novelsin Modern Novelsin Modern Novelsin Modern Novels

Park, Eun-Sook
1)
Kim, Eun-Kyung

2)
Sung, Kyung-Sook

3)
Won, Jung-Wan

1)
Yoon, Young-Mi

4)

Oh, Won-Oak
5)
Suk, Min-Hyun

6)
Im, Yeo-Jin

1)
Cho, Hun-Ha

1)
Im, Hye-Sang

1)

1)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Hyechon College, 3)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4)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5)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6) Department of Nursing, Pochon CH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renting image of modern Korean society through

modern novels published during in the stage of modern change in Korea.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latent content analysis. Modern Korean novels (N=138) written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stage were chosen

for analysis. Five categories and seventeen meaningful sub-categories were drawn out from 636 significant

sentences. Results: The parenting images expressed in modern Korean society were as follows: From the category

of [Devotional love], 5 sub-categories were drawn: Hedgehog's love, Lavish love, Sacrificial care, Exertion of the

mind, and Prayer for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From the category of [Stern father and affectionate mother], 3

sub-categories were drawn: Stern and Strict father, Tender and loving mother, and Strong maternal love. From the

category of [Enthusiasm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3 sub-categories were drawn: Sense of duty to provide goo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Zeal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hard-working children.

From the category of [The head of family], 3 sub-categories were drawn: Person who ha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Reliable protector, and Object of filial devotion. From the category of [sexual discrimination], 3

sub-categories were drawn: Preference and favoritism to sons, Attaching importance to education of sons,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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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ghters as those who help support the family.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improve the

basic understanding the parenting imag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present day Korea.

Key words : Parenting, Modern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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