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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 아동들이 조부모와의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
며, 특히 조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추천받은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면담을 위해 개발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1, 2차 면담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전사한 자료를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 아동들의 경험은 ‘조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라는
핵심 범주 아래 (1)긍정적인 심리적 지원을 얻음, (2)이중적인 감정과 기대, (3)세대간
의 불가피한 차이를 이해함, (4)연륜에서 비롯된 지혜를 배움이라는 4개의 주제 모음
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제 모음 아래 10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교육 및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 의의를 살펴
본 후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공동양육, 공동양육가정, 조부모 관계, 손자녀 관계

Ⅰ

. 서 론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가족구조는 조선시대 때부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성인 자녀를 대신
하여 손자녀 양육의 일정 시간만을 담당해 주는 전통적인 대가족과는 다른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이라고 부

* 본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주저자: 정윤희 /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 교신저자: 김희정 /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Tel) 043-230-3411 / E-mail: heejoungkim@knue.ac.kr

5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르는데,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이 출현하여 보편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우리 사회에 다
음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원인과 배경에 존재한다.
먼저, 노년기 시기의 연장과 함께 조부모 시기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조부모의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5)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약
82.3세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하면 개인이 인생에서 조부모로 보내는 기간은
약 30～40년에 달한다(Barranti, 1985). 조부모 시기가 길어진 기간만큼 국내외 공통적으
로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
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morti, Tschiesner, & Farneti, 2012). 두 번째로,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고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가족 문화가 조부모 공동
양육가정 증가의 바탕이 되고 있다. 즉, 조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김영란, 황정임, 박진영, 2011), 맞벌이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녀양육 환경을 위해(금재호, 배규식, 김은지, 2013) 조부모 공동양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김선미, 안희란, 2011; 김영란 외, 2011; 김윤숙, 전연우, 조희숙, 2012; 이재림,
2013; 이재연, 김명숙, 1990).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유아 및 아동 양육 지원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등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시간이나 수용 인원의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
한 상황인데다가(김영란 외, 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하교 후에 돌봐주는 이
가 부재한 상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영란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
의 도움 외에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김은정, 2011) 각 가정
이 스스로 조부모 공동양육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은 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집안에서 상호작용함에 따라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핵가족보다 더 복잡하다. 선행연구들
은 특히 부모와 조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 정서적
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공동양육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데 초점
을 두어왔다. 예를 들어, 공동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이재림, 2013; 이현수, 2007)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
세대와의 갈등, 손자녀와의 세대차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미
외, 2011; 이재림, 2013; Sands & Goldberg-Glen, 2000). 반면,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부모는 자녀양육을 조부모에게 일부 의탁하는 입장에서 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사회적
기반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이점(이재림, 2013)과 가족의 화합(김은정, 2011)을 공동양육
의 장점으로 여기지만, 양육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 얹혀사는 일방적인 의존 관계에 대
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이재림, 2013). 한편,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은 조부모
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조부모와의 결속 혹은 지원 정도에 따라 자
아 개념 형성과 유지 및 발달에 영향을 받으며(백문화, 조병은, 1992; 장희경, 조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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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Pinson-Millburn et al., 1996; Statham,
2011).
그러나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관점보다는 조부
모와 부모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Gregory & Patrick. 2007). 양육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양육자로서의 인식과
경험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아동의 경험과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
가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정문자, 2007), 가족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서 아동들이 경험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가족 해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주요 양육자인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양육자, 예를 들면 조부모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Deleire et al., 2002)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아동 돌봄에 관한 사회적 논
의들이 활발해 질수록 아동 양육의 한 형태로써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 대한 이해가 더
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들의 경험을 아동들의 관점
에서 보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이란 조부모가 성인인 자녀를 대신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 손자
녀의 양육을 담당해 줌으로써, 양육에 조부모와 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양육
구조를 가진 가정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학동기 손자녀의 돌봄을 조모에게 지
원받는 취업모 가정’(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조부모 지원 양육 가정’(김은정,
2011), ‘손자녀를 양육하는 3세대 가족’(원서진, 2011)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취업모이거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주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공
동양육 가정에 제한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부모의 공동양육 이유와 형태
는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가정 형태로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렵다.
조부모가 가정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기관위탁 양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
공식적인 양육’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Vandell et al., 2003) 가정마다 그 형태가 상이하
다. 예를 들면, 조부모 공동양육형태를 양육 시간에 따라 하루 24시간(extended
full-time) 또는 고정된 일정 시간 동안(extended part-time) 양육하는 형태나 변동이 있
으나 일정 시간(sporadic care) 또는 고정된 일정 없이 필요에 따라(no routine care) 돌
보는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가 조부모
의 집, 성인 자녀의 집, 양쪽 집을 출퇴근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양육 책
임의 정도에 따라 전담 또는 원조 양육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다(김선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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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처럼 다양한 조부모 공동양육 형태를 모두 세분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
서는 양육 공간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양육의 한 형태
로 조부모가 하루 중 일정 시간 자신의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원조 양육 형태를 띤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의 특성

가족은 그 구성원들 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하나의 체계(system)로써
가족 구성원은 개인 차원은 물론 전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Cox &
Paley, 1997; Mueller & Elder, 2003). 마찬가지로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각 구성원들의
특성은 세대별 및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의 조부모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제공하는 조부모’, 또는 ‘성인자녀의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을 지원해주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 전담 조부모’, ‘조부모 공동 양
육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김문정, 정재원, 2010; 김은정, 2011; Statham, 2011). 손자
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는 성인 자녀의 부재를 대신하는 조손가정 조부모들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반면, 조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사회적 경제적으
로 지원해 주고 싶어서(김문정 외, 2011; 김원경, 2008), 혹은 손자녀의 성장을 보고 싶은
마음(김선미 외, 2011; 이재림, 2013; Sands & Goldberg-Glen, 2000)등의 이유로 손자녀
양육에 기꺼운 마음으로 관여하는(김윤숙, 2012)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조부모에 대한
연구는 조손가정에 관한 연구보다 나중에 시작되어 양적으로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신만의 삶을 여유 있게 보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
다. 그러나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공동양육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노
년을 편히 쉬지 못하는 스트레스(Lumpkin, 2008; McGowen, Ladd, & Storm, 2006)와
그에 따른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이지연 외, 2009; Statham, 2011), 노화에 따른 신
체적 부담(김은정, 2011; 김은주, 서영희, 2007;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원서진,
2011; 이현수, 2007; Hughes, LaPierre, & Luo, 2007)을 호소하기도 하며, 때로는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성인 자녀와 갈등(김은정, 2011; 김은주 외, 2007; 이재림, 2013; 이현수,
2007)을 경험한다. 반면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와 함께 손자녀를 돌보는 기쁨과 보람,
만족을 느끼기도 하며, 부모와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떳떳함(경기도여성가족연
구원, 2012; 김문정 외, 2010; 김선미 외, 2011; Waldrop & Weber, 2001)을 갖는 등 긍정
적인 정서 역시 경험하기도 한다.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조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들이 바라본 조손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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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조부모의 변인들(성별, 연령, 역할, 태도 등)과 손자녀와의 관계, 조손관계의 질이
손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조손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조부모들이 가족에 대한 권위를 내려놓게 되어 손자녀와 평
등하고 허용적이며 애정어린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고한다(Apple, 1956; Woods, 1996
재인용). 또한 조부모의 연령, 성별, 모계 혹은 부계에 따라 조손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손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덜 느끼며, 할아버지 보
다는 할머니가, 부계 보다는 모계 쪽 조부모가 손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Smorti et al., 2012). 문화적으로는 조부모에게 경제력이나 권위가 있는
사회에서는 조손관계가 좀 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Smorti et al.,
2012).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은 자신들이 손자녀와 일상 생활을 함께 하며
여가시간 및 학업 관리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자이자 상담자 역할
(Smorti et al., 2012)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을 통해 효과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torm et al., 1995). 또한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의 사회
적 지위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소이자 중요한 대인관계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
다(Clarke & Roberts, 2004; Mahne & Motel-Klingerbiel, 2012 재인용). 결론적으로, 손
자녀 공동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은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의 부모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긴다. 그로 인해 사회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생활비를 아끼는 등의 경제
적 이득(이재림, 2013)을 얻으며,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통해 가족의 화목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조부모 공동양육의 장점으로 생각한다(이연숙, 오찬옥, 윤영선, 배혜영,
최혜정, 1992). 반면 이들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낀 중간세대로서 매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 양육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나
단점을 보고하기도 한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 2012; 김은정, 2011; 이재림, 2013).
조손관계는 부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는 공동양육가정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의 질은 조부
모와 손자녀가 만날 수 있는 빈도수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와 손자녀의 접촉이 더 빈번해지고 정서적 친밀감도
높아지게 된다(Whitbeck, Hoyt, & Huck, 1993). 나아가 부모가 현재 자신의 부모 및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었는가 하는 것
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부모인 조부모와 안정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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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면 현재 자신과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Rossi & Rossi, 1990; Simons et al., 1991). 따라서 부모가 자
신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조부모-손자녀 사이에서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적 특성을 가졌는가에 의
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손자녀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
시 의사소통 방법과 규칙을 협상하고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가족상호작용
패턴을 배우게 된다. 결국 가족관계의 역사는 이후의 가족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
치며 전수되며 중간세대인 부모 중에서도 딸들은 아들보다 부모와 좀 더 친밀한 정
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1988).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조부모가 자
신의 자녀 양육이나 손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해 주기
를 기대하기 보다는 손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손자녀의 가치관 형성이
나 심리적인 지지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김혜경, 2006; 서동인, 1996). 또한 조부
모에게 ‘먼 거리에 존재하면서도 손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함으로써 조부모에
게 수행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기대를 보이기도 하였다(서동인, 1996).
다.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의 아동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으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손자녀는 조부모의 보살핌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
정되어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Goodman & Silverstein, 2001).
특히 가정 구조와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부정
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차 방어선(second-line defense)의
역할을 하며(Deleire & Kalil, 2002; Solomon & Marx, 1995), 부모가 1차 양육자로서
친밀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때 아동들은 부가적인
이점을 얻는 것으로 보고된다(Ruiz & Silverstein, 2007). 즉,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모
의 미흡한 부분이나 부재를 보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 조
부모와의 관계가 더해질 때 아동에게 더 유익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조부모와의 결속력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자아정체감 형
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백문화 외, 1992; 장희경 외,
1995)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조부모의 양육을 받은 아동은 조부모와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사춘기나 성인
기 초기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 나타내며 친사회적 행동과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Statham, 2011), 조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조모와의 강한 결속력(황혜영,
2004)을 보였으며, 조모의 교육적 역할을 크게 지각할수록 조모에 대한 높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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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서동인, 유영주, 1991)을 나타냈다. Solomon et al.(1995)은 조손가정의 조부모
양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조손가정 아동이 한부모 가정의 아
동보다 건강, 학업, 행동발달 면에서 더 나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Pinson-Millburn et al.(1996) 역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이
러한 태도는 안정적이고, 온정적이며,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아동기의 물리적
인 시간 공유보다는 정서적이고 지지적인 측면의 관계 경험이 손자녀 성인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eurts, Tilburg, & Anne-Rigt Poortman, 2012).
그러나 이와 같이 조부모의 돌봄이 손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이며 양육자인 부모나 조부모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특
히 아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조부모 공동양육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조부모 공
동양육가정에서의 아동의 경험은 어떠한지, 특히 아동이 자신의 양육환경을 어떻게 지
각하고 조부모 공동양육과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부모의
공동양육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동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경남 C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을
통해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학년 아동 38명을 추천받았다. 사전면
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10명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이 중에서 면담 일정에 관한 조정이 어려워 중도에 면담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을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로 하였다.
참여 아동은 여학생 6명, 남학생 3명이며,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 6
명, 한부모 가정 아동 3명이었다. 9명의 참여자 모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부모 공동양육환경에서 성장한 기간의 평균은 8년 7개월이었다. 공동양육에 조부와
조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3가족이었고, (조부 사망 후) 조모만 양육에 참여하고 있
는 경우는 6가족이었다. 조부모와의 생활시간은 매일 등교 전부터 취침 전까지였다(표
1 참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연구 윤리 준수(자발적 참여, 참여 철회의 자유, 녹
음 자료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보호자 및 참여 아동들의 동의
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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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와 가정의 특징
1
2
3
4
5
6
7
8
9

성
별
여
여
여
남
남
여
여
남
여

양육
연령 조부모와의
주 양육자
동거 여부 기간 가정특성
13세
○
6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13세
○
12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13세
○
12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13세
○
12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13세
○
12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13세
○
12년 양부모, 맞벌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13세
○
7년
한부모
엄마, 할머니
13세
○
3년
한부모
엄마, 할머니
13세
○
2년
한부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
시간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2. 면담 도구

연구자는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의 경험 및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탐
색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 된 질문지 <표 2>를 개발하였다. 질문지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및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구성원,
특히 아동과 조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
는 핵심 질문을 기준으로 떠오르는 모든 질문을 확산적으로 적어 수집한 뒤, 세부질
문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고 서로 같은 비중을 갖도록 질문지를 작
성해 나갔다. 면담 질문지와 질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꾸준한 논의와 토
론을 거쳤으며, 2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전사한 내용을 바탕
으로 연구자들이 함께 질문을 수정 및 삭제, 추가 질문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1차 면담을 전사한 자료 및 1차 면담을 마친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2차 면담은 보다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표 2> 면담 질문지

주제
하위 질문
1.자신의 가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 가족에 대한 이해 2.가족이 함께 모일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3.조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한가요?
1.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
2. 조부모와의 관계에 2.나와
3.조부모에 대한 나의 느낌과 감정에 대해 말해주세요.
대한 이해
4.조부모와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 해주세요.
5.조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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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 1 2차, 추가 면담의 순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
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
(2012년 5월～6월)과 2차 면담(2012년 6월～8월)을 실시하였다. 1 2차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반 구조화 된 질문지에 따라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상담실에서 약 40분～60분가량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면담 전사를
통해 개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질문지 내용을
보완하여 2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주제에 대한 다른 진술 혹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진술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일지를 기록하며 일시, 소요 시간, 연구 참여자와 참여자 가정의 상황, 면담
태도, 특이 사항, 학부모와의 추가 면담 필요성과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면담 내용을
전사할 때 진술 내용과 함께 메모하여 자료 분석에 적극 활용하였다.
추가 면담(2012년 9월)은 1 2차 면담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공동양육에 관한 정보(부모의 맞벌
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조부모와의 생활 기간 등)는 필요시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
의 연락을 통해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근거 이론에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Glaser, 2008)으로
소개되었던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자료를 분석
하였다.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은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응용 가능하여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의 목적과는 별개로 질적 연구 방법
의 자료 분석법으로 널리 사용되는(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방법으로
써, 분석하고자 하는 원 자료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핵심 범주를 찾는다. 본 연구자 역시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줄 단
위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주관적 진술 속의 작은 의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점차 큰
범주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고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를 잘 포함
하고 있는지 분석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시간 차이를 두고 재실시 되었으며, 기
존 분석 내용과 비교하여 연구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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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당성의

확

보

본 연구자는 세미나 참석, 관련 전문 서적과 학술지 및 논문 정독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질적 연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 전반적인 과정에 연
구자의 선입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석 내용을 시간 차이를 두고 다시 점검하
고 논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
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상담심리 박사 2인 및 상담심리 전공교수 1인)과 논의를 거
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줄 단위 의미 분석 요약 내용을 질
적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연구자들이 도출한 개념 범주의 적절성과 주제모음 안의
내용에 대한 토의 과정을 거쳤다. 범주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경우는 다시 면담 내용
을 읽고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모음을 찾고자 하였다.

Ⅳ

. 연구 결과

자료의 분석 결과,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조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라는 핵심범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 핵심범
주 아래에는 4개의 주제모음과 10개의 주제가 나타났다<표 3>. 다음에 주제모음과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설명을 제시하였다.
<표 3>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분석 결과
주제모음
긍정적인 심리적 지원을 얻음

주제
하나하나 챙겨주는 보살핌이 만족스러움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에서 위로받음
무조건적이고 든든한 나의 응원군
조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중적인 감정과 기대
부모와는 다른 정서적 역할을 기대함
간 문화차이로 인한 단절을 인정
세대 간의 불가피한 차이를 이해함 세대
조부모-부모와의 갈등을 나름의 방식으로 다루기
조부모는 가족위기의 해결사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를 배움 잔소리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윗세대에 대한 공경심의 내재화

1.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얻음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일관되고 의미있
게 진술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조부모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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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까지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은 물론 부모에 비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모습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또한 조건 없이 기대를 보내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참여 아동들은
이것이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인식하였다. 조부모
는 이미 한 차례 이상의 자녀 양육을 통해 세운 양육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모보다
인내심과 포용력이 있으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손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아동들은
조부모가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 덕분에 만족감과 위로 지지받음을 느끼며 용기를 얻
는 것으로 보인다.
가. 하나하나

챙겨

살핌 만족 러움

주는 보

이

스

참여 아동들은 부모나 자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조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조부모가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먹기 편하게
자신 앞으로 간식을 밀어주거나 미처 준비 못한 준비물을 마련해 줄 때, 말로 표현하
지는 않지만 조부모가 ‘자신을 위해 애써준다’ ‘섬세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특별한
존재로 대해준다’고 느낀다. 조부모의 보살핌 행동들은 별 것 아닌 일상적인 것들이
지만, 아동들은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있었으며 그 속에 자신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느끼며 만족해하는 등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은 안 하시는데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릴 땐데, 제가 학용품
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사 달랬는데 엄마가 바쁘다고 안 사줬어요. 속상해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
리고 이 것 저 것 맛있는 걸 가져와서 저랑 동생한테 주세요. [참여자 3]
할아버지는 어... 말씀은 안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과자를 우리 앞
에 놓아주시기도 하시고 아프지 말라고 배도 쓸어 주시고 그런 게 좋아요...(울먹) <중략>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때 아구 아구 하시면서 막 땀 뻘뻘 흘리시고 밭일
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유기농 먹이려고... [참여자 9]
나.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

받음

도에서 위로

참여 아동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부모는
양육의 원칙에 보다 엄격하고 아동에게 이에 맞춰 성장하기를 요구하며 분명한 규칙
과 질서를 가지고 대하는 반면, 조부모는 말, 생각, 행동에 보다 허용적이고 수용적이
라고 참여자들은 인식하였다. 그리고 ‘받아들여 준다’ ‘참아준다’ ‘나에게 괜찮다고 할
것 같다’는 표현을 통해 조부모가 이해와 용서, 지혜, 기다림을 통해 자신들을 수용해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부모의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들에게 안도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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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험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들은 조부모에게 보답의 차원에서 ‘시키는 심
부름을 기꺼이 한다’거나 조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그냥 다 받아주시고... 할머니는 엄마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지?) 할머
니는 그리 화내지는 않는데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마 기다리시는 거 같으세
요. 한번 참아 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 <중략> 엄마 아빠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창
피하다고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참여자5]
아빠는 제가 사고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올해 저 때문에 학교에 2번이나 오셨
는데, 두 번째에는 한번만 더 학교에 불려오게 하면 학교 못 나가게 할거라면서.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할머니는 힘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괜찮다
고...(목소리가 잦아들며) [참여자6]

건

다. 무조

적이고

든든

한 나의 응원군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가 자신이 꿈이나 미래, 능력에 대해 ‘무조건 이룰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보여 준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부모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지원군이며 항상 응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진술 할 때 매우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아동들
이 조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정보 제공 보
다는 ‘너는 잘 할 거야. 잘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과 응석을 받
아주는 역할이었으며, 이러한 조부모의 기대와 믿음이 사실이나 실현 가능한 것이 아
니어도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데서 격려와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조부모의 응원은 아동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자신의 환경을 만족
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요리사 한다고 했더니 엄마는 꿈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할머니는 잘 할 거라
고. 너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세요. 할머니는 할 수 있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참여자4]
지난번에 누나가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할머
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할머니는 괜찮다고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다음번엔 훨
씬 잘 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참여자5]
친구랑 싸운 거 상담하면 넌 그럴 필요 없다고. 너는 기죽을 필요 없다고...(목이
메임) 그 아이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래희망을 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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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제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넌 잘 할거라고 하세요. 또 이걸 하겠다 하면 잘할 거
라고 하세요(유쾌하게). (그럴 때 기분이 어때?) 되게 좋죠! 존중받는 느낌?[참여자9]
2. 이중적인 감정과 기대

조부모가 양육에 깊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손자녀들이 조부모와 가깝고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참여 아동들에
게 조부모와 필연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멀어지고 싶은 이중적인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책임감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아동들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역할을 조부모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부모에게는 경제적․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반면 조부모에게는
정서적으로 위로해주는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할 기대가 다른 것처럼
부모,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
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움 미 함

가. 조부모에 대한 고마

과

안

참여 아동들이 조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감정은 크게 고마움과 미안함
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노령으로 육체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육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함을
느낀다. 또한 조부모가 보살펴 주기 때문에 자신과 조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아동들의
조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다고 느끼며, 자신은 ‘조부모의 엔돌핀’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조부모와 매우 밀접한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조부모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조부모의 ‘완고함이 싫다’는 등의 상반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런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참여 아동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는 조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짜증’과 ‘답답함’ 등의 태도를 보이는 한편, ‘안쓰러움’이나 ‘미안한’ 마음
이 들 때에는 조부모를 돕기 위해 청소를 하거나 다른 형제들보다 조부모에게 더 상
냥하게 대하려고 하거나 조부모를 대신해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는 등 조부모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할머니 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단호하게). 근데 엄마 대신 키워줬으니까
싫지도 좋지도 않아요(작은 목소리와 복잡한 표정). 언제는 할머니가 엄마 보러 간
다고 하니까 밥 먹고 가라고 가래요. 밥 먹고 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빠랑 눈짓해서 안 갔어요. (어떻게 안 가기로 했지?) 우실라고 해서요. 할머니 우시
면 그냥 쓸쓸해 보여요(목소리가 낮아짐).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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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누나를 보는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실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적 받기 싫
으면 알아서 하던가... 이런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섭섭한 마음
이 들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고통과 섭섭함을 느끼실 것 같니?) 내가 늙어서 내가
이제 죽어야지... 막 이러시거든요. 늙어가면서 아프고 한 게 고통스러운 거 같고...
누나 말투 때문에 섭섭할 것 같아요. [참여자8]

와

나. 부모

할

는 다른 정서적 역

함

을 기대

참여 아동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양분되어 있어서 ‘이중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참여
아동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습지도 등에 관여하는 것이
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부모의 의견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조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동이 시험을 망치
거나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속상할 때’ 나의 마음을 ‘함께 느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었다. 그러나 조부모가 ‘학습’을 지도해주거나 ‘학원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부모에게는 경제적이거나 학업과 같은 실
제적인 영역이 아닌 정서적인 보살핌이나 위안, 인정을 주는 심리적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생활할 때 돌봐주시는 게 많은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거랑 좀 다르
게 저희 학원가거나 옷 사거나 할 때 돌봐주시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칭찬은 잘 해
주시는데, 공부하는 건 할머니가 못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엄마를 기다렸다가 엄
마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참여자1]
학원... 저는 학원을 끊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괜찮
다고 위로해주시고, 엄마, 아빠한테 그만 보내자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엄마, 아
빠가 안 된다고 해서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다니기 싫었는데, 하다 보
니까 왜 다니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요. [참여자2]
3.

세

대 간의

불

함

가피한 차이를 이해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는 세대 간의 생활 습관과 가치, 문화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갈등과 단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부모와의 세대차이로 인한
단절감에 대해 참여 아동들은 오랜 세월동안 굳어진 조부모의 생활 습관을 ‘자신이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세대 차이와 갈등에 대하여 참여 아동
들은 답답함, 불안, 긴장 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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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때때로 조부모와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끼
기도 하지만, 자신의 불안과는 별개로 어른들의 갈등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라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가.

세

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단절을 인정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의 양육 방식, 언어 사용, 생활 습관, 신체적인 쇠약함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옛날 생활 방식을 고집하거
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 또는 청력 상실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소통이 어려울 때 세대 간의 차이, 문화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들
은 참여자들에게 단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소통이 어렵다’
는 표현으로 단절감을 표현하였다. 참여 아동들은 부모와도 때로는 소통이 어렵고 답
답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곧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조부모에게는 무조건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
라는 기대가 좌절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부모가 수용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그 단절감
을 받아들이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단절감은
세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여기고, 조부모를 억지로 변화
시키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꾹 참고’ 조부모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랑 옆에 앉으면 가족들이 잘 말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귀가 안 좋으셔
서. 잘 못 알아들으셔서 힘들거든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와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요령 같은걸 더 친해져가지고 개발하면... <중략> 생각해보니까 할아버
지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가족들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할아버지 귀를 더
나쁘게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목소리가 작아짐). 그래서 저
라도 말을 하려구요.(매우 단호하게). [참여자3]
(할머니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지?) 자기 의지를 좀 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불가능해요. (어떤 점에서?) 할머니는 과거에 더 오래 계셨잖아요. 옛날에 사시던
걸 기억하셔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꾹 참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며) [참여자8]

와 갈

나. 조부모-부모

의

름

등을 나

루

의 방식으로 다

기

참여 아동들은 분명 조부모와 부모 사이에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에
서 비롯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긴장과 불안이 섞
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동들은 자신도 여러 가지 사항들(어른들의 연령, 능력,

52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의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공동양육자이기 때문
에 이들 간의 갈등 상황을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에도 맘이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
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긴장과 불안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등의 방
식으로 갈등 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은 부모와 조부모 둘 다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
오늘도 엄마랑 할머니랑 다투셨거든요. 엄마가 삶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
속 옷을 삶는 거에요. 그런 걸로 싸워서 엄마가 또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도 화가
나셔서 방에 있고 엄마는 집에 없고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참여자5]
할아버지가 과자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도 치우라고 하시고, 절약을 많이 하셔서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 끄라 하시고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
한테 그러지 말라 하시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래저래 사정을 말하면 할아버지 목
소리가 커지고 그럼 또 엄마가 올 것 같고. [참여자3]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니?) 그건, 엄마거를 할머니가 그냥 준거니
까 그 부분에서는 할머니가 약간 잘...못...한 것 같지만...아무 편도 들면 안 될 것 같
아요. [참여자1]
두 분이 싸우시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고, 일단 두 분이 싸우실 때 편들어주면요
화 내실지도 모르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면... 심심하고 무섭고. (그럴 때 ○○이는
어떻게 하지?) (고개 설레설레 저으며) 안 하는 게 나아요. <중략> 엄마랑 할머니
랑은 금방 괜찮아져요. 지내다보면 그렇더라구요. [참여자8]

륜

4. 연

롯된 혜

에서 비

지

움

를 배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있는 3세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아동들은 조부모로부터 특
별히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가 보여주는 특별히 중요한 가치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며, 가족이 위기나 역경을 겪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일상생활 속의 ‘잔소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해체 등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극복하는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참
여 아동들은 조부모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가치, 즉 지혜를 중요하
게 여기며 자신도 배우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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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가. 조부모는 가

위기의 해결사

참여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부모
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가정
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조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자녀를 보살피거나 합
가를 하는 등의 지원을 해주었다거나, 성인 자녀(아동의 부모)의 불화나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부모가 해결사이자 불화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준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여 아동들은 이처럼 가족의 문제나 역경을 함께 해결해 주는 조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조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가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한 일이 잘 안되시고 엄마도 주·야간일 하시고 해서
언니랑 나랑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중략> 할머니는 집
에서 저희 밥 챙겨주시고, 학교 챙겨주고, 할아버지는 쌀도 지으시고 오이 농사도
지으시고. [참여자6]
요즘에는 할머니가 엄마 혼자 일하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니까 생활비 보태려
고 박스, 폐휴지 주우셔서 5만원인가 생활비를 벌고... [참여자8]
원래는 엄마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힘들어 지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나을 것 같
아서 여기로 왔어요. <중략> 11살 이전에 아빠랑 이별할 때, 그 때 할머니, 할아버
지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프신데도 매일 아
침 오셔서 빨래 있느냐고 해줄까 하고 물어 보시고. [참여자9]
나.

잔

울것 있

소리에서도 배

이

다

참여 아동들은 솔직히 조부모가 ‘옷 개는 법’,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등 일
상생활 속에서 늘어놓는 이야기들을 ‘귀찮고’ ‘뻔한’ ‘잔소리’라고 느끼고 그것으로 조
부모와 갈등한 경험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조부
모의 ‘사랑과 관심’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 과제를 하거나 교우관계를
맺는 방법, 건강관리, 생활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기 등 가정 내외에서의 적응이나 삶
에 현명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동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 조부모의 잔소리와 가르침이 신뢰할만하며 가치가 있는 것
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햄 같은 거 몸이 안 좋다고 머리와 몸이 상쾌해지라고
야채를 많이 해주세요. 야채 먹으면 몸에 좋다 좋다 하시면서요. 전 싫다 싫다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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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략> 할머니는 지금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좋죠. 집안
일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옷 처음 정리하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참여자5]
할머니, 할아버지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전기세 아끼고. 지금 엄마 아빠보다 전
기를 더 아끼세요. 근데 학교에서도 물이 부족하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 배우니까.
그래서 아. 할아버지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6]
전에는 안 그랬는데 5학년 때부터는 새 친구한테 먼저 말도 걸고 그래요. 어... 할
머니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촌들이나 그런 애들 오면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리 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시고. [침여자2]
다.

윗세

대에 대한

공

경심의 내재화

참여 아동들은 조부모와의 생활을 통해 윗세대에 대한 공경심을 형성하게 된다.
아동들은 조부모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고 출근하는 부모의 모습, 조부모가 부모의 인
사를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먼저 인
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등 조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
가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 부모가 조부모
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관대한 조부모가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조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들 역
시 조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들이
자신의 조부모는 물론 나아가 어른, 윗세대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을 갖는 것으로 확
장되며, 아동들이 내면에 ‘윗세대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엄마가요.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바로 씻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라고 하고. <중략> 누나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무한테나 툭툭해
가지고 할머니한테도 툭툭하고 그랬어요. 좀 그렇죠? 어른한테 예의없어 보여요.
[참여자5]
아빠가 우리 보러 오시면요. 항상 할머니 먼저 찾아서 인사드리고, 할머니가 옆
집 이모 할머니네 자주 가시는데, 집에 안 계시면 이모 할머니네 가서 인사드리고
오세요. <중략> 가족 행사에 누군가가 빠지는 거 싫어요. 할머니 생신인데, 할아버
지 생신이랑 할머니 생신 때는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족이 빠지
면 너무 그래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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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아홉 명의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조
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의 경험 및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핵심범주로 도
출하였으며, 조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심리적 지원을 얻음’, ‘이중적인 감정과 기대’, ‘세대
간의 불가피한 차이를 이해함’,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를 얻음’이라는 4개의 주제모음과
그 하위에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과의 관계,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들이 조부모와의 관계를 대체로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들에게 조부모는 수용적이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자 위로를 주는 대상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은 용기와 자신
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조부모는 공동양육가정에서 손자녀
의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조부모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커진다(조병은, 이민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厚武子, 2002)고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도 아동들의 지각 세계를 통해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재확인 되었다. 이것은
Pinson-Millburn et al.(1996), Geurts et al.(2011)이 조부모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온정어
린 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결과도 지지해 준다. Sear
과 Coall(2011) 역시 조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물론 인지․언어 능력과 정신건강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은 조부모가 부모보다
관대하지만 방임하는 경우도 있으며(Kivnick, 1983),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 아동들이
라도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로 인해 여전히 감정이 불안정하고 욕구가 억압된 모습을 보
이며 정서적인 지지 경험을 부족하게 느낀다(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
의 결과를 모든 조부모 공동양육 환경에 일반화하거나 조부모 공동양육환경에서 양육
되지 않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들은 조부모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 강한 유
대감과 동시에 단절감의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며, 부모와 조부모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김문정 외, 2010)에서 조부모 공동
양육 가정의 조부모들이 공동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예를 들면, 화풀이하기, 화 가
라앉히기, 인정하며 지원하기, 떳떳함 찾기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
지로, 아동들 역시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손자녀
들은 부모의 친절과 따뜻함, 헌신, 관용 등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조부모가 자신
의 생각을 무시하고 조부모의 생각만 주장하거나 집안 일․학업․식사 등을 강요할 때,
또는 조부모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호소할 때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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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asova & Krisikova, 2014)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순된 감정은 아동들이 자
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일 수 있으며, 아동들은 이러한 감정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조
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동기는 아직 감정과 이성의 분화 및 정서 조절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이 조부모에 대한 자신의 이중적인 감
정과 기대를 자각하고, 조부모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조손관계를 통해 아동들이 얻는 이점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들이 조부모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것은 조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조부모가 먼저 손자녀에게 지지
적일 때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황혜영, 2004), 조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조손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제공된
다면 화목한 가족관계는 물론 아동들의 바람직한 성장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나
성인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적․생물학적으로 조부모가 된다. 아무도 조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며, 조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미리 받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조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조부모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면 더 바람직한 조손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들은 자신과 조부모, 조부모와 부모간의 세대차
이, 문화차이로 인한 단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결국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sova et al.(2014) 등의 선행연구들도 조
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차이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로 구성된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세대 차이로 인해 양육과 교육, 경제, 여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가족의 미해결된 문제나 인내심의 부족,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성향, 의사소통 부족,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것일 때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서로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기술, 가족 규칙을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Stasova et al.,
2014). 따라서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에는 세대 간 갈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당화시켜 주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사소
통 기술 및 아동들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째,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들에게 조부모는 가족을 위기에서 돕고 역경을 극
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른이다. 조부모는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Strom & Strom, 2011), 부모의 이혼․죽음 등 가족에게 비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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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역할까지 대신한다(이재림, 2013; Ochiltree, 2006).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선험적으로 얻은 지혜를 후대에 전수해 주는 존재이다. 손자녀는 삶에 필요한 기초적
인 지식을 비롯하여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지각 및 공감
능력 등의 다양한 자원을 조부모로부터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 의
식, 전통, 가치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서동인,
1991; 황혜영, 2004; Nyland et al., 2009; Stasova et al, 2014). 이는 조부모 공동양육
가정 아동들이 핵가족의 아동들보다 전통적인 가족이념, 즉 어른을 예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김혜경, 2006)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생에 이르는 성장과정을 거치면 조부모
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립 혹은 약한 부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이용한, 양승
규, 이영세, 2001; Stasova et al., 2014), 이는 조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조부
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이거나 손자녀가 성장하면서 다른 곳에 더 많은 관
심을 쏟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Stasova et al., 2014)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부모가 부모와 함께 손자녀를 공동으로 돌보는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
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김은정, 2015)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바탕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아동의 시선으로 정리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공동양육에서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심리적 자원을 얻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 혹은 가치를 배우는 등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계획할 때 아동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탐색하고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의 가정은
대부분 부모가 주 양육자,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손자녀 공동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이었으며,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대체로 애정과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따라서 공동양육가정에서 아동들의 경험과 조부모와의 관계가 대체로 긍정
적인 내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조부모 공동양육환경이
열악하고 양육의 질이 낮은 경우 아동의 또래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공격
적 성향이 나타나는 등 심리 사회적인 부적응(Gregory et al., 2007; Pew Research
Center, 2010)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조부모 공동
양육가정이라 하더라도 공동양육 환경과 양육의 질(예, 양육자들의 양육태도)을 변인
으로 하여 아동의 지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가 양육자로서 부재한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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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부모-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아동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조손가정과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에서의 조손관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한다면 각 가정에 알
맞은 교육․상담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부모 공동양육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질적 연구 뿐 아니라 양적 연구
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아동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공동양육가정 변인들(가족
관계, 상호작용 등)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양적연구들도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초등학생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535

참고문헌

금재호, 배규식, 김은진(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가정 양립정책 연구. 한국노
동경제학회 2013-12.
김문정, 정재원(2010).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경험.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5(3), 137-153.
김선미, 안희란(2015).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63-94.
김영란, 황정임, 박진영(2011).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네트워
크 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9.
김윤숙, 전연우, 조희숙(2012). 할머니의 양육경험 이야기: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 양
육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185-208.
김은정(2015). 손자녀 돌봄지원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논
문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50, 69-96.
김은정(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 서영희(2007). 조부모와 손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김혜경(2006).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각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
관계적 특성의 차이. 사회복지정책, 27, 55-77.
백문화,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백선정(2012). 경기도 황혼육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서동인(1996). 10대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친조부 모․외
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서동인, 유영주(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아동학회지, 12(2),
154-172.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15-432.
오선영, 장혜진, 조윤정(2006).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아동권리
연구, 10(4), 577-604.
원서진(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53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이연숙, 오찬옥, 윤영선, 배혜영, 최혜정(1992). 삼대가족의 생할상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28(1), 263-293.
이용한, 양승규, 이영세(2001). 대학생이 인식한 친-외조부모의 도움. 노인복지연구,
13. 97-111.
이재림(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31(2), 1-24.
이재연, 김명숙(1990). 한국 취업모 자녀의 탁아형태 변경양상과 그 문제점. 아동연
구, 5(1), 13-42.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양
육 행동에 대한 연구 –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29(2), 441-458.
이현수(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체험연구. 질적연구, 8(1), 67-78.
장희경,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60(1), 211-224.
정문자(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厚武子(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황혜영(2004). 조모의 지원 및 조모 - 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ranti, C. C. R. (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343-352.
Clarke, L., & Roberts, C. (2004). The meaning of grandparenthood and its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In A. Walker & C. H.
Hennessy (Eds.), Growing Older: Quality of Life in Old Ag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Cox, Martha. J., & Paley, Blair. (1997). Familly as syste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Deleire, T., & Kalil, A. (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39(2), 393-412.
Eisenberg, A. R. (1988). Grandchildren's perspectives on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The influence of gender across generations. Sex Roles,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초등학생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537

19(3/4), 205-217.

Geurts, T., Tilburg, T. G. V., & Poortman, A-R. (2012). The grandparent
-grandchild relationship in childhood and adulthood: A matter of
continu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9(2), 267-278.
Glaser, B. G. (2008, Nov 29).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Grounded theory review an international journal, posted Nov. 29,
2008, from http://grounddetheoryreview.com/2008/11/29/the-constantcomparative-method-of-qualiative-analysis-1/
Gregory, C. S., & Patrick, A. P. (2007). Risk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among
children raised by custodial grandparents. Psychiatric Services, 58(10),
1303-1310.
Goodman, C. C., & Silverstein, M. (2001).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of close relations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2(5), 557-578.
Hughes, M. E., Waite, L. J., LaPierre, T. A., & Luo, Y. (2007). All in the family;
The impact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grandparents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62(2), S108-S119.
Kivnick, H. Q. (1983). Dimensions of grandparenthood meaning: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5), 1056-1068.
Lumpkin, J. R. (2008). Grandparents in a parental or near-parental role : Source of
stress and coping mechanism. Journal of Family Issues, 1(Feb), 357-372.
Mahne, K., & Motel-Klingerbiel, A. (2012). The importance of the grandparent
role - A class specific phenomenon? Evidence from Germany.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7(2012), 145-155.
McGowen, M. R., Ladd, L., & Strom, R. D. (2006). On-line assessment of
grandmother experience in raising grand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32(8), 669-684.
Mueller, M. M., & Elder, G. H. (2003). Family contingencies across the
generations: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 holistic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May), 404-417.
Nyland, B., Zeng X., Nyland, C., & Tran, L. (2009). Grandparents as educators
and carers in china.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1), 46-57.
Ochiltree, G. (2006). The changing role of grandparents. AFRC Briefing 2006-2,
1-9.

53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Pew Research Center. (2010). The Return of the Multi generational Family

Household.

Pew Research Center. (2010). Since the Start of the Great Recession, More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Pinson-Millburn, N. M., Fabian, E. S., Schlossberg, N. K., & Pyle, M.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July/August), 548-554.
Rossi, A. S., & Rossi, S. J. (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Ruiz, S. A., & Silverstein, M. (2007).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and the
emotional well-being of late adolescent and young adult grand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63(4), 793-808.
Sands, R. G., &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Conger, K. J. (1991). Parenting
factors, social skills, and value commitments as precursors to school failure,
involvement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6), 645-664.
Smorti, M., Tschiesner, R., & Farneti, A. (2012). Grandparents-grandchildren
relationship.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2012), 895-898.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Statham, J. (2011). Grandparents Providing Child Care. childhood wellbeing
research center.
Stasova, L., & Krisikova, E. (201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and importance of older generations in lives of today's
families. SHS Web of Conferences, 10(44), 1-7.
Strom, P. S., & Strom, R. D. (2011). Grandparent education: Raising grand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37(10), 910-923.
Vandell, D. L., Mccartney, K., Owen, M. T., Booth, C., & Clarke-Wewart, A. (2003).
Variation in child care by grandparent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75-381.
Waldrop, D. P., & Weber, J. A. (2001). From grandparents to caregiver : The

조부모 공동양육가정 초등학생 아동의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539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2(5),
461-472.
Whitbeck, L. B., Hoyt, D. R., & Huck, S. M.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November), 1025-1035.
Woods, R. D. (1996). Grandmother roles: A cross cultural view.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23(4), 286-292.
논문 접수: 2016년 8월 30일
논문 심사: 2016년 9월 21일
게재 승인: 2016년 10월 6일

54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ildren’s Experiences Of
Relations with Grandparents in Co-parenting Family

Yunhee Jung(Korea National
Heejoung K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in
grandparents co-parenting families, especially their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nine upper-graders in elementary school.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interviews based on those
questions took place twice per participant.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nalysis produced a main theme "Growing further on the
basis of grandparent’s love." Four categories were identified (1) obtaining positive
psychological support, (2) ambivalent feelings and expectations, (3) understanding of
conflicts inevitable among two generations, and (4) learning the lessons from the
wisdom inspired by grandparen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counseling,
education, and future studies are proposed.
Key words: co-parenting, co-parenting family, relations with
grandparents, relations with grand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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