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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성인교육적 함의1)
신 용 주2)
요약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이 발달심리학이론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개념에 기초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 모형을 개관하고 성인교육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
기 모형은 아버지 부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기존의 결핍모형을
대치하는 긍정적 모형으로 자녀의 욕구충족과 발달을 위해 헌신하며 윤리적 책임을 갖
는 능동적 아버지 역할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에 반해, 본 연구는 생산적 아버
지역할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인교육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생산적 아버지역할의 수행은 남성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자녀와의 공감과 연계감을 갖도록 지원한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성인교육적 함의를 전 생애발달심리학적 관점과 발달
과업, 생활체계, 경험학습 및 전환학습의 차원에서 각각 탐색해 본 결과, 생산적 아버지
역할은 성인기 발달과업 중 생산성의 달성에 핵심적이며, 실제적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경험학습 과정이며, 삶의 새로운 의미 창출로 전환학습이 이루
어지는 성인학습 과정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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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역할하기의 정의와 차원이 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 및 성역할의 변
화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직도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생계
부양자이자, 성역할 모델이며 훈육자이자 놀이 친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
근 미디어를 통해 자녀와 물리적으로 함께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친밀한 모습의 아
버지상이 소개되어 왔으며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양육에 참여하
는 아버지상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심리
적인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직업과 가족
의 책임 속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신용주, 2008).
지금까지 아버지 관련 연구들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자녀의 복지 및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학교 성취도, 사회적 능력, 정서적 안
녕, 인지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Jeffee,
Moffitt, Caspi, & Taylor, 2003; Lamb, 2002; Palkovitz, 2001). 또한 아버지와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약물남용부터 학교생활의 실패 및 비행에 이르
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보고한다(Blankenhorn, 1995; Hobson, 2002;
Snary, 1993). 그러나 남성 자신은 과연 부모역할 수행 경험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성은 아버지기(fatherhood)로 진입하면서 부모됨과 부모역할하기가
남성의 삶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과 함께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며,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며, 자아의 변화가 일
어나고, 사회적 관계망도 변화된다. Palkovitz(2001)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
모로서의 성숙도 간의 관계를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결과 일반적으
로 부모역할하기는 남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들은 아버
지가 됨으로써 더욱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고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더 민감해
졌으며 감정 조절 능력이 증가하여 자녀와 배우자에게 더 헌신적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기 동안 남성은 더 책임감 있게 다음 세대를 보살피며, 자신에
게 맡겨진 직업, 가족 및 자녀양육 책임을 조화롭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
의 윤리적, 정신적 인도자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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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Palm(1997)은 자녀의 존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아버지의 사회적 연계망에 변화가 일어나며, 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하고, 파트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 친밀감이 약화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자신의 부모 형제와 더 친밀
해졌으며 또한 지역사회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커리어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으나 직업과 아버지역할의 책임 간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
다.
Erikson(1950), Levinson(1978), Valliant(2002) 등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을 연
구한 학자들은 성인은 중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의 정
신적 성숙으로 이끄는 개별화된 자아 발달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rikson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는 생산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
의 내적 자원을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동원하여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미
덕을 터득하는 것으로, 직업적 역할,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 등 다양한 역할과 관련
된다. 남성에게 성인기 발달과업 중 생산성의 성취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버지역
할 수행을 통한 생산성의 획득은 발달과업의 달성은 물론 심리적 복지감이나 자아
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근래 우리나라 성인초기의 남성들이 ‘배우자
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등의
발달과업을 여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보고(장휘숙, 2008)는 우리
나라 남성들이 가족 관련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을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인
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아버지역할하기가 남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남성의 성인발달을 아버지역할하기와 관련하여 접근한 모형이나
이론은 아직 활발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온 분야인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성인기 발달과업으로
서 아버지역할이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또한 아버지
의 자녀양육 참여가 아버지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기 위하여, 근래
바람직한 아버지역할로 제시되어 온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의 개념을 개관한 후 전
생애발달 이론 및 발달과업 이론, 생활체계 이론, 경험학습론 및 전환학습론의 관점
에서 성인교육적 함의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중요 영역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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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시
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아버지역할과 남성의 삶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성에게 가족 내의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
며 자아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달적 사건이다. 또한 지금까지 많
은 남성들이 지녀왔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
행하도록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아버지가 된 남
성은 예전보다 가족과 자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새롭게 느끼며 자신의 건강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아버지가 되는 것과 남성의 건강의 관계에 관
해 연구한 Garfield와 Isacco(2010)는 아버지기로의 전환으로 인해 남성의 복지감이
약간 감소하기도 하며, 역할 긴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내
의 임신과 출산으로 남성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 등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
성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역할을 통한 남성의 성장과 발달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기를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되고 발전한다. 가족생활주기 이
론들 역시 성인발달과 자녀의 성장에 부응하는 부모로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uvall, 1977). 최근 일어난 가족의 변화는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 상을 넘어
자녀와 더욱 직접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격려한다. 이와 함
께 성인발달의 일반 이론을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적용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Palm(1993)은 남성의 성인기 발달, 특히 부모기 동안에 일어나는 발달의 긍정적
인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심리적․성격적 발달은 성인기 동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성인기의 발달은 중요한 생애 사건들(life events)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Nergarten & Datan, 1973), 남성에게 있어서 부모됨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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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직면하게 되는 강력한 생애 사건이다. 부모기는 새로운 기술과 태도를 익히면
서 중요한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Cowan, 1988), 남성과 여성은 부모
기 동안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남성의 부모역할 관련 기술이나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성들은 부모역
할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성숙해지며,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역할 수
행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경제적 지출과 인간관계 면에서 적지 않은 희
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자부심, 사랑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Palkovitz, 2001).

심리적 복지감과 자아존중감
생애 발달과정을 적용한 미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결과 성인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호의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회상할수록 성인기에 더 긍정적인 부
모자녀 관계를 갖고, 생산감도 더 많이 발달되며, 중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신, 2005). 또한 성인기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생
산감이 많이 발달하였으며, 생산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도 증가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기 동안의 발달 및 심리적 복지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더 나아가 성인기 이전에 부모의 호의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어도 성인기
동안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거나 높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성인기 동안의 부모역할의 충실한 수행은 성인기 이전에 가졌던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인 경험도 완화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자녀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는 발달과
업을 달성하여 높은 생산감과 심리적 복지감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자녀가 성인
이 되었을 때 높은 심리적 복지감을 갖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인이
다. 이처럼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수행은 성인기 발달과업인 생산성
의 성취와 함께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의 획득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Dick과 Bronson(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아동․청소년기 동안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는 성인기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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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자녀에게 긍정적 자아개념과 함께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긍
정적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장래에 파
트너나 자녀와의 관계 및 다른 대인관계를 유지 및 관리할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
였다. Dutton(1998)은 정서적으로 아버지와 가깝지 않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성장한 남성은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수치심으로
상처받았다고 보고하여 특히 아들의 건강한 정체성과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달이론을 토대로 성인남성의 부모역할 경험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연구한 Newman과 Newman(1988)은 남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기
동안 부모역할의 가치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 정서적 발
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감정조절과 표현력, 경청능력, 상
호작용 및 공감능력, 양육 능력, 인내심과 분노조절 능력을 키우게 되며, 부모역할
의 어려움을 견디는 법도 익히게 된다. 또한 아버지 역할을 통해 희망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창출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이처럼 부모기
동안에 남성은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게 된다. 또
한 자녀 양육 경험으로 형성된 정서적 친밀감이 자아인식에 포함됨으로써 남성의
자아가 성장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
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자녀와의 강
한 연대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부모기는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과 발달이 일
어나는 시기이며, 아버지의 성장은 자녀의 출생 전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된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
Erikson(1950)은 인간의 발달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거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8단계로 이루어진 생애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각
발달단계에 성취해야할 발달과업과 또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를 함께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이론(psychosocial crisis theory)으로 소개되었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generative fathering) 이론은 Erikson의 생산성 즉 중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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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후진 양성욕구 이론을 적용하여 아버지역할하기를 생산적 일로 개념화한
Hawkins와 Dollahite(1997)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Erikson은 자신의 인간발달 이
론에서 생산적 일은 세대 또는 생산에 기여하는 돌봄 활동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Erikson이 제시하는 생산성은 전 생애 인간발달의 제 7단계로 청년기의 정체성 단계
와 성인초기의 친밀감의 단계 다음인 성인중기에 나타난다. 그는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심리사회적 위기 또는 발달과제를 성취했을 때의 생산감 대 성취하지 못했을
때의 침체감(generativity versus stagnation)의 대치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보통
40-65세에 이르는 성인 중기동안 성인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타인을 보살피며 생
산적인 일에 헌신함으로써 생산성을 확립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
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침체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Erikson은 생산
성을 더 넓은 의미로 보았으며, 생산성의 달성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생산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여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돌보는 미덕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직업역할, 부
모역할, 배우자 역할 등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생산성은 자신 밖의 누군가를 돌보거나 다음 세대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의 성공적 노화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남성에게 있어
서 생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은 자신보다 더 오래 존속할 생명체나 일
의 형태로 자신의 본질을 투자하는 것이다(Valliant, 2002). 생산적 역할하기란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
지역할하기로 남성의 자아존중감 및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King, 2010).
생산성은 주로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생산적 과제는 보통
30년에 걸친 세대 또는 생산의 정신에 기여하는 돌봄 활동을 말하며(Erikson, 1968),
여기에는 사고, 생산물, 성숙한 사람들, 예술 작품 등이 포함된다(Snarey, 1997).
Erikson(1950)은 생산성의 느낌 즉 생산감을 획득하는 것이 성인기 동안의 건강한 발
달을 이루는 데 결정적이며, 이 단계의 발달을 위한 과업의 달성에 미치지 못했을 경
우 성인들은 침체감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발달단계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도록 학습한 것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것이
다(Erikson, 1982: 67).” Erikson(1950)의 이론을 토대로 Snarey(1993)는 생산적 아버지
역할하기의 개념은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돌봄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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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일이라 정의하였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의 삶에 적극 참여하며 아버지 역
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결핍 패러다임에 기초한 아버지 역할 모형이 부적
절하며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의 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결핍 패러다임이 아
닌 생산적 모형에 충실함으로써 남성은 헌신하고, 선택하고, 보살피고, 변화하고, 창조
하고, 연계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King, 2010).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서 생산성의 개념은 자녀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생산성
(biological generativity),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로서의 생산성(parental generativity),
문화의 전수와 관련된 사회적 생산성(social generativity)의 3가지로 분류된다(Kotre,
1990; Snarey, Son, Kuehnne, Hauser, & Vaillant, 1987). 생물학적인 생산성은 생물학
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모로서의 생산성은 어린 세대를 양육함으로써, 사회적 생
산성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자원봉사 등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각각 달성 가능하
다. Snarey(1993)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관심과 사회적 생산감은 상호의존적 관계
라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로서의 생산성을 자녀의 발달과정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역동
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아버지역할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 사
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물질적, 정서적 자원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한편 Dollahite, Hawkins와 Brotherson(1997)은 Snarey(1993)의 모형에 윤리성의 개
념을 추가하여 더욱 진화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생산
적 아버지역할하기가 자녀와 지속적인 윤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으
로써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버지역할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생산적 아버지역
할하기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는 윤리적
의무에 기초한다. 이 생산적 윤리에 대해 Dolahite 외(1997: 19)는 “아버지를 편리함과
안락함으로부터 이끌어서 세대를 거쳐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관계에 반응하고 돌보는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로 인도하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부모역할의 기쁨
과 어려움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생산성은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점은 아버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버
지들은 대개 어머니들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 준비가가
덜 된 채로 아버지가 된다. 소년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치며 아동양육에 대해 소
녀들에 비해 훨씬 비체계적이며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학습한다.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개념에 적절하게 가사노동을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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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Dollahite 외(1997)는 아버지가 생산적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은 시간과 맥락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모로서
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기술이 성장하는 시기
로 보았다. 또한 부모역할 수행의 경험이 생산성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성인기 동안 다음 세대를 보살피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생산성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생산적 아버지역할의 모형을 제안한 Dollahite 외(1997)에 의하면 생산적 아버지역
할하기에는 자녀의 의존성, 자원의 희소성, 변화 및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4 가지 유형의 일이 포함된다. 생산적인 아버지역할을 구성하는 4 가
지 일은 윤리적 일(ethical work), 관리하는 일(stewardship work), 발달적 일
(development work), 관계와 관련된 일(relationship work) 등이다(이영환 이진숙 조복
희, 1999). 첫째, 윤리적 일은 자녀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헌신과 함께 자녀의 요구에 반응적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관리하는 일은
자녀와 가족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자녀가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욕구를
보살필 수 있도록 성장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적, 헌신적인 노력을 의미한
다. 셋째, 발달적 일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다
양한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보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넷째, 관계와 관련된 일은
자녀가 주위 사람들과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고, 타인과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생산적 아버지역할에는 서약하기, 선택 및 창조하기,
헌신 및 보살피기, 변화 및 관계 맺기, 의사소통하기 등의 책임이 따른다(이영환 외,
1999). 결론적으로, 생산적 아버지역할이란 자녀의 욕구 충족과 바람직한 발달을 촉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며 자녀와 윤리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역할이다. 중년기 성인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
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가 생산적이라고 인식하며, 특히 남성이 아버지의 역할
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생산감도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
(Christiansen & Palkovitz, 1998)는 남성의 생산성의 성취에 있어서 부모역할 수행이
핵심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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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발달이론 및 발달과업에 의한 접근
아버지역할하기는 성인기 동안 일어나는 역할 변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성인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전 생애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발달단계를 중심
으로 성인기 특히 부모기 동안의 생산적 아버지역할에 접근할 수 있다. 전 생애발
달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평생에 걸쳐 발달과업을 성취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자아존
중감을 얻을 수 있으며, 발달 단계 마다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서 달
성해야할 과업이 따로 있다고 보았다(Erikson, 1952; Havighurst, 1982). 이들의 생
애주기 분류에서는 성인전기에 주로 배우자 선택,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지식
과 정보의 습득, 민주시민으로의 책임감 향상 등을, 성인중기나 후기에는 시민적,
사회적 책임의 고양, 자녀의 사회 이행을 돕는 등 가족 및 자녀양육 관련 과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발달과업으로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 생애발달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Erikson의 심리사회학적 이론과 함께 Havighurst(1982)의 발
달과업이론도 많이 알려져 있다. Havighurst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6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생물
학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적응의 문제를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s)이라고 정의하였다(신용주․김혜수, 2011). 또한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다음 단계의 과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발달과업에는 자신의 성에 적합한 특성 획득,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부모
의 가치 형성, 친구관계 및 지적기능의 발달 등 5가지 영역이 포함되며, 각 발달단
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발달과업을 6-10개 항목에 걸쳐서 설명하였다. 그 중에
서 부모역할 관련 발달과업으로는 성년초기(19-29세)의 ‘자녀양육’과 중년기(30-55
세)의 ‘10대 자녀가 행복한 성인이 되도록 지원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10세 단위로 생애단계를 분류하고 각 단계별 생활변화와 발달과업을 제시
한 Wortley와 Amatea(1982)는 직업, 가족, 친밀성 및 내면생활의 4개 생활 영역으
로 분류하였다. 부모역할 관련 발달과업으로 20대에는 결혼, 출산, 첫 아이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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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30 대에는 출산과 양육, 자녀의 성장 지원 등이, 40대에는 가족 내의 청년기
자녀와의 관계 조정 등이 제시되었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부모역할
은 발달과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장휘숙(2008)은 성인초기의 시작
시기를 남성 30세, 여성 28세 로 추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우리나라 남성
들에게 결혼과 가족,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발달과업의 성취가 여성들에게 보
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은영 정태연(2005)은 성인초기
(19-32세), 성인중기(33-52세), 장노년기(53-70세)의 3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현재 갖
고 있는 관심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중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초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대인
관계로부터 친밀감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성인중기에는 자녀양육을 통해 생산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Erikson 및 Havighurst의 발달이론을 지지한다.
이처럼 전 생애발달이론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 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으며, 이 발달과업의 성취는 건강한 자아의 확립에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생애 단계 별 발달과업 중에서 생산성의 성취에
는 부모역할의 수행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신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남성의 성인기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계적 접근
생활체계(life structure)를 개인과 환경의 관계로 설명한 Levinson, Darrow,
Klein, Lavinson과 McKee(1978)는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성인기의 주요과업에 대해
성인기로 진입하는 성인초기(22-28세)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 생활체계를 개발한다고 하였다. 또 성인기의 절정기인 안정
기(33세-40세) 동안에 일, 가족, 우정 및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게 되는 두 번째 생
활체계를 개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Levinson 외(1978)가 제시한 이러한 생활체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접근할 수 있다. Levinson(1996)은 발달
이란 생활체계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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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단계는 평생에 걸친 생활체계의 발달단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성인의
생활체계는 안정된 시기인 안정기와 변화가 급격한 시기인 과도기로 분류되며, 발
달과업은 생활체계의 발전에 의해 생애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vinson(1996)은 생활체계가 개인의 역할 및 생애전환(life transition) 사건에 의
해 재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체계가 변화되며 성인의 발달
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생애전환 사건은 성인기에 일어나는 발달의 주요 요인이
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인의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생애전환 사건이다
(Merriam, 2005). 생애전환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성인들은 생활체계를 더욱 효과
적인 것이 되도록 새롭게 재구조화함으로써 이에 대처한다. 부모됨이라는 생애전환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상황 및 문제와 대면하여 이에 적응하
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산적 아버지역할 수
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생활체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새로운 아버지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도록 생
활체계를 단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생애전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들이 예전부터 지녀왔던 생활체계는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재편되면서 남성의 성인기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험학습론적 접근
경험학습은 학습을 일상의 삶 속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과 체계로 접하게
되는 끊임없는 경험의 획득과정으로 파악한다. 경험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경험
을 중시하고 학습의 기초로 활용한다. 경험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
여 이에 필요한 지식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성인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경험학습론에서 보는 아버지역할에 대한 적응 과정은
남성이 성인기 동안 새로운 환경을 맞아 이에 대응하고 성장해 가는 경험학습 과정
이다. 부모됨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남성은 그 상황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에 의한 실천적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의 실천에서 개인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Knowles(19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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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라고지에서 주창한 바와 같이 성인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였던 Dewey(1952)가 제시한 학습주기, 즉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에 기초한 문제인식, 아이디어 도출, 반응의 시험, 결과 유도, 이전 개념
의 확인 및 수정으로 이어지는 학습주기(신용주, 2006)를 생산적 아버지역할에 적용
할 수 있다. 아버지역할 경험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시험한 후 결과에 따라 이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Kolb(1984)가 제시한 학습주기에 속하는 경험학습과정으
로도 이해할 수 있다. Kolb의 학습주기는 학습자가 새롭고 실제적인 경험을 거친
후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반추하는 성찰적 관찰 단계, 아이디어와 개념을 창출하게
되는 추상적 개념화 단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학습내용을 활용해보는 적극적인 실험 단계로 구성된다. 새롭게 아버지가 된 남성
은 생산적 아버지역할에 요구되는 자발성과 창의력, 헌신과 선택 등을 자신이 처한
실제의 양육 상황에서 실험해보고, 자녀양육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부모기 동안
매일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상황적 지식을 쌓아
가는 과정이며, 자녀를 보살피며 함께 공감하는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학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환학습론적 접근
또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남성의 성인기에 있어서 전환(transformation)학습
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지금까지 비교적
남성으로서, 가부장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자녀의
욕구충족, 돌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연계 맺기 등에 헌신하게 되는 전환의 과정
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보살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인간관과 세계관에 변화가 생
기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전환학습이 이루어진다. 전환학습
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떻게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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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창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Mezirow(1991)가 제시한 성인학습 고유의 전
환학습 과정이다. 전환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질문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의미
를 창출하는가?”이다(신용주, 2006).
앞서 논의한 경험학습이 실천 경험을 통한 상황적 지식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
면, 전환학습론에서 강조하는 관점 전환이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환학습은 성인 학습자가 예전부터 지녀왔던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관점전환은 지금까지 남성들
을 지배해왔던 전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
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직업적 책임과 생계부양자의 역할에 치중했던 삶의
중심이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변화됨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들에게 전환학습이 일
어나게 된다. 특히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 가족 관리자로
서의 책임, 발달 촉진자로서의 책임, 좋은 관계 개발자로서의 책임 수행을 통해 삶
의 초점이 자녀 출생 전과는 확연히 바뀌고 다원화됨을 인식하게 된다.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며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자녀의 건전
한 성장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될 때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
점의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생산적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과 자녀
는 물론 자신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
의 삶과 아버지됨에 대해 성찰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새로운 역할에 직면한 성인 남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
던 믿음과 가정들을 수정하는 관점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자신의 삶으로 재통
합하는 전환학습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부재로 인한 아동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온 결핍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버지 역할모형으로 제시되어온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
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생산적 아버지모형이 갖는 성인교육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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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 모형은 Erikson(1950)의 전 생애발달 심리이론에서 제시된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된 것으로 자녀양육에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상을 강조한다.
최근 부모역할하기는 아버지의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
며, 자녀의 발달은 물론 아버지의 성인기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의 모형 및 개념
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 생애발달이론 및 발달과업, 생활체계, 경험학습
및 전환학습 등 성인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전 생애발달적인 관점에서 남성
은 생애발달단계 중 중요한 발달과업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생활체계에
변화가 발생하며 성인기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험학습 차원에서 생산
적 아버지역할하기는 새롭게 직면한 자녀양육 상황에 대응하고 자녀 돌봄이나 가족
에 대한 헌신과 같은 새로운 책임에 적응하면서 상황적 지식을 축적해가는 성인학
습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전환학습의 차원에서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과거의 인식과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배려심, 인내심, 윤리성
등 생산적 아버지역할에 요구되는 자질을 터득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생산적 아
버지역할을 수행하며 느끼는 기쁨과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출하게
되므로 성인남성의 전환학습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의 유아기 발달에 집중되어온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교육 분야에서 큰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제공되어왔다. 근래
반응적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신용주, 2009)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산적 아
버지역할하기 모형은 성인교육 이론의 적용을 통해 윤리적 책임의식을 동반한 아버
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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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ve Fathering: From Perspectives of Adult Education
Yong-joo Shin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overview the concepts of generative fathering
and discuss its concepts from adult education perspectives. Previous studies on
father involvement were mainly based the deficit model which emphasized the
negative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children. Generative fathering, first
suggested in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al theory, evoked a positive,
ethical, and responsible way of fathering. This study was focused on identifying
the effects of fathering on father himself. Many studies asserted that fathers
benefit from their fathering experiences by increased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nd connectedness.
In this study, constructs of generative fathering were analyzed in terms of
life-span development and developmental tasks, life-structures, experiential
learning and transformative learning. It was concluded that adult man could
develop through generative fathering which is perceived as adult learning process.
Finally, implications for new father education program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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