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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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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 기관으로 이양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Hur, 1997). 왜
냐하면 가정의 기능 중에 부모가 자녀를 교육·양육(Educare)하는 사회화 기능은 가정에
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어릴 적부터 부모가 최초의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S eg al(1985)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며 자녀의 학습 및 정서교육 뿐 아니라 훈육과 생활 지도까지
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의 소득
과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일치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가정 소득에 따라서 양육행동이 다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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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한종혜, 1980 ; 양문현, 1984)와 함께, Grossm an과 et als.(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가정소득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을 다루면서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어머
니들의 자녀 양육행동의 일반적 양상을 고찰하여 현 시대에 맞는 어머니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6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있어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자녀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의 바
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에 기초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행동(가족간의 접촉, T V시청, 과외 활동 및 읽기 자
극, 학업 성적, 훈육, 집안 규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들의 학력 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Kitano, 1964). 고전에 의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볼 때, 어린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하는 부모는 어려서부터 어린이를 엄격히 훈육하여 교육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선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하는 부모는
선함이 외부로부터 손상 받지 않도록 교육해서 선함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W eber,
1984).
실제적인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부모 자녀 관계의 정의
적인 면에 초점을 둔 정신분석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욕구 좌절된 그 당시 이루지 못했던 욕구의 표현으로 자녀에게 과
잉보호 또는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McGillicuddy- DeLisi & S ig el, 1995).
양육태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일반적인 정의적 태도였으나, 최근에는 유아의 성격적인
면보다는 인지 발달과 연관시키려는데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정원식, 1974). 즉 인지
훈육적 양육 태도는 주로 지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196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보처리자가
되고 또한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행동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후반 DAP(Developm entally Appropriate Practices)의 출현으로 어린이의 나이,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유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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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분론적 입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개념을 주장했다. 재개념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되면서 다문화적 접근, 페미니즘, 다양성 이론,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시각으로서
이전에 중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모역할 수행
의 시대적 변천과 함께 양육 행동에 관련된 각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요인, 정서
적 요인, 부모의 학업성취 기대와 숙제개입의 요인, 훈육 및 체벌 요인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는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에 의한 차이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
모 양육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Cohler(1989)의 연구에서 중류 계층의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따뜻한 양육방식을 사용했으
며 상벌보다는 자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족을 얻는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하류 계층
의 어머니는 상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ohn(1963)과 S egal(1985)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외부적인 규범의 일치, 권위, 복종, 예절을 강조하는 반
면에,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은 자아 통제, 민주적 태도와 독립심을 강조한다는 것을 나타
냈다.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녀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는데 Baum rind(1971)는 학령전 유아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양육적이고 자녀에게 덜 통
제적인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연구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애정적, 외향적, 긍정적, 수용적이었고, 어머니의 학력 정도
가 낮을수록 거부적, 통제적, 의존성을 나타냈다고 했다(한종혜, 1980 ; 양문현, 1984 ; 이
은수, 1985).
부모의 사회 경제적 요인 외에 부모의 직업이나 결혼 생활의 만족도 및 양육에 따른 주위
의 지원 여부가 부모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Belsky, 1984 ; Dix, 1991 ; Parke, 1981). 부모
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며, 반대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므로 양육 태도에 차이가 나게 된다(Dix,
1991). 부모의 따뜻한 정서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발달을, 반대로 부모의 적대감은 유아의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하게 된다(Grusec & Lytton, 1988 ; Maccoby & Martin, 1983).
부모의 따뜻한 정서와 아동의 긍정적 자아 개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반대로 부모의 적
대 감정 또는 냉담한 정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Cox , 1970 ;
S ears , 1970). 부모의 따뜻함으로 자녀와 관계가 좋고 민주주의적 양육 태도를 보인 부모
는 자녀의 I.Q검사의 좋은 성적과 상호 연관되었으며 반면에 거부하는 태도로 체벌을 하
고 자녀와의 관계가 조화스럽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I.Q검사에서 좋지 못한 성적과 관련
이 되었다(Hurley, 1965).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학업성취 기대에 따라 자녀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경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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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이것은 근시적 안목에서 볼 때는 학문적 기술, 능력이 신장되어지지만, 거시적인 안
목으로 볼 때 학령전 아동은 덜 창의적이 되고 자라서 유치원 시기가 되면 불안해하는
아이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Hirs h- Pasek, Hyson & Rescorla, 1990).
숙제에 대한 부모의 개입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어머니들의 92%, 중국 어머니들의 68% ,
일본 어머니들의 57%가 자녀의 학교 숙제를 충실히 끝낼 수 있도록 개입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Chen & S tevenson, 1989). 따라서 숙제와 관련해서 부모의 개입과 자
녀의 학업 성취도와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T V시청 시간(Anderson & Collins,
1988)과 숙제하는 시간의 양(Gordon, 1972)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T V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초기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초등 학교에 입학해서 읽기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T V시청 시간을 제한하지 않
는다면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Anderson & Collins, 1988).
엄부자모의 격언처럼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스런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 지
도, 교육, 훈육을 담당하며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정서적인 위안자나 가족의 치료자로서
의 역할을 한다(Yi, 1993). 고전에 의한다면 훈육에 관한 한 자녀가 부모 말에 복종을 하
지 않을 때와 행실이 옳지 못할 때 체벌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즉, 부모의 감정
이 통제된 가운데 적절히 쓰는 체벌은 자녀에게 오히려 교육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와 같은 행위가 서양에서는 아동학대로 여겨진다. 따라서 체벌의 개념은 동양과 서구 사
회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박정숙(1984)의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의 지각에 관한 연
구에서는 표집 대상의 유아들의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때리지 말 것이
라고 보고함으로써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유아 양육에 있어서 체벌을 적지 않게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Hur(1997)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 아동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은 양육 태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한국의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과 미국의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느낀
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국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
시하는 편이고(Yi, 1993) 미국 문화권에서는 독립심 함양을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T obin, W u & Dav idson, 1989). 그러므로 한국 교포 부모들은 자녀가 불복종시 체벌하는
것이 한국적 가치로는 교육적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 미국 사회의 가치기준에서는 아동
학대로 간주되므로

죄의식을 느낀다고 언급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릉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10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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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치원생의 어머니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 117명 중 6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했다. 질문지는 총 180부에서 143부가 회수
되었으나 일부 정보 불충분한 26개 질문지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 연령은 평균 8.5세이며, 어머니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61%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180만원이
었다. 직업은 대부분 전업 주부가 72.6%를 차지하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8.9%로 월등
히 많았다. 가족 수는 4명이 73.5%로서 가장 많으며 어머니 연령은 평균 36세이다. 또한
6명의 인터뷰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36세이며 자녀 연령은 평균 9세이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200만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서 원본은
Caldw ell and Bradley(1986)에 의해 만들어진 Hom e S hort F orm 이라는 질문지를 연구자
가 채택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문화 차이로 변형 또는 삭제를 하였다.
본 연구자가 문항의 삭제와 변형을 위해서 사전 검사 이전과 이후에 전문가 회의를 2차
례에 걸쳐서 심의한 후 삭제 또는 변형하게 되었다. 문화 차이로 삭제된 내용은
S tep- father(의부)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훈육 형태 중에서도 감금시키기, 용돈이나 T V시
청 철회하기, 방에 한 시간 이상 가두기, 집안 일을 벌로 시키기 등이었고, 그 대신 예비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소리 지르기를 새로이 첨가시켰다. 읽기 자극과 관련된 질
문에 있어서는 신문 구독을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학습지나 교육 자료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하느냐로 변형했다. 성적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학
교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권유하기와 공부 시간을 많이 갖도록 시간을 같이 하기와 같
은 질문보다는 학원을 알선해서 보내기와 가정 교사 구하기와 같은 질문으로 바꾸어 새
로이 첨가시켰다. 문화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어린이 박물관, 과학 박물관, 역사 박물관을
자주 방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음악회 및 공연과 박물
관을 자주 방문하느냐로 대체하기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수정·보완한 문항
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문항 수는 38문항이다. 전체에서 개방식 질문은 8
문항이고 나머지 30문항 중에 6문항은 가족간의 접촉 및 T V관련, 8문항은 과외 활동 및
읽기 자극, 6문항은 성적 관련, 10문항은 훈육 관련 및 집안 규칙과 관련된 문항이다. 개
방식 질문에서는 연구자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모 역할의 고충, 훈육 내용 및 방법,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 취하는 부모의 행동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하도록 개방식으로 질문했
다. 반면 면담을 위해 준비한 문항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특별 활동, 가정에서 쓰는 훈육
법, 학업 성취의 중요성, 어머니 학력/ 소득 수준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2. 연구절차
본 검사 실시 전에 본 연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중에 초등 학교 학부모만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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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명을 선택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
화 차이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또는 적용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 삭제와 수정
을 했으며 삭제된 부분에 양육 태도에 대한 질문을 첨가시켰다. 새로이 첨가된 질문은 학
업 성취와 과외 활동에 관한 것을 첨가시켰다. 면담에 대한 예비 검사는 3명 대상으로 하
여 면담 질문에 적합한 몇 개의 구체적인 질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자녀는 6세에서 10세 사이에 해당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아동을 통해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질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 6명의
면담 대상자를 연구자가 선택하여 전화 인터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작성하여 면담은 직접 전화로 약 30분
에서 40분 사용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내용별로 분석했다. 과외 활동, 훈육 방법, 학업 성
취도, 어머니 학력 수준과 양육 행동, 가정 소득 수준과 양육 행동 관계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 6명의 면담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117명중에서 면담 가능하다고 승락한 32명 가운
데 13명만이 최종 승낙하였으며, 그 중 학력수준의 차이를 두 그룹(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서 최종 6명으로 연구자가 선정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 1은 백분율과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 2는 Chi- square 검증을 통해 각 문항과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라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면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 노트(field notes )의 기록
과 내용 등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질문을 통해 자녀가 현재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활동별로 나누었
고, 체벌에 관한 질문은 체벌을 한 적이 있다/ 없다로 나누었으며 체벌시 사용했던 도구나
체벌사유를 내용별로 범주화하였다. 학업성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내용별
로 나누어서 분석했으며, 학력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
에도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다/ 낮다로 나누어 내용별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질적 자료(면담 내용)는 양적 연구를 지지하거나 실증적으로 해석하기 용이
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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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 어떠한가?
① 가족간의 접촉
가족 모두가 친구,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질문에 43명(37% ) 이 한 달에 두번～네
번 정도 만난다고 응답하였고 가족 모두 함께 얼마나 자주 식사하느냐에 대해서는 58명
(50% )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② T V관련 요인
T V시청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110명(94%)으로 응답했으며 주중에 평균 하루 1.5시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에 평균 하루 4시간 보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중(월- 금)보다는
주말(토, 일)에 T V시청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과외 활동 및 읽기 자극
학원이나 과외 활동을 한다로 응답한 사람은 63명(54%)이고 예능 쪽으로 레슨을 받고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은 91명(78%)이며 숙제를 감독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도록 다와야 한
다고 한 사람은 105명(90% )이고 레슨 연습을 집에서 하도록 돕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62
명(53%)이었다. 부모의 지원 측면에서는 자녀의 학교 숙제에 가장 신경을 쓰며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능 방면의 레슨을 학과 공부를 위한 과외 활동보다 더 치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음악회/ 박물관에 자녀와 가는가 하는 질문에 98명(84%)
이 일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사이에 가는 것으로 응답했다. 자녀가 얼마나 자주 재미 목적
으로 책을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46명(39% )이 매일 읽는다고 응답했고, 책이나 학습지,
교육 자료를 적절히 마련해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4명(72% )이 보통으로 마련해 준다
고 응답했다. 어머니 본인이 자녀 앞에서 독서를 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 81명(69% )
이 보통 정도로 응답하고 21명(18%)이 많이 한다고 응답했다. 읽기 자극에 있어서는 부
모가 자녀 앞에서 독서를 하는 편보다는 읽기 자극에 도움을 주는 자료 마련에 더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적과 관련
자녀의 학교 성적이 어머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90명(77%)이 자녀와 얘기한 후
자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79명(67%)이 자녀의 아버지와 의논한다고 응답을 했다. 그러나
학교 교사를 만나거나, 자녀를 체벌하거나, 개인 교사와 사설 학원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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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그 대신 어머니가 직접 지도하거나 학습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자녀
가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서는 집중력 부족의 문제와 공부 습관
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녀가 과외 활동을 함으로써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부모
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실력 향상을 위함이 가장 많고 남보다 뒤지지 않
는 삶을 위함이 그 다음이며 시간 관리법을 배우기 위함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과
관련된 부모의 태도는 일차적으로 자녀에게 책임을 주고 자녀 스스로 공부 습관을 갖게
하여 자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훈육과 관련
자녀가 거친 표현을 부모에게 쓸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대화로 해결한다
(93% )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소리지르거나 체벌하기 또는 무시하기 순으로 응답했
다. 자녀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때 대화로 타이른다가 가장 많고(82%) 체벌이나 벌을
주어 즉각적 반응을 하여 가르친다가 그 다음 반응이다. 이런 반응을 자녀에게 하는 이유
에 대해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가 가장 많고(78% ) 그냥 지나치면 거짓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훈육에 있어서는 대화
로서 해결하지만 나쁜 습관이 형성될 것 같은 행동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체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다수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무관심한 척 했다(53%)로 응답했다. 애정 표현했다(97% ), 칭찬
했다(87%), 다른 사람에게 자녀 선행에 관해서 말했다(79%)로 응답한 사람은 적어도 하
루에 한 번 이상 다섯 번 정도한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110명(94% )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에서 네 번은 소리지른 것으로 응답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긍정적 훈육(애정 표현, 칭
찬)과 부정적 훈육(소리 지르기)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집안의 규칙
얼마나 자주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일을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부모 말
에 복종한다(58%), 숙제 혼자 한다(72% ), 재미 목적으로 책읽기 한다(51% )는 거의 항상
하는 일이라고 응답했고, 침대 정리하고 방 치우기는 반정도 든지 거의 안하는 일(84%)
로 응답했다. T V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할 때 자녀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 말
로써 충고하거나 타이른다가 가장 많고(82%) 직접 전원 끄고 야단친다, 신경질 내기, 다
른 일로 유도하기, 시간제한 하기 또는 집안 규칙대로 하기 순으로 응답했다. 숙제하기와
책읽기, 부모 말 복종하기는 잘되고 있으나 자기 방 치우기는 거의 안되는 일로서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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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로 남아 있고 T V·비디오게임도 규칙대로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부모의 충고
와 간섭을 받으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부모 역할의 고충
부모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자녀 앞에서 매사 모
범을 보이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훈육, 체벌하기, 전인 교육시키기, 좋은 습관 갖게 하
기, 세대 차이와 기대 차이를 줄이기, 자녀 욕구에 맞게 지원해 주기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문제 2. 어머니들의 학력 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① 학력 수준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학력 수준에 따라 양육태도가 다른 경향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p> 0.05). 차이가 있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양
육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부모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고졸 이하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이야기한 후 행동을 지켜본
다는 경우가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데 비하여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은 83.8%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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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자 녀 학 업 의 미 성 취 에 대 한 민 주 적 태 도 에 서 의 학 력 수 준 에 따 른 차 (%)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매우 그렇다

65.1

83.8

x ²=5.367

2. 중간

32.6

14.9

df =2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2.3

1.3

100.0

100.0

x²

n =117
p =.0683*
*p < .10

< 표 2> 에서와 같이 자녀가 부모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체벌하는가에 대하여 고
졸 이하의 어머니들은 전체의 18.6%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대졸이상의 어머니들은 9.5%
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고졸 이하의 어머니들이 훨씬 더 체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 표 2> 자 녀 학 업 의 미 성 취 에 대 한 체 벌 에 서 의 학 력 수 준 에 따 른 차 (%)

1. 매우 그렇다
2. 중간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고졸 이하
18.6
32.6
48.8
100.0

대졸 이상
9.5
23.0
67.5
100.0

x²
x ²=4.289
df=2
n=117
p=.1171

② 소득 수준
어머니들의 가정 소득에 따라 양육태도가 다른 경향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차이가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중
류층 어머니가 전체 16.4%, 상류층 어머니가 14.3%만이 교사와 면담을 하는 것에 비해,
하류층 어머니는 전혀 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 표 3> 자 녀 학 업 의 미 성 취 에 대 한 학 교 교 사 와 상 담 에 서 의 소 득 수 준 에 따 른 차 (%)

1. 매우 그렇다
2. 중간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하

중

상

0.0

16.4

14.3

x²=6.534

100.0

30.2

21.4

d f= 4

0.0

53.4

64.3

n=117

100.0

100.0

100.0

x

p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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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부모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체벌하는 것
에 있어서는 중류층 어머니는 전체 11%, 상류층 어머니는 16.7%정도만이 체벌하는 경향
을 보이는 반면, 하류층 어머니는 체벌을 안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 표 4> 자 녀 학 업 의 미 성 취 에 대 한 체 벌 에 서 의 소 득 수 준 에 따 른 차 (%)

1. 매우 그렇다
2. 중간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하

중

상

0.0

11.0

16.7

x²=8.412

100.0

30.1

16.7

df=4
n=117

0.0

58.9

66.6

100.0

100.0

100.0

x²

p=.0776*
*p< .10

< 표 5> 에서와 같이, 자녀가 부모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개인 교사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류층 어머니는 전체 50%, 중류층 67.2%, 상류충 64.3%가 개인 교사를
구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데 반해 하류층 어머니 50%만이 개인 교사를 구하는 경향
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 0.05).
< 표 5> 자 녀 학 업 의 미 성 취 에 대 한 개 인 교 사 구 함 에 서 의 소 득 수 준 에 따 른 차 (%)

1. 매우 그렇다
2. 중간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하

중

상

50.0

6.8

19.0

x 2=7.388

0.0

26.0

16.7

df=4

50.0

67.2

64.3

n=117

100.0

100.0

100.0

x²

p=.1167

< 표 6> 에서와 같이, 자녀가 부모 말에 복종하는 것이 가정 소득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중류층 어머니는
전체 5.5% , 상류층 4.8% 만이 자녀가 부모 말에 복종한다고 느끼는 반면, 하류층 어머니는
50%정도가 부모 말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부 모 말 에 복 종 하 는 것 에 서 의 소 득 수 준 에 따 른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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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

상

x²

50.0

5.5

4.8

x 2=7.425

0.0

35.6

38.1

50.0

58.9

57.1

100.0

100.0

100.0

1. 매우 그렇다
2. 중간
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df=4
n=117
p=.1150

또한, 6명 어머니들에 의한 면담의 결과에 있어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특별 활동은 대
부분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피아노는 기본적 특별 활동으로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
고 미술, 수영을 위해서도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지적 자극을 위해서
속셈 학원, 영어 학원, 한자 학원을 보내고 있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별도의 학습 지도를
위한 진도 계획표에 따라서 어머니가 매일 점검하며, 책은 학교 도서관, 동사무소의 마을
도서, 국립 도서관을 이용하며 정규적으로 빌려 보고 헌책 방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서 헌 책을 구입해서 가정 도서관을 값싸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전시회나 음악회, 박물관, 인형극 관람 등으로 다양한 문화 자극을 주며 한 가정의 자녀
는 이틀에 한 번 도서관에 들러서 1시간쯤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독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점으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예능 영역에 있어서는 자녀가 어릴 적에 배우도록 하
였고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설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서 집에서
어머니와 학습 진도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 공부에 치중해서 성적 관리
를 하려는 의도가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훈육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말로 다스리는 편이고 모두가 과거에 한 두 번

기억에 남게 체벌을 한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훈육과 관련
해서 자녀문제를 대다수(93%)의 어머니가 대화로 해결한다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다 체벌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양적연구가 지지못하는 것을 질
적연구가 보충한다 하겠다. 그리고 체벌 이후로는, 같은 행동으로 체벌할 이유가 없는 것
으로 보아 기억에 남는 한 두 차례 체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벌 형식은 회
초리(대나무, 구두 주걱)로 부모와 자식이 합의하에 체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도 이용
했다고 한다. 체벌의 경우 대체로 형제끼리 싸웠을 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거짓말했
을 경우와 편식한 경우라고 응답했고 체벌시 거의 자녀의 아버지가 직접 개입해서 더 효
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학업 성취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면담자 모두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학
생이니까 공부 잘하기를 원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니까 공부에 신경을
구체적으로 써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우선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게 되고, 다음으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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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다. 한 어머니의 경우는 학습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찍이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면담자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장차 사회 유능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학교 성
적 순위가 대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자녀 장래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없어서 각
종 공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 및 소득 수준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학
력 수준과 역할 수행은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감정 절제력
이 강하고 여유를 가지며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학력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본인 감정의 절제가 약할 수도 있으나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양육 전반
에 걸쳐 더 적극적이고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데도 열성적인 태도
를 보일 것으로 지적했다. 반대로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 밑에서 자녀가 책을 많이 접
하게 되지만 친구와의 사회성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 능
력이 부족한 자녀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학원을 보내서라도 보충을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소득 차이에 따라서 어머니 역할에는 차이가 없지만, 학원비 차이 등에 따라 감당여부에
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조기에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소
득이 적은 쪽은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못해 주기 때문에 안타깝게 느낀다고 했다. 이
러한 면담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머니가 학력수준 및 소득 차이와는 무관하게 그 나
름대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의 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가 순
수한 독서의 가치보다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읽기 자극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예능 활동에 더 많
이 참여시킴으로써 학력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지적 발달 뿐 아니라 자녀의 전인적 발달
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겠다.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녀와의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자율성 신장에 관심을
두는 반면,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은 그 대신 물리적 체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학업 성적과 관련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와 직접 해결책을 찾거나 아버지
와 의논하고 학교 교사나 학원 교사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 한다. Olszew s ki- Kubilius(1989)의 연구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어머
니들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자녀의 학업 문제를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논의하
는 편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 점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다소 다르다고 보겠고

열린유아교육연구 (제3권 2호)

우리 나라는 여전히 자녀의 학업 성적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내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정 소득에 무관하게 모두 자녀의 학업 성취에 많은 가치
를 둔다는 결과는 한종혜(1980)와 양문현(1984)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보겠다. 그리고 자
녀의 학업 성취가 자녀의 사회적 성공뿐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의 유지에도 관계가 있다
고 한 것으로 보아 가족 개인의 성취가 다른 구성원의 행복이나 성취와도 밀접하게 연관
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훈육이나 집안 규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일에는
자녀가 자립적으로 하도록 습관 되어 있으나, T V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점이나 일상
생활 교육인 자기 방 청소와 잠자리 정리는 어머니 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옥
자(1987)의 어머니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나라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 태도
경향은 애정적, 수용적, 외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자녀의 독립성 조장 태도는 적극적
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이옥(1997)의 연구에서도 우리 나라 학령기
아동들의 취업한 어머니들이 양육상 걱정하고 있는 점들은 T V과다 시청과 나태한 생활
습관을 들고 있다. Hur(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간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
녀의 자립심 함양을 위한 뚜렷한 가족 내의 규범이 없으면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자녀
로 자라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양문화권에서 중
요시하는 복종(한국)과 독립심(미국)을 함께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
리 나라 부모들은 한국적 가치인 복종하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립심 함양을 위한
양육 행동에는 소극적 태도 내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에서는 학업의 중요성 못지 않게 어릴 때부터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도록
일상 생활 교육 속에서 독립심의 함양을 강조하는(T obin, W u & Davidson, 1989) 반면에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가정 내에서의 일상 생활 교육보다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치중하
는 편이라 보겠다.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소득 차이에 관계없이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
을 나타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앞에서 매사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어머니 상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체벌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대부분 체벌한 적이 있으며 이것의 교육적
효과를 믿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체벌이 훈육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서양에서의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점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체벌의 경우 형제끼리의 싸움과 거짓말했을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훈육에 있어서 형제 우애와 자녀의 도덕성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은 서양 사회의 자율성이나 독립심 신장을 강조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관
으로 보겠다. 또한 자녀 체벌시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
아 어머니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가치관 정립과 훈육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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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 문제
에 지나치게 치중, 즉 자녀의 지적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므로 이것을 좀 더 자녀의 정
서 및 사회성 발달에도 관여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진자로서, 자녀의 학습과 활동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유아교육 기관이나 학교에서 관찰자, 자원 봉사자, 보조 교사
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자세의 함양이 요구되어 지고 이
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 규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 문제를 가족 내에서 의논하
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녀의 부모들 또는 교사들과 논의하는 개방적인 자
세가 필요하다. 셋째, 자녀의 체벌시 뿐 아니라 아버지가 많은 다른 경우에도 어머니와
함께 부모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언급
되었듯이 어머니의 정서 -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정서 혹은 양육 행동은 자녀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어머니들은 이러한 점을 재인식해야 하고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지역 사회에 부합되는 양질 즉, 부모의 흥
미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변인(부부간의 일치도 및 역할 기대, 어머
니의 역할 지각, 어머니의 인성, 결혼 및 직업 만족도, 유아의 특성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이루어져야 하고 아버지 양육 행동과 관련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이 서울시의 특정 지역의 어
머니들이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어머니들, 또는 다른 계층이나 지역 등의 어머니들
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험자, 특히 면담자의 수와 면담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또 다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초등 학교 어린이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부모의 양육 행동도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의 어머니
와 초등 학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지 않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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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S urv ey of Korean Mothering B ehav ior
tow ard Childrearing Practice and Education

Hur, Y oung Rim
Y oon, Hy e Jin

T his paper discuss es childrearing behavior of mothers hav ing children w ho are 6
to 10 years old. T his s tudy focuses upon fam ily contact, T V view ing is sue, parental
support

system

concerning

stim ulat io n

a c h ie v e m e n t , d iscipline and family

fo r

c h ild

r e a d in g ,

extra

a c t iv it ie s ,

s c h oo l

rules. T his study ex am ined m othering behavior

using data from 117 respondents to a s urvey and interv ie w s of 6 m o t hers living in
Kangnam area in S eoul. S om e items on the s urvey w ere adapted from the Hom e
S hort F orm and a d d it ion a l q u e s t io n s r e la t e d t o K or e a n c u lt u r e w e r e d e s ig n e d b y t h e
r e s e a r chers.

Interview

questions

w ere

developed

fr o m

the

s urv ey

q u e s t io n naire

finding s. F requency distributions, Crosstabulation and Chi- square analysis w ere used
to determ ine m othering behav ior. Interview data from notes w as us ed for in- depth
inves tigation of mothering behavior. Results show ed the tw o main points : T he first
is that the m others tend to concentrate m ore on their children' s academ ic achiev em ent
in higher grades than on non- academ ic activities. But there are no direct parental
g uidelines to develop children' s independence in living habits. T he second is that the
m others use discipline and punis hm ent in sim ilar concept. Even in case of their
ex ercise of punishm ent, they do not regard it as a k in d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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