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사는 아동과 노인, 그들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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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손한결 · 한세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령기 남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상남도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28쌍의

5,6학년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의 긍
정적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가 개발한 저학년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서한누리
(2013)가 학령 후기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은
조수정(2014)이 개발한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에 의해 보고되었고,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남아의 학교
적응은 학령기 남아에 의해 보고되었다. 최종분석에는 총 217쌍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분
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분석에 앞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기 남

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아버지가 원가족 조부로부터 온정적이고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
험했다고 지각할수록 학령기 남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한 긍정적이었으며, 학
령기 남아가 온정적이고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하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경험한 양육행
동이 긍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자녀인 학령기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
하였고, 학령기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동성 부모-자녀의 양육행동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영

향을 주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자관계에 초점을 두어 시대 흐름에 따
른 부자관계의 변화와 그 의미가 갖는 중요성을 제시하여 양육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
의 폭을 확장했다. 또한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중 아버지의 긍
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학교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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